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릿말 

통일 독일의 민족어 통합과정과 
표준어 설정 연구* 

청 통 규 

언어학에서 주도척인 흐름은 언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지엽척 

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문법을 연구하는 협의의 현대언어학은 언어가 어 

떻게 사회에서 기능하느냐 하는 많은 의문에 대한 탑구를 배제하였다. 그러 

나 1970년대 소위 “의사소통척 - 화용척 전환" (kommunikativ-pragmatis
che Wende)을 통해 언어학은 점차 추상적이고 이상화된 언어체계뿐만 아 
니라 Saussure나 그 이후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단지 하위척 역할만 담당 

하던 parole의 차원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언어는 이제 Saussure 
나 Chomsky에서와 같이 구조척 체계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실현이라는 관 

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독어의 분열 또는 이질화로 지칭되는 전후 양독에서의 상호 개별척인 언 

어 발전은 단순히 언어 내적으로 초래된 현상도 아니며 또한 언어사용의 상 

이성이라는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양독에서 언어분열에 대 

한 논의는 사실상 독일의 청치적 분열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을 나타내는 양 

상을 지녔으며， 아울러 분단 40년 동안 이 논의는 독일의 통일을 전제로 하 

는 소위 독-독 문제에서의 주제로 취급되었고， 통일 이후에는 민족통합이 

라는 의미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독어가 영어나 스페 

인어처럼 각 변이형들이 나름대로의 규법을 지니는 몇몇 국가적 변이형으 

로 구성된 “다충심적 언어" (eine polizentrische S prache )라는 것과 다른 한 

편으로 독어권에서 독어가 지닌 청치적， 문화척 륙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었다. 현재 유럽 14개국에서 일 억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독 

어 (Ammon， 1991)는 각 소통지역에서 륙히 어휘， 단어사용， 문체규범 및 

* 번역 문제흘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어표현에는 가놓한 한 번역을 달았는데， 이 
때 흑히 구동독 고유의 표현들은 주로 독조사전(1982)에 의지하여 번역했다. 
이 논문은 1994년도 대학교수 국비해외파견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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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변이형을 발전시켰으므로， 버록 

오늘날의 독일이 주민 수나 경제척 또는 정치척 영향력에 있어서 압도척언 

지위를 정하여 다른 변이형에 얼청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라도， 각 변이형 

들은 통퉁한 권리를 지니며 발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독어권에서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정치사척 그리고 문화사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 때에 따라서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문제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 

동안 독어사용권은 결코 정치적무로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였으며 이때 지역척 특성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용인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려되기까지 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통일의 대체물로서 그리고 정치적 통일을 회복시키 

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통해 중재되는 문화척 공통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Schroeter， 1994: 1). 따라서 
독어의 발전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척 또는 

역사척 사건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통독에서의 언 

어적 발전은 소위 이념화와 합목적척 도구화 그리고 발전의 언위성을 특징 

으로 지녔으며， 양측의 언어적 이질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적 

대럽의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이것은 양독어의 발전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 

고 사회척 요인들의 개업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독어 분석에 있어서 

는 언어 외적 요인들이 방법론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여기서는 분단과 통일로 이어지는 독일 “민족어" (N a tionalsprache )의 발 
전을 각 시대마다 나타난 중요한 샤회척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 보고， 나아 

가 1989년 이후 사회척 변혁과 통일을 거치면서 나타난 언어적 특성과 언 

어학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분단국가의 통일작업 가운 

데 - 정치적， 영토적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통일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이제 고작해야 제도와 법 

령과 같은 외형적 부분이 청비되었을 뿐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심리적 통 

일작업은 상당한 시간올 요구하는 장기간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 

히 분단 상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P합tzold， 1995).- 언어문제 에 있어 

서 민족어의 통일척 사용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바랍직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때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균형있는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 

어률 포함한 전반척인 사회척 행위의 이념화를 륙칭으로 하는 사회주의 통 

독에서 행해쳤던 통독어의 륙칭과 함께 자본주의 서독에서 이루어진 독일 

민족어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풍기가 상대척으로 통독에서 보다 빈번하게 마련되었다는 것은 독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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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홍일에 대한 최근의 역사척 진행 상황에 미루어불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분단과 민족어 이질화 

하나의 민족어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 

이나 도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명백하다. 15세기 초 조선 건국 후 

26년만에 퉁극한 세종의 한글 창제는 민중 일반의 교화 내지는 애민사상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지도 이념언 유교 원리의 대중화와 

실천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a며， 한글 창제 직후，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와 

갈은 저작들이 만들어진 것은 명백히 그동안 약화된 왕위의 굳건한 확립에 

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검민수， 1990: 105). 한면 독얼에서도 16세기 종 

교개혁을 위한 Luther의 성서번역이나 Napoleon 점령기간에 언어학회에 의 

해 확산된 언어보호운동， 심지어 Nazi의 민족사회주의 독재시대에도 민족척 

자부심올 고양할 목적으로 독어의 정화 및 보호 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적 또는 정치적 변혁기마다 민족어가 언어 외척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마한다. 따라서 역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변화는 청치적， 사회적 요인과 갈은 언어 외척 요 

인을 고려할 때 비로소 올바른 탕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독일사람들의 청서를 반영하여 “파씨즘의 붕괴"( Zusammenbruch 

des Faschismus)라는 명명을 의식척으로 회피하고 “정령시기의 시작"(An

fang der Besatzungszeit), “종전"(Ende des Krieges) , “사회척 그리고 문화 

척 질서의 붕괴"(Zusammenbruch sozialer und kultureller Ordnung), “강제 

수용소의 종말과 탈나치화의 시작"(Ende der Konzentrationslager und An

fang der Entnazifizierung) 등으로 언급되 던 전후 독일의 분단은 한편￡로 

붕괴라는 용어 의 부척합성을 주장하여 “우조건 향복"( bedingungslose Kapi

tulation) , 또는 1984년 사회민주당(SPD)의 “ Nürnberg 명화토론"(N히rn

berger Friedensgespräch)에서 제안된 “제3제국의 향복"(Kapitulation des 

dritten Reichs) , “민족사회주의로부터의 해방"(Befreiung von Nationalsozi

alismus) ,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demokratischer Neuanfang)(Stδtzel， 

1990: 51), 또는 다른 한편으로 분분한 역사적 해석올 위한 논쟁을 떠나 단 

순히 “붕괴"(Zusammenbruch) ， “종전"(Kriegsende) ， “零時"(Stunde Null), 

“X얼"(Tag X) , “패전"(Niederlage) 등으로 표시되었는데， 1945년 5월 8일 

은 그 세계사척 내지는 정치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독얼민족의 사회문화 

척 야질화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종전 이후 계속된 전송국의 분할 

홍치와 독일의 영토척 그리고 청치척 분단올 통해 한 민족을 이어주는 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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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던 독일의 민족어는 이제 상호 이질척 발전이라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기의 민족어 발전의 토대는 주로 언어 외척 

a로 주어쳤으므로 청치척， 사회척， 경제척 요인틀이 당시의 언어상황을 논 

의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Dieckmann의 언급대로 

(1964: 379), 양독의 상이한 언어척 발전이냐 차별척 언어변화가 langue의 

변화가 아니라 parole의 차원에서 이룩되었다는 사실율 흥해서도 지지 가능 

하다. 

