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언어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제문제 

고 영 근
 

가. 들어가기 

북한의 우리말 연구는 1948년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 언빈공화국의 수럽 

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족한 “조선어문연구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학회의 창립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결정하였다. 

(1) 조선어문연구회의 당면과업 

1. 조선어표준문법의 재정 

2. 조선어사전의 편찬 

3. 잡지의 발행과 출판사엽 

이어 북한은 10월 13일 평양사범대학 부학장실에서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위원 23명을 교육상에게 추천할 것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구 

문법편수부장 

편수원 

사전편찬부장 

편찬원 

편집출판부장 

편집원 

경리과장 

경리원 

위원장/서기장 

대체로 1949년 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전문위원회를 열어 가며 문법편 

수， 사전편찬， 철자법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조선어문연구회에서 설정하였던 과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얼굴을 내먼 

것이 1949년 3월 31일자로 발행된 우리말 연구잡지 〈조선어연구〉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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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같은 해 12월 30일에 간행된 〈조선어문법〉이다. 사전은 원고만 완성 

되어 있었을 뿐이고 발행은 6.25로 말미암아 햇볕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다. 북한의 조선어문연구회는 나중에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기관지 〈조선어문)， <조 

선어학)， <어문연구)， <문화어학습〉을 내고 철자법을 제정·보수하는가 하면 

규범문법과 사전을 편찬하고 각종 어문관련사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소련언어학의 수용과 관련시킬 때 북한의 언어학은 다음 세 시기로 나쉰다. 

(3) 북한 언어학 연구의 시대구분 

제 1 기 (1946-1950) : 마르 언어이론의 수용과 북한언어학의 형성 
제 2 기 (1950-1966) : 스탈린 언어 이론의 수용과 북한언어학의 발달 
제 3 기 (1966-현재) : 주체언어이론의 형성과 발전 

나. 제 1기 (1946-1950) : 마르 언어이론의 수용과 북한 언어학의 형성 

북한의 언어학은 1946년 9월 김 일성 종합대학의 창건과 함께 역사 · 문학 

부 안에 조선어문학강좌가 설치되면서부터 그 첫발을 내디댔다. 이 강화는 

진보적 언어학자를 망라하여 조선어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과학적 이 

론과 체계를 연마하는 일에 손을 대였다. 김일성의 노선과 지시에 따라 총 

장 검두봉의 지도 아래 사엽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 말과 글을 연구·보급하고 다른 하냐는 소련의 언어야론을 받아들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자는 조선어의 문자개혁을 목표로 철자를 형태주 

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는 일이 주축을 이루었고 후자는 마르와 그의 후계자 

인 메쉬샤니노프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북한의 언어학은 앞에서 언급한 1949년의 조선어문연구회의 발족으로부 

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의 정권수립을 전후하여 주시경， 김두봉 등 

의 우리의 전통문법학자들의 엽적을 발판으로 하되 소련의 언어학을 번역 

을 통하여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북한의 언 

어학연구에 관여한 사람은 이론언어학에 밝은 소수의 언어학자， 국어국문학 

자， 애국자 어학자， 그리고 소련의 교포언어학자들이었다. 

1. 마르 언어이론의 번역양상 

(4) 소련 언어이론의 번역사항: 아래의 논문을 비롯한 14편 
에스. 데. 까쓰넬손(1947) ， “쏘베트 얼반언어학의 30년" 쏘련과학 아 

카데미아 문학언어학분과 기관지 제5호(조선어연구 창간호(제1권 제 

1호)， 99-125쪽， 1949년 3월， 김수경역)* 

*언어학이 소련의 과학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하고 야페트 

이론을 창시하여 소련언어학을 중홍시킨 마르를 찬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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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14편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소련에서 나온 “쏘련 과학 아 

까데미아 문학언어학분과 기관지” 등에 발표된 것을 1949년부터 1950년의 

2년 사이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북한 최초의 우리말 연구 잡지인 〈조선어연 

구〉에 설은 것이다. 번역자는 김수경이 6편으로 가장 많고 이규현(3편)， 김 

영철(2편)， 명월봉(1편)， 신구현(1편)， 황부영(1편)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 

다. 북한이 1949-1950년 사이에 받아들인 소련언어학은 10월 혁명 이후에 

마르를 중심으로 전개된 야페트이론과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개된 유물론 

적 언어학이었다.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북한이 초기에 수용한 소련언어학의 주제별 영역 

