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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 영 근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하려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사할린은 서울-인천 공

항에서 3시간 반만에 갈 수 있는 같은 동북아시아의 이웃 나라이다.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 오랜 동안 너무 왕래가 없었다. 영구 귀국하신 허남훈 선생이 

사할린을 방문하시어 그 분의 안내를 받아 나는 8일(2010. 7. 2~9) 동안 우리 민족의 한이 서

린 사할린의 여러 곳을 둘러 보면서 해방 전부터 우리말(혹은 민족어)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

는가를 살펴보았다. 우리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대는 70대 이상의 1세들이

고 그것도 1960년대 중반에 민족 학교가 존속하기까지 민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다. 2세들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나 그것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의 옛 연해주와 중국의 옛 만주 땅으로 유랑의 길을 

걸어 왔다. 하와이 등의 미주 땅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동포들도 적지 않았으며 얼마 전에

는 유럽이나 중동 방면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여행을 마칠 무렵 사

할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교육원장 정창윤 박사와도 의견

을 교환한 적이 있다. 어느 한 민족이 남의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지 않을 수 없다. 1세들이 세상을 

떠나고 2, 3세들이 태어나면 모국과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고 모국어와 모국 문화도 잊어 

버리게 된다. 

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에 가서 살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같은 배달 민족(우리 민족의 옛 이름)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중국 민족은 어디

에 가서 살아도 자녀들을 자신들의 교육 기관에 보내고 그것이 어려우면 가정에서도 모어를 

가르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1990년 여름에 나는 중국 연변에서 열린 국제 이중언어학자 

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되는 아기에게 200개의 우리말과 중국어 단어를 

동시에 습득시킨 실험 결과의 보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3, 4세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어를 가르치는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교육원은 결혼 적령기(결혼할 나이)에 이른 남녀 성인들에게 주말 우리말 강

좌(또는 민족어 강좌)를 열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민족어 교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가지면 앞의 중국의 예와 같이 우리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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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말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릴 때

부터 모어가 몸에 붙어 우리말의 습득과 보급이 그만큼 수월해지지 않을까 한다. 7월 3일에

는 이 곳 유지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

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세 사람이나 참석하여 의의가 매우 깊

었다. 이 자리에서는 1세들과 마찬가지로 2세 이하의 교민들에 대해서도 이중 국적을 부여하

여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말의 사용 인구는 반도의 남북, 중국의 조선족, 중앙 아시아와 옛 연해주의 고려인, 사

할린 등의 러시아, 남북 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사는 교포들까지 합치면 7,500만이 넘는다. 

사용 인구로 계산하면 세계 13대 언어에 속한다. 우리 민족은 읽고 쓰기에 편한 ‘한글’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에까지 진입하였으며 문화, 과학, 스포츠도 다른 나

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사할린 등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러시

아말과 함께 우리말도 열심히 배우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면 러시아의 시민으로 잘 살아

갈 수 있고 모국과의 연대도 그 만큼 단단해질 것이다.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1930년에 이미 독자적인 우리말 맞춤법을 제정하여 우리말을 보존

하고 발전시켜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사할린 교민들은 러시아 시민으로 살면서

도 자신의 뿌리가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모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어와 민족 

문화를 열심히 익혀 배달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계속 지녀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 시대’가 된다고 한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할린의 동포들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잘 익혀 다가올 동북아시아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꿈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한다. 

[당부 말씀]

사할린 동포들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

아 왔습니다. 각자의 가정에 우리말로 된 교과서가 있으면 이를 한국 교육원에 기증하여 주

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는 이들 교과서를 전시실에 전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말 

학습의 필요성을 각성시키는 자료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6일자 새고려신문에 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