2.1. 언어 변화의 요인 

일반척으로 언어 변화는 먼저 의사소통상 발화나 청취의 상호 오해， 나아 

가 이렇게 오해된 내용의 재생산 과정에서 비롯되거냐， 연령의 차이와 갈은 

원인으로 인한 발음기관의 왜곡을 통해 나타난다. 그련데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척은 노력으로 편안하게 의사소통올 수행하고자 하는 경제성 추구， 다 

른 변화 현상과의 유추를 위한 노력，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사회척 

요구 그리고 외국의 문화척， 사회척 영향에 의해 언어 변화는 보다 강력하 

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Petersen， 1970). 

패전 후 영토 분단과 함께 국가 질서의 이념적 재편을 강요받은 독일에서 

민족어는 위와 갈은 자연발생적 변화를 답습하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와 정 

도가 판이하여 명백히 변화상의 특수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49년 양독의 독자척인 국가 형성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체 

계로 말미암아 독일 민족어를 상호 이질적인 발전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때 독일 민족어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서독어를 기준으 

로 하여 동독어의 進脫 과정을 추적해 나아가는 방식이 추구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안데， 단지 서로간의 

상대척 변화 상황에 대한 비교연구로서는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단순히 하 

냐의 국가에 존재하는 지역척 내지는 계충척 변이형이 논의의 대상이 아닌 

한， 오히려 하냐의 민족어라는 블에서 상호 독자척인 발전이 추구되었다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1960-70년대 민족어 

변이형에 대한 논쟁에서 소위 전통척인 “충심독어" (Binnendeutsch) 개념 

또는 서독어를 중심으로 한 “단일중심척" ( unizentrisch) 언어관이 Peter 

von Polenz의 “복수중심척"( plurizentrisch) 언어관으로 압도되는 상황으로 

이미 학문척으로 청리된 바가 있었다. 따라서 통독의 언어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독자척 가치가 통풍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는 언어 변화와 언어변이형 그리고 단일중심척 언어관과 복수중심척 언어 

관이 불러 일A킬 수 있는 복잡한 논의를 피하고 일단 양독의 분단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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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민족어의 변화 요언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서독에서는 “3국 지역" (Trizone )에 주둔한 연합국들의 자본주의적 
이념과 질서가 서독어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영미어를 중심으로 

한 외래어의 유업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독에서 추구된 시장경제를 중심 

으로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급속한 그리고 성공적인 발전윤 종래의 언어 

사용과 차별척인 발전을 초래하였다. 자본주의척 또는 의회민주척인 어휘의 

충가 이외에도 산업사회의 고도화에서 비롯된 명사화 구운이나 축약어의 

확대 등이 이러한 사회적 발전에 기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서 서독에서도 반콩이념적 그리고 전체주의 

척 개념이 언어형성에 기여했지만，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체제 

변혁적 요구가 언어 변화에 있어서 정치척， 이념척인 요인을 보다 두드러지 

게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일 내에서의 체제경쟁과 함께 양극화라는 세계 

질서의 경쟁척 시험장이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언 의미 이상의 기능울 수행 

했다. 특히 일차척￡로는 동독주민들의 사회주의 이념화 작업 그리고 사회 

주의 혁명의 지속적 계승·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미래의 혁명 주체들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화 작업을 위해서는 집단척 교양이 필요했고 이것은 

언어의 사회주의적 이념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청치적， 이념적 

요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유일한 혁명주체인 통합사회당(SED)의 주 

도적인 언어 관리에 대한 필요에 편승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 

게 되었으며， 언어의 연구가 양독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태에 대한 분 

석과 양독의 대내외적 관계 발전에 대한 학문적 논쟁 그리고 체제 비교연구 

를 통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전후 독일 민족어는 언어 내적 요인보다는 상 

대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의해 각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Lerchner (1 974) 처럼 외적 영향에 대한 언어의 보수척인 변화 성향과 언어 
적 반영의 불완전성을 통해 사회형성과 언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부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의 변화란 언어체계 내적 규범이나 규칙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로 전후 40년이라는 단기간에 독일 민족어에서 이루어 

진 존재형태상의 변화(Schaeder， 1981: 201)와는 사뭇 다른 차원을 언급하 
는 것￡로 이해된다. 즉，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독일민족어의 발전에 

서는， 어떤 의사소통도 구체척인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 또는 최소한 언어의 사회조건적 발전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척 전제가 고려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지척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시일에 이념적， 사회적 변혁으로 초래펀 한 민족어의 이러한 변화흘 탐구 

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어체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장애 또는 

이해곤란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사용상의 편차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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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입장이 견지필 때， 예를 들어 동독어의 경우， 일청한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 이념척으로 양극적 형성을 초래하였고， 19세기 정치투쟁에 

뿌리를 둔 노동운동의 명명전통을 지속척으로 발전시격 나갔으며 이컷을 

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에게 지속적으로 유포시켰고， 또한 이념과 관련된 용 

어에 있어서는 혁명척 요구에 부응하여 표현의 단일성과 내용의 통일성 그 

리고 그에 따른 행동규범과 입장의 일체성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전형척 표 

현들이 고정척 문구로 사용되었던 양상들이 언어변화라는 플 속에서 올바 

로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독에서의 언어 변화 요인에는 SED의 배타적 언어정책과 언론의 

실천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독 지도부에게 있어서 독어는 사회주의 

적 민족통일을 위한 전제였으며 동시에 통독의 사회주의 혁명올 위한 도구 

였다. 고작해야 Konrad Duden의 개인척 저작에 불과했던 정서법 사전 

Duden이 통독에서는 ‘독일민족과 우리의 민주적인 통일조국의 통일을 보창 

해 주는데’(Leipziger Duden, 1951: 서문)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동 