가. 마르의 언어이론과 소련언어학 

나. 소련의 언어학과 구조주의 

다. 소련언어학의 당면과제 

라. 언어의 기원과 발달 

마. 레년의 언어관 

바. 스탈린과 소련언어학 

2. 마르 언어이론의 적용문제 

북한이 그들의 정권 수립을 계기로 하여 남한의 “조선어학회”에 맞서는 

“조선어문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일제통치기간에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 

안〉 대신 〈조선어신철자법〉을 제정 ·공포하고 일제통치기간에 편찬이 완료 

되어 1947년부터 출판이 시작된 〈우리말큰사전〉 대신 〈조선어사전〉을 다시 

편찬한 것은 마르언어이론을 비롯한 소련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였다. 

조선어문연구회 기관지 〈조선어 연구〉에 미 천 소련언어학의 영향에 관한 정 

보는 송서룡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소상허 얻을 수 있다. 

(6) 해방 이후 조선언어학의 발전에서 큰 사변으로 된 것은 1949년 4월 

부터 조선어문연구회의 월간기관지로 〈조선어연구〉가 발간된 것이 그 

것이다 이 〈조선어연구〉는 또한 우리 조선언어학도들이 션진적언 

마르크스주의적 쏘베트 언어리론으로 자기를 무장시킴에 있어서 거대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젊은 조선언어학도들은 하루 속히 더 많은 것 

을 쏘베트언어학자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욕에 충만되어 있었다. 언어의 

본질， 언어의 연구방법， 언어의 구조， 언어학의 제 분과들에 관한 쏘베 

트언어학자들의 연구의 성과들은 조선언어학의 리론적 및 실천적 토 

대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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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어문연구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조선어철자법의 기초"(1949) 

에서는 〈조선어신철자법〉의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7) <조선어신철자법〉은 진정한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언어이론으 

로부터 출발하여 형태론과 어음론과의 호상관련성， 성음의 변에 대하 

여 의미의 면이 가지는 우위성 등을 옳게 인식하고 형태주의 원칙을 

일관하여 채택하였다. 

이곳의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언어관이란 마르로 대표되는 소련의 

언어이론을 가리킨다. 형태론과 어음론과의 상호관련성， 음성에 대한 의미의 

우위성 이론도 결국은 마르의 유물론적 언어이론과 직접 맥이 닿는다. 

조선어철자법이 소련언어이론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조선어신철자법〉의 

총론 1항의 “조선어철자법은 현대조선언민의 언어의식 가운데서 공통적으 

로 파악할 수 었는 것"과 4항의 “표준어는 조선인민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어휘 가운데서"에서 나타나는 조선언민과 같은 표현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중류사회에셔 쓰는 서울말”을 

배격하고 “조선언민” 등으로 표현을 바꾼 것은 관념적 부르조아적 언어이론 

을 배격하고 교제와 사회발전의 도구로서의 언어문자의 기능을 중시하는 

데서 우러나온 유물론적 언어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초기의 북한의 국어연구가 마르의 언어이론의 영향을 받은 증거는 조선어 

사전의 편찬， 조선어문법， 민족어에 대한 개념규정， 주시경과 검두봉의 평가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특히 조선어문회 위원창 이극로의 “1950년 

을 맞이하면서”를 통하여 당시의 북한 어학연구의 당면과제가 무엿이었던 

가를알수었다. 

(8) 첫째， 이미 이루어진 업적을 토대로 하여 조선어문의 질적개조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르크스 례년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정 

치적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이론에 따라 조선어를 연구해야 

한다. 문법， 철자법， 어사(語史)， 방언， 고어， 음성학， 언어학， 표준어사정 

등의 연구를 변증법적 유물론을 기본으로 삼아 조선어문의 진정한 통 

일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형식주의， 무사상성， 몰정치성과 철저하고도 용서없이 투쟁하 

여야 한다. 곧 언어이론에 있어서의 관념론적이고 비과학적 경향을 폭 

로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 이미 얻은 과학적 법칙과 유물론적 체계를 실천을 

통하여 확인·검열하고 공고히 발전시킴으로써 조선의 어문통일을 촉 

진하여야 한다. 



