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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우리말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TV나 라디오 방송 종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

고 방송을 제대로 하고, 전문가, 지식인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말을 갈고 다듬어서 발전시키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더 이상 우리말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방송인들

이 말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 국민여러분들께 알

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하고 있다. 

일본어, 비속어, 은어, 국적 불명의 외국어, 선정적인 표현 등이 범람하여 국민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방송 언어의 오염과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방송 출연자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치 옳은 표현인양 착각을 하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바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아나운서나 작가, 기자 등 전문 방송인조차도 프로그램에 

나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을 이끌어 나갈 방송인으로서의 의무를 간과하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연예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속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서의 자긍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

시켜 우리의 후손이 쉽게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

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오용하지 말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다. 이 책은 온 국민은 물론 

아나운서, 기자, 작가, 아나운서 지망생 등 방송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책 차례

제1부 가장 과학적인 우리 한글
가. 세종대왕 그는 누구인가?

나. 한글의 탄생과 배경

다. 한자 용어 우리 한글로 바꿔라

라. 어려운 외래어 대신 한글로

마. 중국어 대신 원어로

제2부 날마다 사고치는 방송인들
가. 방송인들이 한글을 다 망친다

나. 제대로 발음하고 표현하라

다. ‘ㄱ’사가 만든 것을 ‘ㄴ’사 제품이라고?

라. 방송하는 사람, 시청하는 놈

마. ‘시간’과 ‘시각’도 구분 못하는 바보들

바. 방송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

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 감독, PD들이여, ‘컷’을 외쳐라

자. 작가들은 자막을 제대로 표시하라

차. 방송인들이여, 공부하라

카. 체중도 거리도 ‘키로’라고?

타. 사람이 0.9명?

파. 외국산은 무료광고, 국내산은 모자이크 처리

제3부 콩글리시가 아니라 쟁글리시다
가. 일제잔재에서 벗어나자

나. 왜 병신들 발음을 따라하는가?

다. 너무나 예쁜 자기 아이를 지랄병 한다고?



라. 전문용어를 바꿔라

마. 외래어 표기 제대로 하라

바. 정부, 기업들은 광고문구/상품명을 정비하라

제4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가. 노랫말/영화 제목을 올바르게 써라

나. 지식인들이여, 사대부 근성을 버려라

다. 공무원/전문가들은 용어를 제대로 만들어라

라. 경어를 제대로 가르쳐라

마.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 지원하라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