독에서 사회주의적 이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과학적 정의에 의한 불가 

침척 엄밀화만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어적 작업은 Duden어l 주어쳤 

으며 이에 대한 명분은 언어보호와 새로운 언어운화의 설정이었다. 이때 언 

어보호란 Duden어l 설정된 “표준어"( Standardsprache) 규범을 언어생활에 

서 실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언어문화란 동퉁한 수준의 창조 

적 언어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통독 주민들의 능력과 사회주의적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Schmitt， 1993: 88) , Duden은 정 

서법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도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되어 동독 

에서는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통독의 공척 언어를 대표하 

는 Duden에 실련 표현과 의미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reundschaft도 일반척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우정이나 친 

절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주의 통독의 대중조직과의 관련성이 부각되어 있 

다; 즉， “학교에서 삐오네르단 - 대략 소년단에 해당 - 의 총체 "(Gesam

theit der Pioniergruppen an einer Schule) , 또는 “통독 자유독일청년통맹” 

(FDG, Freie Deutsche Jugend) 의 인사말로 풀이되어 있다. 비록 규정척 성 

격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언어변화에 있어서 Duden은 단지 간접척 또는 수 

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 언 

론에 의한 SED의 언어정책은 언론장악올 통해 단호하게 실행되었다. 먼저 

SED는 언론을 제도척￡로 장악하여， 모든 직업척인 언론인들에게는 “Lei갑 

zig대학 언론학부"(Fakultät für Journalistik der Uni. Leipzig)에서 사회주 

의 이론과 노통자계급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모든 언론매체 

들은 SED 중앙위 “선동선전국’'(Abteilung für Agitation und Propa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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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론국" ( Presseam t) 의 지침과 통의에 의해서만 출판물의 간행이 허용 
되었으며， 통독 국영통신 ADN은 SED의 강령과 결의의 준수를 청관에 명 

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어적으로는 상투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주민들은 늘 SED의 지도노선에 대한 무비판척 추종에 길들여졌고 지속적 

￡로 의식화 되었다: “25만 이상의 Dresden 사람들은 많은 ‘새로운 의무’를 
가지고 11차 당대회의 결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그들의 ‘의지’ 

를 표현했다"(Good， 1989: 14ff). 이것은 명백히 언어를 통한 주민들의 이 
념화와 사회주의적 혁명의 수행이라는 정치척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 

2.2. 민족어 이질화 과정과 특성 

전후 독일 민족어의 이질화 과정은， 그 변화의 통기나 속도 그리고 법위 

나 정도에서 볼 때， 당시 독얼 청치사의 전개 양상 또는 정치척 변화라고 

하는 화맥 속에서만 올바로 추적 가능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학문적 입장과 

현실적 정치라는 상이한 차원의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평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전자는 이 시기의 언어변화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 

이 특히 두드러쳤으며 나아가 언어와 정치의 관계가 불가분한 양상올 지녔 

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본 논문의 의도가 분단에 대한 이론척 또는 정 

치적 평가가 아니라 언어변화의 경험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단 커 

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1949년 4월 28일자 Hamburg > Welt< 지에 의하면 동독진영의 공적 표 
현을 이해하기 위해셔는 벌써 “안내책자"(Sprachf히hrer)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지척하고 있다(Oschlies ， 1990: 15). 예를 들어 Genossens
chaftlichkeitsball은 분단 초기 동독에서 농업의 집단화를 수행할 때 “xx는 

완전한 집단화 마을(vollgenossenschaftliches Dorf)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 
데 이때 과거 이 마을의 모든 경작자틀이 하나의 협동농장으로 결집되어 들 

어오게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을축제 (Dorffest)와 같은 것으로 양독의 상이한 

사회적 배경에서는 상호 이해를 곤란하게 하는 표현이다. 비록 통독에서는 

1951년 그리고 서독에서는 1954년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청서법사전 Duden 
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직 종래의 Duden (1 3판)이 모두에게 여전히 통용되 
고 있어서 발음상 그리고 정서법상으로는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였지만， 독어의 이질화는 1949년 양독의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시작되 

어， 전후 복구 문제와 양독 정치질서의 재편이 논의되고 1946년 4월 각각 

Wilhelm Pieck와 Otto Grotewohl로 대표되는 통독의 공산당(KPD)과 사민 

당(SPD)에 의해 사회주의롤 공동목표로 하여 통합사회당(SED) 이 형성되 

는 정치적 과도 상황에서 몇몇 어휘를 충심으로 나타났다. 서독은 통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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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대로라면 아직 낡은 시민사회의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 

미어에 의한 외래어 유업이 가장 현저하다 Engineering， Action, Designer, 

Sei happy, Str뼈 Handikap, Außenseiter, Gipfelkonferenz, Familienplanung, 

Geburte퍼‘ontrolle 등. 반면 동독에서는 소비에트척 사회조칙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어휘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특히 분단 직후 전법으로 

분류된 자산가들의 소유재산 몰수 그리고 1946년 토지개혁과 1947년 7월 

화폐개혁을 흥해 주민들 대부분의 재산이 국가 소유로 편업되어 많은 주민 

들이 국영기업이나 “소비에트 기업"( SAG-Betrieb)에서 일청한 “생산계획” 

( Produktionsplan)에 의해 노동을 하게 되었고， “배급" (Rationieruog)에 의 

한 공동분배는 “자유상정"(freie L힐den) ， “우전표 상품"(WOP， Waren ohne 

Punkte) , “국영상점"(HO， Handelsorganisation) 퉁과 같은 어휘를 야기시 

켰으며， 사회주의적 실용성과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창조적인 대중 

운동A로서 “혁신척 모범노동자 운동"( Aktivistenbewegung) 이 나타났다 

(Oschlies, 1990: 14). 한편 “노동집단"(Kollektiv)은 오로지 사회주의적 원 

칙에 따른 공동작업의 경우만을 지칭하게 되었고， “자유"( Freiheit)는， 맑스 

의 프로레타리아 세계관에 따라， 착취나 압제 그리고 소수나 외세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정치적， 사회적 상태를 의미하여 맑스-레닌적 이념 그리고 사 

회주의척 사유나 행통양식의 플 내에서만 비로소 논의 가능한 개념이 되었 

다(Kempcke， 1984). 