북한 언어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제문재 433 

다. 제2기 (1950-1966): 스탈린 언어이론의 수용과 북한 언어학의 발전 

북한의 언어학이 제1기에 왕성하게 도입하였던 마르의 언어이론에서 벗 

어나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것은 1950년 6, 7월에 었였던 소련의 언어학 대토 

론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송셔룡(1957)은 다음 

과 갇이 말하고 있다. 

(9) 1950년 쏘련에서의 언어학에 관한 대토론은 조선 언어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언어학에 진정한 맑스주 

의를 도업하기 위한 이 대토론은 언어과학에서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 

을 말스-레닌적 기초 우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9)를 통하여 우리는 앞 시대에 활발하게 도입되던 마르 중심의 소련의 

언어학 수용에 종지부를 찍고 1950년에 제안된 스탈련의 새로운 언어이론 

에 따라 우리말의 구조와 민족어 형성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음을 확언할 수 있다. 

1. 스탈린 언어이론의 번역양상 

북한에 스탈린의 언어이론이 도입된 것은 1952년부터 언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기념문현집이 발간되고 계속하여 관계논문과 단행본이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956년에 창간된 〈조선어문〉에는 소련의 일반언어학적 엽적 

과 동유럽 및 중국의 언어학적 업척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번역업척 

을 들면 다음과 같다. 

(10) 스탈린의 언어야론에 기댄 소련 언어학의 번역사항 
[lJ 이. 스딸린(1952) ， (맘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 단행본， 로문판 

((스딸린선집) 1965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년 11월 

20일 번각)* 

* 1950년 6, 7월에 있었던 언어학대토론에서 제기된 언어가 토대 

위의 상부 구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주 

의 언어학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집성한 것엄. 

[2] 언어학에 관한 야. 웨. 쓰딸린의 로작 발표 2주년 기념문현집， 조소 

출판사， 1952.* 

* 언어학 대토론회의 자료를 번역한 책인 듯. 
[3] 웨. 웨. 위노그라도프 등 지음， 언어학의 문제들에 관한 이 • 웨 • 쓰 

딸련의 로작에 관하여 (언어학에 관한 쓰딸린 동지의 로작과 쏘베 

트 문학의 제 문제， 교과서)， 교육성， 1952, 김수경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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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셔 형태로 편찬한 스탈린의 언어이론을 평설한 듯.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번역(1954) ， 쏘베트 언어학의 제 

문제 [번역논문집]， 209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의 언어학 연구실과 김 일성종 
합대학 조선어학 빛 일반언어학강좌 성원들이 소련 동맹과학 언어 

학연구소 기관지 〈언어학의 제문제〉를 비롯하여 기타 자료집에 발 

표된 언어학 관계논문 8편을 강좌와 세미나를 통하여 번역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5]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 및 일반언어학강좌(역)(1955) ， <이. 웨. 

쓰딸린의 로작에 비추어 본 언어학의 제 문제>(각 대학 어문학부 

용)， 교육도서출판사* 

* 1952년에 발행된 러시아 원서에 실린 11편의 논문 가운데서 9편 
을 뽑아서 번역한 것엄. 앞의 [4]와 마찬가지로 과학원 언어학연구 

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과 빛 언어학과 성원들이 협동하여 

번역하였음. 

[6] 저자 안밝힘 (1953) ， 언어학 개요(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55, 

380쪽* 

* 1953년에 나온 러시아 원서를 번역한 것인데 심사자 김병휘， 편 
수 최창선으로 되어 었다. 언어학 대토론회 후의 스탈린 언어이론 

의 평설엄. 다음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의 어휘구성과 기 

본어휘/어음의 몇가지 특성들/언어의 문법구조/언어의 기원/언어 

의 발달과 그 분류. 

