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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한의 수어, 북한의 손말, 연변 지역의 수어 사용과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남한, 북한, 연변 지역
의 수어 공동 연구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윤병천(2005)에 따르면 남한의 수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수어의 형태론, 통사론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화용론, 관용표현, 비수지기호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 말
뭉치 연구 및 구축>, <한국수어 문법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수어 말뭉치를 추가·정비하였으며, 수어 문법
용어와 문법 기술 체계 및 모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북한의 손말에 관한 정확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05년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입수하여 공개한
『손말사전』, 『손말학습』을 통해 북한에서도 손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김태수(2008)은 ‘한국수화와 북한손말의 어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고, 윤병천 외(2016)에서는 조선손말
단어 2,463개를 분야, 품사, 형태소별로 분류하여 조어 유형을 밝히는 ‘조선손말 형태론적 분석’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독일 단체 ‘투게더함흥’과 ‘코리아협의회’가 ‘손말 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남북의 수어와 손
말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으며, 2020년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조선롱인협회(2015)가 펴낸 10권
의 『조선손말』을 바탕으로 남북 수어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刘艳虹(2016)의 ‘我国七个少数民族使用手语状况的调查研究’에 따르면 연변 지역의 수어 교육은 1992년, 연변조선
족자치주 제1특수교육학교에서 북한의 농인학교 학습 교재인 『우리의 언어 학습』을 입수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는 수지 자모 40개 그림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변 지역 농인 학생들은 한어(漢語)수업에서는
‘중국 수어’로, 조선어 수업에서는 ‘북한 손말’로 학습을 하였다. 그러다 연변 지역과 남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적지 않은 연변 지역 농인들은 남한 수어를 쓰게 되었다. 현재 연변 지역에서는 북한 손말과 남한 수어의 사용이
혼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남북한 수어와 손말 관련 선행연구, 북한손말 교재 분석, 연변 수어 관련 연구 등
을 통해 남한의 수어, 북한의 손말, 연변 지역의 수어 사용 현황과 특징을 살피고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남한의 『한국수화사전』과 북한의 『손말사전』, 『손말학습서』, 『조선손말1-10』(평양시안내, 가정용품, 동
물, 체육, 운수기재, 유치원일과, 과일·남새, 음식편, 색, 직업)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특성은 청인과 농인
에 대한 인식과 용어 설정, 한글 지문자, 수록 어휘의 성격과 범위 및 빈도, 조어 유형에서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
다. 북한에서 출판된 『손말학습서』에는 청인과 농인을 ‘정상인과 청력장애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정상인들끼리
있을 때에는’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 손말 사용에서의 환경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 지문자 사용에서는 자음에서 ㄱ, ㄴ, ㅇ을 제외하고는 다르게 쓰고 있고, 모음은 다수의 수
형이 같으나 방향과 움직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면에서는 남한은 기독교, 북한은 정치 영
역의 수록 어휘가 많았는데 ‘당의유일사상, 당의유일적령도체계, 로동적위대’와 같은 남에서는 잘 쓰지 않는 명사
결합 구성이 보인다.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55개 소수민족의 수어를 ‘중국 수어’로 통일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연변 지역의 수
어를 ‘중국 수어’ 사용권으로 완전히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글 지문자 유무, 언어 사용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연구는 남북 수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 농인 탈북민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연변 지역의 혼란스러운 수어 사용 현장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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