양독의 국가형성과 함께 독일의 민족어는 보다 다양하게 상호 이질적 발 

전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먼저 그간 형성된 세계사적 냉전구도는 양독의 

경계를 통시에 냉전의 상호 적대적인 정치， 사회체계 사이의 경계로 만들었 

으며， 이를 통해 강한 반콩이념을 지닌 서독의 입장에서 통독은 유일정당에 

의한 이념척 독점과 폭력을 수단으로 한 전체주의적 집단으로 인식되어， 장 

기간의 생존가능성이 없는 임시기구 내지는 과도현상으로 간주되어 자주적 

인 국가로 인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오래지 않아서 통합가능한 서독 즉 독일 

의 일부였다. 나아가 이러한 서독의 정치척 입장은 1957년 동독의 국제적 

고럽을 목표로 한 Halstein 독트련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상호 대립이 기청 

사실화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동독의 입장에서 서독은 제3제국의 파쇼척 전풍에 머물러 있어서 

진보하는 사회주의척 사회에 의해 해체되어야 하는 시민사회로서， 서독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빈민구제원"(Armenhaus) ， “고용자"(Arbeitgeber ), 

“빈민구호법"(Armenrecht) 풍의 어휘는 서독 사회질서의 상대척 낙후성과 

자본주의척 강압성을 드러내는 것￡로 이미 동독에서는 오래 전에 극복되 

었다는 것이다(Steinberg， 1967: 10). 또한 G. Kertscher가 SED 중앙위 기 

관지 ND (Neues Deutschalnd)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서독의 선전문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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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決에 의한 롱얼"(Wiedervereinigung durch Selbstbestimmung)에서 자결 

이란 자본주의척 상황에서 생활할 권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로지 동독주 

민들에게만 요구되어서 서독어가 아니라 독어로 번역하면 동독에 대한 반 

통혁명이며， 통일도 통퉁한 자격을 지닌 쌍방의 평화적이고 우호척인 합일 

이 아니라 바로 서독에 의한 통독의 합병을 뭇한다(Kinne， 1977: 19 재 인 

용). 양독의 이러한 입장은 합법정부 대 불법정권， 민주 대 독재， 자유로운 

사회척 시장경제 대 공산주의척 통제경제 풍의 상호 대립적 또는 이율배반 

척 개념형성올 통해 자국의 발전은 모두가 철저히 긍정적이고 다른 곳의 발 

전은 부정척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양측에 통용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각 동독의 언어통제나 서독의 청치적 공작으 

로 야기되었다고 공방되던 양독의 명칭이나 반어적 표현의 사용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소련점령지"(SBZ) ， “동부지역" ( Ostzone ), 

“(단순히) 그 지역 "(die Zone) , “소위 동독"(die sogenannte DDR) , “중부 

독일"( Mitteldeutschland) , “저쪽"( drü ben) (서독)/(“자본주의척" (kapitalis

tisch) , “독점자본주의 적 "( monopolkapitalistisch) , “제국주의 척 " ( im perialis

tisch) 등의 형용사와 함께 ), “서쪽"(der Westen) , “서부독일" (Westdeut

schland) , “ Bonn 정권 또는 국가집단"(Bonner Staatengebilde), “ Bonn 과 

격분자들의 서독집단"( westdeutscher Staat der Bonner Ultras) (통독) ; 통독 

에 의해 설치된 Berlin 장벽 - “굴욕적 장벽(서독)/반파쇼 보호벽(동독)" 

(Schandmauer(BRD)/ Antifaschistischer Schutzwall(DDR)) , 동유럽의 새 

로운 사회주의 국가 - “통구권(서독)/사회주의 국가연합(통독) " ( Ostblock 

(BRD)jsozialistische Staatengemeinschaft(DDR)) , 장벽설치 후 동독주민 

의 탈주 - “딸주구출(서독)/인신매매(동독) "(Fluchthilfe(BRD)/Menschen

handel(DDR) ) 등. 

버록 셔독이 잠정적 정치집단으로서 통독의 상이한 정치， 사회구조 그리 

고 SED의 통제적 언어정책을 이질화의 책임으로 폴리고 한편 동독이 사회 

주의적 진보사회로의 민족통일과 이에 상응하는 민족어의 통얼척 발전을 

견지하였지만， 양독에서는 이제 독어의 점증하는 이질화가 부청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셔독에서는 영미어의 대대척인 유입， 동독에서는 표어나 격 

문， 관청이나 청당의 규정척 내지는 전형척 언어의 만연 그리고 러시아어의 

기계적 차용이나 번역의 과영 퉁이 이질화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서독에 

서의 원인은 주로 의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추구에서 비롯되었고，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규법적 체계 또는 통일척 국가이념으로서 맑스-례닌 

이론이 지니는 절대성과 사회의 계획경제척 조칙이 언어청책과 언어사용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독의 언어발전에는 당의 지도척 역할 

과 관료척 통치가 필연적으로 풍용되었는데， 이것은 궁극척으로 프로레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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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는 경제적， 노동조합적 관심 이상의 것을 형성할 

능력이 없다는 레닌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에게는 무엇이 

역사적 사명인지를 알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 과학적 세계관을 지닌 

당이 절대적 존재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Schlosser， 1991: 34). 
50-60년대 민족어 이질화에 대한 양독의 연구들은 기본척으로 독어의 

통일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양독의 체제대립 또는 경쟁만큼이나 이 시기의 

언어연구도 주로 상대방의 이질적 언어변화나 특수한 어휘적 또는 문체적 

현상을 고찰하는데 모아졌으며， 심지어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러한 이질화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양측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일 후 언어학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는 결과 

를 가져오기도 했다. 

601건대까지 서독은 국제정치상의 역학과 독얼 제3제국에 대한 집단적인 

죄의식으로 인해 통일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으며 언어적으로도 양독어의 

상이성을 정치， 사회척 질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질화로 인정하고， 동독은 

분단 후 사회주의적 혁명과 SED 통치의 정치척， 이념척 명분￡로 민족주의 
와 민족통일을 견지하여 언어척으로도 새로운 사회주의 조국 독일의 통일 

적 언어구축과 발전을 주장하였다. 