1950년 이후의 스탈련의 언어이론의 수용은 단행본 형태를 통한 것이 특 

정이다. 번역자가 밝혀져 있는 [4]의 논문들은 소련동맹과학원 언어학잡지 

인 〈언어학의 제문제〉에 실린 것이 대부분이다. 번역자는 앞시대와 마찬가 

지로 킴수경이 3편으로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전대에는 볼 수 없었던 김병 

휘도 3편이고 한영순， 박의성， 이근영 등이 1편씩 번역하였다. 이 가운데서 

뒤에 우리말 연구에 엽적을 남긴 사람은 한영순(방언학)， 박의성(주시경， 문 

자개혁)， 이근영(문법)이다. [5]의 번역논문은 학생들과 연구원의 손으로 번 

역된 탓인지 번역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심사자가 김수경인 

점으로 보아 검수경의 지휘 아래 번역이 이루어쳤음을 알 수 었다. [6]은 

번역자는 밝혀져 었지 않고 대신 심사자 김병휘만 나와 었다. 위의 사실을 

통하여 북한의 소련언어학 수용에 있어 처음부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김수경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킴병휘가 많은 활약을 하였음을 알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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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이 소련의 언어학 대토론 이후에 수용한 언어학의 주제별 영역 

가. 스탈련의 언어야론과 소련의 언어학 

냐. 언어발달의 내적 법칙 

다. 언어의 사회적 본질 

라. 언어족의 형성과 발달 

마.역사비교방법 

바. 스탈린의 언어 야론의 중국 일본의 민족어 문제 

사. 민족어와 방언 

아. 서술문법의 편찬 

자. 기본어휘 

차. 문자이론 

카. 언어와 사유의 문제 

타. 소련언어학의 회고와 방향 

위의 주제 가운데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11)가， 타이다. 나머지는 두 주 

제를 평설하였거나 보충한 것이다. 두 주제의 내용을 보이기로 한다. 

〈가. 스탈린의 언어이론과 소련의 언어학〉 

1. 언어가 토대 위의 상부구조라고 하는 마르의 이론은 옳지 않다. “토 

대”란 사회의 일정한 발달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의 정치제도를 뜻한다. 최근 

30년동안 러시아는 낡은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토대에 상응하 

는 새로운 상부구조가 형성되었지만 러시아어는 기본적으로 10월 혁명 이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남아 었다는 데서 언어와 상부구조 사이에는 필연 

적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가 계급적이며 사회에 공통적인 인민적 언어가 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르의 견해는 옳지 않다. 언어는 사회에 유일적이며 그 성원들에게 

공통적이다. 방언과 통용어는 전 언민적 언어의 곁가지로서 그것에 종속되 

어 있다. 

〈타. 소련 언어학의 회고와 전망〉 

1. 스탈련의 노작은 소련 언어과학의 어려운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마르 

의 관념론적 비속화로부터 해방시키고 마르크스적 언어이론의 확고부동한 

토대를 닦았다. 소련의 언어학이 “신언어이론”의 중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언어연구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스탈련의 역사적 엽적 때문이다. 

2. 스탈린 언어이론의 영향으로 단어조성론， 어음론， 러시아 표준어， 민족 

문자， 러시아어의 역샤， 러시아어의 어휘론， 사전편찬， 중등학교용 러시아어 

의 교과셔 편찬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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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6년에 창간된 〈조선어문〉과 1961년에 창간된 〈조선어학〉에는 소 

련의 일반언어학적 업적과 동유럽 및 중국의 언어학적 엽적이 번역되어 실 

리기도 하였으며 소련의 한국학 연구의 동향에 대한 소련 학자들의 기고도 

눈에 띄인다. 

(12) 소련， 동유럽， 중국의 언어학엽적의 번역사항 

[lJ 오. 빼. 빼뜨로와(1956) ， 특별기고 “로씨아와 쏘련의 조선어 연구와 

개요-형제적 인민들의 조선어연구-，"(조선어문 1호， 67-78쪽， 검 

수경역)* 

* 소련의 한국어연구의 개관과 두 나라 학자의 협력문제를 논의함. 
[2J 엔. 아. 콘드라쇼브/혜. 엠. 필립뽀아(1955) ， “웨. 이. 레 닌과 언어학의 

제문제 언어학의 제문제 1호， (조선어문 1956년 2호， 김 형수역 )* 
* 마르크스 · 레 닌의 언어 이론의 본질과 언어학자의 역할을 확인하 
고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함. 

[3J 필자 안밝힘(1956) ， “현대 쏘베트 언어학의 몇 가지 현실적 과업에 

대하여 언어학의 제문제 4, 조선어문 1957년 1호(전제수역)* 

* 1950년의 언어학대토론을 반성하고 기관지 〈언어학의 제문제〉의 
새로운 편집방향과 소련 언어학의 당면과제를 논의함. 

[4J 그라우르. 알렉산드르(1957) ， “루마니아 언어학의 발전，” 조선어문 3* 
* 루마니아 언어학의 역사를 회고하고 부큐레스티 언어학연구소의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현재의 루마니아어의 연구상황을 살펌. 

[5J 왕력(1957)，“중국 언어학의 현재 정형과 현존하는 제문제，” 중국어 

문 3호， (조선어문 1957년 4호， 유치호역)* 

* 중국 언어학이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적 인 대열에 끼 일 수 었으 
려면 교조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 

하는 마르크스-레닌의 언어이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함. 

[6J 려숙상(1964) 

‘“언어단위의 통일성’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1)，" 조선어학 l호. 

“‘언어단위의 통일성’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2) ，" 조선어학 .2호. 

“‘언어단위의 통일성’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3)，" 조선어학 3호. 

리순철/박영원역* 

* 미국의 묘사언어학(기술언어학)에 기댄 중국어의 분석을 예로 
들어 외국의 이론의 맹목적 적용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중국 

의 언어학 전통에 뿌리를 둔 언어연구의 필요성 강조. 

[7J 아. 이. 쓰미르니쓰끼(1964) 

단어에서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1)， 조선어학 1964년 4호. 

단어에서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 (2) ， 조선어학 1964년 5호. 

단어에서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 (3) ， 조선어학 1964년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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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는 어휘구성과 마찬가지로 문법구성에 있어서도 언어의 기 
본단위가 된다고 하면서 문법적 법주와 어휘척 범주의 구별을 주 

장함. 

2. 스탈린 언어이론의 적용문제 

스탈린의 언어이론이 우리말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전 

반부터였다. 송서룡은 앞의 인용문 (9)에 이어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13) 이 시기에 조선언민의 가혹한 조국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밑에서 조선언어학자들은 언어학에 관한 대토론 

이 있은 후 소베트언어학이 달성한 일반려론적 성과들과 우리 언어 

학의 전통에 기초하여 조선어의 문법구조， 어휘구성과 기본어휘， 조 

선어발달의 내적 법칙， 전 인민적 언어와 방언과의 관계， 민족어형성 

에 관한 문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게 되였으며 그 결과 언어과학 발 

전의 일반적 방향과 함께 개별적 언어문제들을 저촉한 대단히 홍미 

었는 얼련의 귀중한 론문들이 발간되었다. 

우선 1956년에 창간된 〈조선어문〉의 머 리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어문 

학도들은 조선민족문화발전의 강력한 무기인 조선어를 발전시키며 마르크 

스-레닌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문학의 전통을 옳게 발달시키는 사업을 

벌여왔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조선어문〉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4) 우리는 말스-레닌주의의 방법， 관점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 

석， 해명해야 하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소베트어문학을 비롯하여 

여러 언민민주주의 국가 어문학계의 달성한 성과들을 특별히 소개 

섭취해야 한다. 

한편 1961년에 〈조선어문〉의 후속연구지로 창간된 〈조선어학〉의 “〈조선 

어학〉을 내면서”라는 창간사에서도 외래이론의 수용에 관한 강한 의지가 표 

출되어 었다. 북한은 해방후 첫날부터 당의 언어정책을 받들고 맑스-레닌 

주의적 선진적 인 이론과 방법론에 기대어 그때마다 제기되는 과학적 문제 

틀을 이론·실천척으로 해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과학척 조선 

언어학의 건설과 고귀한 고전적 민족유산의 올바른 계승 • 발전을 위하여 노 

력하여 왔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조선어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5) 이 잡지는 당의 언어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형태의 교조주의 

와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주체에 튼튼히 뿌리박은 조선언 

어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선언들이 남긴 언어학 분야에서의 고 

귀한 유산을 옳이 계승하여 더욱 빛내기 위하여， 선진이론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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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조선 언어학 앞에 제기된 일련의 과학 

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조선어문〉과 〈조선어학〉에 소련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언어학의 연구성 

과가 소개된 것은 (14), (1 5)에서 표백된 두 학술지의 창간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14)의 “마르크스-레닌의 방법 ·관점”과 (15)의 “선진이론"01란 

“언어를 인간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 간주하는 

언어관을 가리킨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란 소련을 비롯하여 루마니아와 중국 

을 가리킨다. (15)의 특정은 주체에 뿌리박은 조선언어학의 건설을 위한 강 

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6.25 이전의 〈조선어연구〉나 1950년 중반의 〈조 