한편 동독의 고렵올 지향한 Hallstein 원칙으로 대표되던 양독의 배타적 
대립이 1970년 소련과 폴란드와의 관계개선에 기여한 Brandt의 동방청책 

과 1972년 동등한 자격의 토대 위에서 절친한 이웃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독의 교통조약 그리고 Bonn과 Berlin에 “상주대표부"(St홉ndige Vertre
tung) 설치를 달성한 독독 기본조약을 통해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양독의 상이한 이해와 청책적 관심의 결과에 불과했 

다. 60년대를 거치면서 성공척인 산업화 과정을 이룩한 서독에서는 통방정 

책￡로 대표되는 긴장해소책 -예를 들어 야미 1967년부터 통독을 DDR로 

지칭- 그리고 하나의 독일 즉 통독도 서독이 아니라 독일국가의 한부분으 

로 인정될 수 었다는 정책이 견지되었다. 이에 대해 통독의 SED는 지금까 

지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응수했다. 이제부터 동독에서는 “독일” 

(Deutschland)이라는 용어가 양독올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회피 

되었고， 통독만이 독일민족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이 보다 중요 

한 청책척 목표가 되어 맑스-레닌이론의 절대성과 계급투쟁의 필연성이 

마시 강조되는 재이념화 과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척 변화에 

도 불구하고 양독의 상이한 언어변화는 상야한 체제에 따라 종래와 통일한 

방향으로 지속되었으나， 1970년 Ulbricht에 의해 언급된 “공통적 인 언어국 

가"(Gemeinsame Sprachnation)의 해체에 대한 주장은 륙히 양독의 언어학 

척 연구나 상대방의 언어현상올 분석하는 관점에 결정적인 반전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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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독에서는 분단 초기와 반대로 공통적인 언어경향이 극도로 강조되어 

언어분열이란 주장이 줄어들였으며 일방척으로 언어변화의 책업을 전가하 

거나 공격적인 논쟁이 회피되어 서독의 업창에서 통독어는 더이상 서독어 

를 표준요로 한 특수어의 차원이 아니라 독일민족어 발전의 한 부분으로 간 

주되었으며， 동독에서는 서독과의 언어적 공통성에 대한 강조가 상호 차이 

점의 강세로 변화되어 동독의 입장에서 서독어는 사회주의 통독어와 하나 

로 묶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의 민족어와 

사회주의 사회의 민족어라는 구분(Schmidt， 1973: 505) 이 나타났으며， 독자 

척인 사회주의 언어문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사회주의 언어문화란 통퉁한 

수준의 창조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독주민의 능력 이외에 

“사회주의적 의식" (sozialistisches Bewußtsein)을 형성하고 캉화하는 것 

(Schmidt, 1972: 65)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보호"(Spra

chpflege) - 표준어의 규법을 언어생활에서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 - 가 

필요하였다. 이때 50년대 이래로 통독 언어학에서 추구하는 규범이란， 첫째 

독어를 민족사회주의의 어휘로부터 “정화시키고" (reinigen) , 둘째 영미표현 

의 과도한 유입으로부터 모국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언어 

학적 결과가 바로 1964년에 출판되기 시작하여 1977년에 완간된 WδI‘ter

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R. KlappenbachjW. Steinitz)과 

1984년에 출판된 Hand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G. 

Kempcke) 이었다(Schmitt， 1993: 89). 

1970년대 후반부터는 양독의 언어문제가 소위 변이형 논쟁￡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상의 곤란이나 상이성을 의미하는 언어 

척 변이형은 하나의 변이형 내에서도 다시 지역척， 계충척 변이형을 포괄하 

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양독어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독어변이형과 스위스 

독어변이형과 관련하여 국가적 변이형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되었는데， 결과 

는 복수척 언어문화를 인정하고 각 변이형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병렬 

척 관계을 유지시키는 복수중심적 언어관이 관철되었다(Polenz， 1980, Rei

ffenstein, 1983, Clyne, 1984). 따라서 Lerchner가 양독에 서 하냐의 독일 민 

족셔의 존속에 대해 우려하면서 언어와 사회발전의 변중법척 관계률 강조 

하여 동독어의 변화를 변화된 사회현실의 명백한 반영이라고 언급한 대로 

(Lerchner, 1974: 263) , 이제 독어는 4개의 독립국가라는 통용영역에서 각 

각 통퉁한 자격을 지니는 민족어의 변이형에 대한 추상적이고 역사적으로 

규청된 통합적 명칭이 되었던 것이다. 수년에 걸친 이 논쟁의 수확은 하나 

의 언어가 결코 균질척， 정태척 체계가 아니라 차별화를 허용하는 “열린 체 

겨11" (off enes System)라는 통찰에 이르도록 했다는 데 었다(Schreter， 19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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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척 생활과 개인척 생활에서 나타나는 동독 주민들의 이중척 의식 차훨 

에 대한 Stefan . Heym의 1975 1건 New Y ork Times 잡지 의 기고(Bauer， 

1991: 109)는 양독어 연구에 공적 언어와 개 인척 언어의 차별척 취급을 요 

구하였고 통시에 연구자료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야기시켰다. 이것은 특히 

지금까지 통독에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획득된 사전， 신문기사， 라디오 

방송， 청치적 연설 풍의 자료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일상의 의사소통에서 사 

용되는 언어를 반영하느냐 하는 것으로， 언어에 있어서도 2개의 어휘 내지 

는 문체적 차원이 언급되었다; 상위 즉 SED의 언어 또는 “집밖의 언어” 

(A뼈er-Haus-Sprache)와 하위 즉 개인척 언어 또는 일상사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위한 언어 (Schroeter， 1994: 4).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지향된 공척 

언어운화와 개인적 언어문화 사이의 차별화는 언어학에서 통독의 일상어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갔으며， 산업사회의 비대화와 복잡성에서 파생된 소시민 

척 행동양식， 개인으로의 회귀， 정치척 무관심의 사회문화적 특칭을 사회학 

적으로 표현한 소위 “니치사회" (Nischegesellschaf t) 의 개념 (Gaus， 1983: 

156ff 참고)으로 체계화 되었다. 비록 니치사회가 모든 산업사회에서 발견 

된 일반척인 현상이고 또한 니치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저향의 콩간은 아 

니었지만， 동독에서는 이 현상이 지배세력의 집단주의적 요구와 반대로 개 

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배이념에 대한 저향을 형성하게 되 

었으며， 지냐치게 전형화되거나 집단의식적 표현을 지닌 공적， 정치척 용어 

가 언어적￡로 일상어에서 거부되거나 반어척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상점 

앞의 “장사진"( Warteschlange)은 “사회주의적 대기사회" (sozialistische 

Wartegemeinschaft)로， 1968년부터 체코로부터 수입된 “철로"( Straßen

bahn)는 작업을 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두브체크 

의 복수"(Dubceks Rache)로 표시되었다. 특히 80년대를 거치면서 니치사 

회에 머물러 있었던 비형식적 그룹들이 점점 니치로부터 빠져나와 공공성 

올 형성해 간 것은 동독 내의 기독교 세력과 함께 80년대 후반부 동독의 

사회척 몰락의 결청척인 원인이 되었다. 비록 통독 주민들의 내적 언어 이 

중성이라는 개념이 의사소통 행위에서 발견되는 과정을 거철게 단순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양독 학자가 일상척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논의한 1988년 

독일언어상황에 대한 제4차 회의의 결론은 일상의 영역에서 언어의 차이가 

추측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이 었다(Bauer， 1991: 114, Schlosser, 1991: 

30); 예를 들어 집을 구하는 것은 Wohnungsamt(서독의 Sozialamt) 이나 

Wohnungstauschzentral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택의 버품은 할당하며 

abzweigen, 이사(Beziehung)를 한 후 관리는 Arbeiterwohnungsbaugeno

ssenschaft( 서독의 Hausverwaltung) 에 서 맡는다. 

일상척 의사소통에서의 차이는 전통척 독일어휘들이 통독에서 그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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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이것들은 때때로 서독의 척도에 따르면 “호의척 

인 구식"Oiebenswert altmodisch) ~로 불리어질 수 있는 컷인데， 이러한 현 

상은 한편으로 통독사회의 폐쇄성과 경쟁장치 없는 경쟁체제에 의한 언어 

의 침체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독의 언어가 사회적 역홍성 

￡로 인해 부분적으로 여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과거의 언어전통도 과거 

속으로 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었다(Schroeter， 1994: 12); 

“barmen"(슬퍼하다/울다)， “ Schulspeisung" ( 학교급식 ), “Vertiko"(장식장 ), 

“ Anrichte" (살강/음식상/찬창)， wert로 시작되는 형식척 호청인 “ werte 

Frau Kollegin, werter Herr" 풍. 반면 서독에서는 사회주의척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통독에 비해 여성운동에 영향을 받은 표현이 보다 강력하게 어휘 

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man과 함께 frau도 통일한 대명사로 사 

용되는 경향이 보였￡며， 자연성과 문법성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Student

Innen, HörerInnen 처럼 단어 중간에 대문자가 사용되거나 심지어 Studen

ten und Studentlnnen 대신 Studierende 처럼 하나의 표현으로 통합되어 해 

당어휘의 차별적 사용이 회피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서독 

사회의 관심은 “환경보호척"( umweltschonend) , “무연" (bleif rei ), “무공해 

경작"( Okologischer Anbau) , “무콩해 상품 가게/환경보호에 입각한 상점” 

( ökoladen) , “환경 마크"(gr히ner Punkt) , “오존파괴범" ( Ozonkiller ), “산성 

비 "(sauerer Regen) , “폐기물" ( Al tlasten) 등의 어휘사용으로 나아갔으나， 

동독에서는 “스모그"(Smog)라는 표현 조차도 공적 언어 사용에서는 금지 

되었다. 

3. 통일과 변혁기의 민족어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민주국가를 발전시킬 자신의 길에 대 

해 자유롭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 지도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1988년까지 SED는 경제사정이 소련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소련의 개혁 모렐을 쫓을 유혹을 느끼지 못했으 

며 나아가 주민들에게 이미 동독에서는 그러한 경제계획이 실현되어 있다 

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했고， 개혁에 동조하는 소련 기관지 Sputnik의 유 

포를 금지했다. 심지어 최초로 헝가리 국경을 념어 Budapest 서독대사관으 

로 동독 주민들이 피신하면서 탈주행렬이 시작된 1989년 5월까지도 SED의 

태도는 태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1 일 헝가리 청부가 자 

국 내에 체류 중언 통독 주민들에게 서방으로의 여행 자유화를 결정하고 오 

스트리아로의 국경을 개방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대성 마저 포기되면 

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로 치달았다(Schützsack， 1990: 1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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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언급된 1980년대 니치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SED의 보수주의화와 완고함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1985 1건 Initiative Frie

den und Menschenrechte라는 시민조칙을 형성하였고， 1989년 9월 Neues 

Forum과 Demokratie Jetzt, 10월 Sozialdemokratische Partei (SPD)와 

Demokratische Aufbruch가 구성 되 어 Leipzig의 Nikolaikirche와 Berlin의 

Gethsemanenkirche로 대표되는 교회세력과 함께 SED의 지도부에 정면￡ 

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SED 지도부가 

아니라 동독 주민이 주도하고 목표가 되는 올바른 사회국가로의 개혁을 요 

구하는 ‘Wir sind das Volk! ’였다. 모든 시민운동 단체의 공통된 주장언 이 

구호는 이제 사회주의가 본래의 민주주의척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에도 동독이라는 국가의 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통의하고 있었다. 동 

독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자본주의를 비언간적인 것으로 들 

어왔기 때문에 통독의 “실질척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real existieren-der 

Sozialismus)가 실패했을 때에도 자본주의 체제를 열망하는 사랑은 그리 많 

지 않았다(Teubert， 1993: 31). 그러냐 동독 주민들의 사회주의 체 제 내 의 

변혁에 대한 SED 지도부의 대응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정치적 반대 

의견을 비방하거나 범죄시 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토의를 억 

제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11월 Leipzig의 “월요시위"( Montagsdemon

stration)를 시작으로 국가통일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Wir sind ein 

Volk! ’ 이제 남은 것은 통일을 위한 역사적 작업과 사회주의의 “청산” 

( A bwicklung) 뿐이 었다. 

3. 1. 변혁기의 민족어 

변혁기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를 나타낸 곳은 통독의 공척 언어형성에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언어척 폭력을 향유하던 언론이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의 절대적 권력과 존엄에 가득찬 지시가 사라지자 그들의 취향에 부응 

하는 내용과 찬사도 부칠없이 사라졌￡며， 경제적 결핍도 선동척이고 미사 

척 표현올 통해 감추지 않았다. 천편일률척으로 사용되던 “다방면의"( all

seitig) , “포괄척 인"( umf assend) , “구체척 인"(konkret) ， “복합적 인"(kom

plex) , “광대한" (breit) 풍의 수식어는 “만약"(falls/wenn) ， “그러나"(aber) ， 

“한편 "( einerseits/ andererseits) , "o}마도"( vielleicht/ungefähr / etwa) 퉁￡ 

로 바꿔 표현되었다(Hellmann， 1990: 267). 