선어문〉은 마르크스-레닌의 언어이론을 섭취 ·소화하여 그것으로써 우리의 

어문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하여 〈조선어학〉에서는 외래이 

론의 수용을 주체적인 우리말연구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았다. 그러나 이곳에는 1940년대말에 열심히 도입하였던 마르언어이 

론과 1950년대 전반기에 충실하게 수용한 스탈린의 “언어는 토대 위의 상 

부구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는 스탈린의 

명제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50년대 언어연구가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함은 1950년대 

중반에 나온 〈조선어소사전>(1956)과 60년대초에 나온 〈조선말사전>(1960 

~1962) ， 그리고 50년대 후반기와 60년대 전반기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된 

형태론에 관한 엽적을 통하여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선말소사전〉의 “머 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6) <조선어소사전〉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언어학에 관한 맑스-레닌주 

의의 기본 명제들에 의거하면서 과거 조선언어학자들의 적지 않은 

사전 편찬의 경험을 많이 도입하기에 이르혔다. 

북한의 언어학이 마르크스-레닌의 기본명제에 토대를 두고 우리의 사전 

편찬의 경 험 이 많이 도업되 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사전〉의 “머 

리말”에 와서는 

(17) 이 사전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조선언어학이 달 
성한 성과들과 함께 쏘련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에서의 성과들을 적극 

도업하기에 이르렸다. 

와 같이 말하여 북한의 언어학이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도 받았 

음을 시 언하고 었으며 (16)과는 반대로 우리 언어학의 성과를 앞세우고 선 

진국가의 성과는 뒤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외래이론의 수용태도는 (15)의 

〈조선어학〉의 창간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시기상의 특정이다. 북한 언어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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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확립은 1960년대에 들어셔면서 그 첫걸음을 내디댔다고 소박하게 

파악할 수 있다. 

5, 60년대의 북한의 언어연구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의 언어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주제는 민족어의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1950년에 이 

미 유창선은 마르의 언어이론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종족어와 인민어에 대 

한 소묘적 인 셔술을 시도한 바 었는데 1960년대 전반기에는 우리의 민족어 

의 형성에 관한 문제가 깊이있게 논의되였다. 이 방면의 엽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우리 민족어 형성어l 관한 논의 

[lJ 김병제 (1961) ， “조선 민족어 형성에 관하여(1)，" 조선어학 1962년 

창간호. 

[2J 리세용(1961) ， “현대조선어의 표준어에 대하여 조선어문 1961년 

창간호. 

[3J 김병제 (1961) ， “조선민족어 형성에 관하여 조선어문 1961년 3호. 

[4J 정용호(1961) ， “조선어의 방언적 차이의 성격과 그 특성" 조선어 

학 1961년 4호. 

[5J 류창선(1962) ， “김만중과 모국어 말과 글 1962년 8호. 

[6J 정용호(1963) ， “조선 민족어의 형성에 관하여(토론)，" 조선어학 

1963년 2호. 

[7J 김영황(1963) ， “조선 민족어의 형성을 론함 조선어학 1963년 3호. 

[8J 강상호(1964) ， “현대 조선어의 서사형에 대하여" 조선어학 1964년 

4호. 

1960년 전반기에 〈조선어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우리말 민족어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검병제， 리세용， 정용호， 김영황의 손으로 주도되었고 류창선 

(유창선)과 강상호도 그런 대로 자신의 견해를 피 력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 

리면 다음과 같다. 

(19) 우리민족어의 형성과 확립 
가. 북한의 민족어의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의 언어이론 

이 가르치는 민족과 준민족의 개념에 힘업되 우리의 역사·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규정되었다. 

나. 조선민족어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준민족어로 발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의 창제에 힘입어서 그 발전이 가속화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셔서히 그 기초가 마련되어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확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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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족어확렵의 직접적 동인은 언문일치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기대어 

종전의 낡은 투의 서사어가 구두어로 탈바꿈을 하였으며 문필가와 

국문연구가， 언론의 힘을 벌어 건전한 민족어가 확립·발전되였다. 

라. 남북조선에서 공통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언어는 공화국 북반부에 

서 개화·발전된 표준어라야 한다. 

북한은 1940년대 후반 이래 한편으로는 소련으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 

의의 언어학 및 스탈린의 언어이론을 번역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우리 

의 전통적 언어연구의 성과에 접목하여 우리말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언 

어이론 개발에 힘을 써 왔다. 1949년 이래 거둔 문법과 어휘방면의 업척을 

비롯하여 앞서 소개한 민족어형성문제 등이 모두 마르크스-레닌의 언어이 

론과 소련 언어학의 지식체계에 기대어셔 이룩한 성과이다. 1963년까지의 

북한의 우리말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전진척언 연구방향을 제시한 구 

체적인 첫 결실이 김일성의 1964년의 담화언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 조선어 발전의 방향-검일성의 담화(1) 

가. 문자개혁의 부당성 

나. 우리말의 발전문제 

다. 단어형태의 표시문제 

라. 언어학의 발전문제 

(20)은 그 동안 1960년대초부터 표출되어 오던 주체적인 언어문제 벚 언 

어연구의 방향이 최고지도자의 업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보게 

될 컴얼성의 담화(2)와 함께 북한의 언어학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 

기가될수있다. 

3. 북한의 일반언어학 

북한이 1949년을 전후하여 15년에 걸쳐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언 소련언어 

학의 지식체계는 1960년대 전반기에 나온 송셔룡의 일련의 일반언어학강좌 

에서 일단 정리되었다. 

(21) 언어의 특성과 언어학의 연구방법-일반언어학 강좌 

[lJ “언어의 사회적 성격(강좌)，" 조선어학 1964년 2호. 

[2J “언어구조의 성격(강좌)，" 조선어학 1964년 3호. 

[3J “언어의 력사적 발달(강화)，" 조선어학 1964년 4호. 

[4J “언어의 발달(강좌)，" 조선어학 1964년 5호. 

[5J “언어학의 연구방법 (1)(일반언어학 강좌 5) ," 조선어학 1964년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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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 “언어학의 연구방법 (2)( 일반언어학강좌 6)," 조선어학 1965년 1호. 

[7J “언어학의 연구방법 (3)( 일반언어학강좌 7)," 조선어학 1965년 2호. 

[8J “언어학의 연구방법 (4)(일반언어학강좌 8)," 조선어학 1965년 4호. 

[lJ [4J의 “강좌”는 [5J [8J의 “일반언어학강좌”와 이름은 다르지만 전체 

가 하나로 묶여지는 연재물이다. 전자는 언어의 구조적， 사회척， 역사적 측 

면을 다루였다. 후자는 연구방법을 다루었는데 포함된 내용은 정태척 분석 

과 역사척 분석， 비교-역사척 방법， 구조유형적 방법， 수리언어학적(통계언 

어학적) 방법， 현대부르조아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적 기초에 대한 비판 

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1950년대에 수용된 스탈린의 언어이론과 소련의 언 

어학 지식체계가 어떤 과정을 밟아 수용되고 그것이 북한의 우리말에 어떻 

게 적용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스탈린의 손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마르크 

스주의 언어학은 문법과 어휘， 특히 우리 민족어의 형성과 확립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의 우리말의 발 

전방향에 대한 담화(1)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각 분야에 

걸친 우리말의 실천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그 나름의 일반언어학의 체계도 

다듬어 나갔다. 송셔룡의 엽적이 그러하다. 

라. 제3기 (1966-현재) : 주체언어이론의 성립과 발전 

북한의 언어학 연구는 1966년에 나온 김 일성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란 언어학자들과의 두번째 당화를 계기로 하여 큰 

변혁을 일으켰다. 고유어 중심의 언어발전의 추진， 한자교육의 부활， 문자개 

혁의 보류 등은 1964년 1월의 담화내용과 차이가 없지마는 구체척 언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세부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 1966년 5월의 담화의 특 

징은 그들의 언어중심지를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잡고 평양중심의 표준 

어를 “문화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질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중요 주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2)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 선양문제-검일성의 담화(2) 

가.우리말의 발전방향 

나. 언어발전의 터닦기와 방법 

다. 다듬은 말의 보급 

라. 우리글의 발전문제 

앞의 64년의 담화(1)과 66년의 담화(2)는 1950년 소련에서 펼쳐진 언어 

학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스탈련의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를 표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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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 였다. 스탈린은 언어학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고 김일성은 일방적인 담화문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차이점 