W.Oschlies의 언급대로 이제 동독 주민들도 자유룹고 진실된 자신틀의 

고유한 단어틀을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 놓았던 댐을 무너뜨렴￡로써 자신 

의 언어를 채발견하였기 때문에， 언어는 통독의 변혁과 새로운 혁명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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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행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혁명을 실행하는 요소?’(wirkender 

Faktor der Revolution)가 되었다(1990: 9). 이와 반대로 혁명이 언어를 해 

방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현실이 그 현실에 대한 언어적 재생산보 

다 훨씬 다양할 수 있지만， 변혁기 통독에서는 조직화된 무력이나 전국척인 

단체의 저향이 아니라 자유룹게 된 통독 주민 하나 하나의 업이 주도척인 

저항 무기나 압력 수단이 되었다. 의식의 통제를 목표한 언어통제가 제거된 

이상 동독 주민들의 언어생활은 이념과 공척 언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Demokratie) ， “자유"( Freiheit) , “인간의 품위"(Men

schenwürde ), “복수주의 "(Pluralismus ), “ 법 치국가적 상태 "(Rech않staatli

chkeit) , “환경생태학적 재건"(ökologischer Umbau) 퉁이 핵심척 어휘가 되 

었다(Bauer， 1993: 19). 

소위 “변혁기의 언어"(Wendesprache)로 지칭되는 통일 시기의 언어척 

륙징은 특히 대중적 선언문이나 격문， 구호 둥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니치에 

갇혀 있던 동독 주민의 언어척 욕구는 이제 불가침의 사회주의 。l 념이나 

SED 지도부의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준비가 되었으며 공개척 토론이나 

대중운동을 통해 공론화시격 나갔다. SED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 

의 는 똥 이 다， 모든 빨 갱 이 는 꺼 져 라 (Sozialismus, so ein Dreck, alle Roten 

müssen weg)", “반대없이는 어떤 민주주의도 없다(Ohne Opposition keine 

Demokratie)", “SED는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용했을 뿐이다 

(Die SED hat den Sozialismus nicht erfunden, sondern m떠braucht) ", “우리 

가 주인이니 너희들은 가라(Wir sind das Volk, gehen solltet ihr)", “새로운 

정당과 자유로운 선거 (Neue Parteien-freie Wahlen)", 복수적 민주주의와 

여행 빛 의사표시 자유에 대한 요구는 “ SED 혼자여서는 안된다(SED allein

das kann nicht sein) ", “비자없이 피사로(Ohne Visa nach Pisa)", “하와이 

까지 비자없이 (Visafrei bis Hawaii)", 언론 및 집회의 자유는 “ Für Presse

und Demonstrationsfreiheit'’로 나타났으며， Honecker에 이어 사태 수습올 

위해 등장한 당서기장 Egon Krenz에 대해서는 “에곤 크렌츠，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야(Egon Krenz! Wir sind nicht deine Fans)", “에곤， 우리는 계획 

야 었다네 (Egon! Wir haben einen Plan)" 둥으로 응수하였다. (Buckhardtf 

Fritzsche, 1992: 47ff) 

분단 직후 동독에서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많은 새로운 어휘가 발생한 것 

처럼， 통일시기 통독의 사회척 변화과청의 역통성은 언어변화에 많은 영향 

을 끼쳤다. 륙히 후자의 시기에는 통독에서의 언어적 풍요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렬은 “도망가 버리다"( wegmachen) , “념어가 

다"(rübermachen) ， “월경자" ( A usreiser ), “잔류자" (Hierbleiber ), “도주의 

물결"(Fluchtwelle) ， “대사관 도주자/점 령 자" (Botschaftfl허chtiger / -b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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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 풍흐로 표현되었고，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는다(Wir bleiben hier) "는 

구호와 함께 “반사회주의 분자" (Antisozialistische Element) , “망나니” 

(Rowdys) , “반혁 명분자"(Konterrev이ution힐re) ， “반국가분자"(Staatsfein

de) 등의 용어를 통한 언어통제나 여론조정이 헛되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통독 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SED와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에 

Sozialismus는 richtig, wirklich, modern, humanistisch, menschenwürdig, 

mit dem menschlichen Antlitz 퉁의 수식 어와 함께 언급될 수 있었으며， 동 

독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real-exis디erender)도 “스탈린주 

의" (Stalinismus ), “명령적 사회주의"( Kommandosozialismus) , “병영 사회 

주의 " (Kasernesozialismus ), “맑스- 레 닌 독단론" (marxistisch -leninischer 

Dogmatismus) 등￡로 불리어 지게 되었다. “장벽 붕괴"( Mauerf a lIjMauer‘ 

ffnung)와 더불어 “환영금/방문금"(BegrüßungsgeldjBesuchergeld) , “환전 

하다"( umrubeln) , “열광적 소비"(Konsumrausch) ， “트라비 물결"(Trabi

welle) 등이 나타났다(Bauer， 1993: 146ff). 한편 종래 각광받던 “당"(Par

tei), “동지" ( Genosse ), “계획 "(Plan) ， “진보"(Fortschritt) ， “엽적/성과물” 

(Errungenschaften) , “과업 "(Aufgabe) ， “조직화" ( Gestal tung ), “설득작업” 

(Uberzeugungsarbei t) , “근본적 인/철저한"( tief greif end) , “다방면의 "( viel

seitig od. alIseitig) , “독창적 인" (schöpferisch) , “항시 적 언"(fortwährend) ， 

“완전한"(vδllig) 등의 공적 또는 f義式的 어휘가 회피되었으며， 이제 “반파 

쇼 보호벽/견고한 국경" ( antif aschistischer Schu tzwalljbef estigte Staa t

sgrenze)은 “장벽 "(Mauer) ， “애로"( Engpässe)는 “결핍/재정상의 난맥” 

(MangeljM떠wirtschaft) ， “계 획초과 물품"(Uberplanbestände)은 “재고” 

(Ladenhü ter) , “공화국 도피/인신매 매 "( RepublikfIuchtjMenschenhandeI) 

는 “이주/피난물결/탈출"( A bwanderungjFl ü chtlingswellejExodus) , “망나 

니/교란자/원흉"( Randalierer jProvokateurejRädelsführer)은 “시 위자"(De

monstranten) , “반혁 명분자/반사회주의 분자/반역 자"( Konterrevolutionärej 

antisozialistische ElementejVerr값er)는 “반대자"( Oppositionelle) 풍으로 

표현되었다(Polenz， 1993: 132). 이러한 현상은 서독어가 통독으로 광범위하 

게 이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그러나 “공통번영"(Zusammenwachsen) 