이 없지 않으냐 과거의 연구결과를 매섭게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는 태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었다. 특히 김일성이 문자개혁을 시도하 

던 검두봉 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스탈린이 언어가 상부구조이며 계급성을 

띠고 있다는 마르와 그 얼파를 매도하는 수법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밖에 

한자어와 일본어， 영어 등의 외래어를 구축하고 고유어 중심의 어휘체계의 

수립을 지향하는 언어발전의 방향도 스탈린의 언어이론과 근본적으로 액을 

같이한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시키면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다. 더욱이 스탈린의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가 정식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1965년 12월이었다는 사실은 1966년 5월의 담화문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 참고문헌이었음을 능히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김일성의 두 먼 

에 걸 친 담화， 특히 1966년의 담화문은 1950년의 스탈린의 “맑스주의와 언 

어학의 제문제”를 토대로 작성되었읍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외래언어이론의 도엽은 1966년의 김일성의 두번째 담화 이후로는 

전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66년에 개명 • 창간된 〈어문연구〉에도 1960 

년대 전반기까지 눈에 띄던 외래언어이론의 번역수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 

다. 더욱이 이 잡지는 1968년부터 〈문화어학습〉으로 발전척으로 해체됨에 

따라 북한의 언어학은 완전히 이른바 주체언어학의 방면으로 나아가게 되 

어 문화어운동을 뒷받침하는 실용성을 띤 수상류의 글만 나타난다. 주체언 

어학은 주체사상의 하위분과로서 그 아래 직첩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이 

매달려 았고 이 부문 밑에 “민족어건설이론”으로 대표되는 주체언어학이 소 

속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북한의 언어학은 주체언어학으로 점 

철되어 였다. 언어구조냐 체계와 관련된 연구， 그들의 이른바 관념론적인 언 

어연구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하였고 킴일성의 두 번에 걸친 담화내용 

을 뒷받침하는 실용적 연구만이 얼굴을 내밀었다. 북한은 주체언어학을 김 

일성 이 창시한 영 생불멸의 언어학 이론이라 찬양하고 그 성 격을 다음과 같 

이 규정하였다. 

(23) 주체의 언어이론은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격 그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로동계급의 혁명위엽 

의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 가장 혁명적인 언어이론이다.(박 

재용(1985: 머리글)) 

북한은 초기에는 마르를 비롯한 혁명이후의 소련의 마르크스언어이론을 

번역올 통하여 수용하였고 뒤이어 스탈린의 언어이론 역시 번역을 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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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부터 주체적인 언어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그들 나름대로 모색하기 

시작하다가 1966년의 검얼성의 담화(2)를 계기로 하여 민족어건설이론으로 

대표되는 주체언어학을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의 주체언어학 

은 마르크스언어이론에 기대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연구의 결과와 그 

사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우리말 연구의 성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형성되 

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들의 언어야론은 〈문화어학습〉의 창간과 함께 일 

어난 “문화어운동”에 힘입어서 본격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체언어 

학에 기댄 성과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냐온 어음， 문법， 어휘， 문체의 영역 

에서 푸렷하고 특히 말다듬기 사업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도 않으냐 고유 

어의 어근을 중심으로 한 단얼어휘체계를 수럽하려는 태도는 남한의 “국어 

순화운동”과 그 정신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언어통일 

에 어떤 몫을 하게 되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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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inguistics in N orth Korea 

Yong-Kun Ko 

Based on the accomplishments of the patriotic grammarians such as Joo 

Shi-Kyung and Kim Doo-Bong, North Korea first adopted the linguistic 

theory developed by the Russian linguist Mar and then Lenin and Stalin’s 

theory about language through translation, and since the late 1960’s they 

have developed a unique and practicallinguistic theory called ‘Juchei Eoneo 

Iron'.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is varying trend in linguistics that North 

Korea has paid constant attention to the orthography, prescriptive 

grammar, lexicography and ‘Maldadimgi’ (i.e., translating borrowed foreign 

words into Korea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y are trying to make 

clear the structures of Korean or to expla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by adopting specific linguistic theories, South Korea never makes 

their linguistic research related with politics or political doctrines as they do 

in North Korea. It may be due to the different purpose and method of 

linguistic research in South Korea that they pay less attention to the 

practical problems such as orthography tha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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