올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독 주민들은 상이한 호청 - 통독 주민은 

OstdeutschejOstler jOssisjZonisjWossis(통일되기 오래전부터 서독에 거주 

하던 통독인 ) j Jammerossis, 서독 주민은 WestlerjBürger der Altbundeslä 

nderjWessisjBundisjWesserwessis - 이나 우리와 너희 wir jihr, bei unsj 

bei euch 풍의 차별척 표현을 통해 자만심 이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경개방 이후 통독 방문자들에게서는 SED의 사회주의적 언어통제와 무 

관하게 의사소통척 습관에서 비롯된 독특한 언어척 특정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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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국경통과 절차를 받았다(Wir sind ungeheuer 

herzlich abgefertigt worden)", “시장경제에 따라 계획된다면 동독의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ln der DDR werde alles besser, wenn man erstmal 

nach der Marktwirtschaft plannen kδnne)". 전자의 경우 그들은 종전과 갈 

은 절차없이 국경을 흥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로운 국경통과를 

의미하는 용어 abfertigen을 사용하고 있￡며， 후자의 경우 원칙척으로 자 

본주의 “시장경제" (Markt wirtschaft)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 계획경 

제를 의미하는 plannen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SED 정권이 통독 

에 미친 경제척， 정치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구통독"( die ehemalige 

DDR)과 “과거 서독"(die vormalige Bundesrepublik) 사이 의 특수한 상황과 

일상척 경험을 통해 각인된 언어적 특성에 다시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케 되 

었다(Schlosser， 1991: 8). 

이것은 양독의 통일적 언어 사용에 대한 과신과 이질화에 대한 과소 펑가 

를 견지한 70년대 이후의 서독 언어학 연구 - 예를 들어 70년대 중반부터 

는 여러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방언이 부흥되는 현상이 나타났 

으며， Duden 편집장 G. Drosdowski는 독어 정서법 개정작업의 착수를 반 

대했4(Jung， 1993 참고) - 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질화 

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오래 전에 주장되였던 민족 

을 하나로 묶는 끈으로서 언어의 기능에 대한 믿음이 다시 주목받는 결과로 

나아갔다. 

3.2. 통일기의 의사소통공동체 

1990년 10월 정치척 통일 이후를 지칭하는 통일기에 구통독 주민들이 보 

여준 언어행태는 서독 언어학의 예측보다 훨씬 벗어나 있었다. 지난 시기 

양독어 연구에서의 본래적인 탐구대상은 주로 동독에서 사용되는 일정한 

언어형태가 서독의 표준￡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때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어휘의 부분영역 특히 이 

념과 결부된 어휘에서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그 출처로는 비교 

적 자료 포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언론매체와 같은 공척 언어의 영역이 선 

호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통독에서의 공척 언어사용상 두드 

러진 부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공척 언어 연구는 비공식척， 개인적 

또는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 종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제 공 

적 언어자료들을 통독의， 또는 동독에서의 언어라고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동독사회의 폐쇄성과 SED의 독점척 언 

어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서독 언어학이 동독 주민들의 실질척 언어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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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정치적 통일이 예상 

보다 빨리 실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동독사회의 

공적 언어는 이념척 의미를 걷어내거나 의미대상의 상실을 통해 비교척 용 

야한 극복이 가능하지만， 개인적 언어는 지난 40년 동안의 삶의 조건과 경 

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공척 언어 연구에 기울언 노력 이상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독일에서는 정치적 통일과 함께 의사소통공통체로의 발전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공적언어의 토대를 받치고 있던 동독의 

이질적 사회질서의 붕괴는 정치척， 01념적S로 형성된 통독의 전형척인 어 

휘들의 사용이 회피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소홍상의 이질화 극복 

을 위한 독일 민족어의 전반적언 조정(調整) 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청 작용이 상호이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공동체의 

실현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언어적 조정은 상대방의 언어 

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다시 해당 언어형 

태에 대한 사회문화척 결정요인과 역사적 경험 그리고 발전과정 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언어적 조정은 사회척 “청산"( Abwicklung) 
작업과는 다르게 완만한 진행을 한다. 

의사소통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동독 주민들의 정서적 이탈을 포용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와 실업자의 증가 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했던 구동독인들은 스스로 통일운동의 주도척 참여자이면서 

통일과청에서는 통시에 청산 대상의 한 요소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었다.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구통독 나름대로의 정서척 부홍에 대한 유 

혹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서적 유대는 새로운 집단어나 계충 

어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발전은 통얼적 사용올 위한 언어 

적 조청과 청반대로 언어척 차별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4. 어문의 표준화 문제 

언어의 풍부하고 다양한 발전이 창려된 것과 함께 모든 민족국가는 하나 

의 언어공통체에서 언어사용의 홍일성올 위한 노력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그러나 표준어의 설정문제는 원래 한 언어의 통일적 사용이라는 언어척 측 

면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시대척 욕구는 문화척， 인종척 정체성이라는 다분 

히 민족주의척이고 청치척 단결과청의 중요한 상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어들이 강력한 민족주의 시대 아래에서 표준 

화되었다(Romaine， 1994: 15)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통독 지도부의 강력한 언어청책으로 비롯된 소위 새로운 민족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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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척， 이념척 성격을 지녔었는데 문제는 구속력에 있어서 소수의 당지도 

부냐 공적 언어생활에 국한되어 있였다는 사실이 통일기 구동독인들의 언 

어행태에서 드러났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개인적 언어생활 

과 공적 언어 생활을 구분하는 언어적 이중성 속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해 갔 

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독일의 정치적， 영토척 분단 극복은 민족이라고 하는 배타적 개념 위에서 

이미 달성된 것이었지만， 언어적으로는 단일한 의사소통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아직 그 통일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단된 

민족어의 통일척 사용올 위한 표준화 작업은 민족의 문화척 통질화를 통한 

민족통일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통일작 

업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서독을 중심으로한 통일작업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있어서도 구동독어의 이념적 굴레와 SED의 인위척 언 

어정책으로 야기된 언어발전상의 왜곡된 모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민족어의 통일척 사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규범 

을 설정하거나 일정한 어휘 사용을 조절 또는 통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종 

류의 언어통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가변적 속성으로 볼 때， 심지어 표준어도 변화 

속에서 늘 새로와지게 마련이다. 분단 상황 속에서 상호 개별적 발전을 유 

지하던 독일 민족어도 통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언 

어학적 대응은， Mannheim과 Leipzig에서 각각 40년 동안 출판되던 Duden 

의 분단이 종식되었다는 언급으로 시작되는， 1991년 Duden 제 1권 “정서법 

사전"(Deutsche Rechtsschreibung)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프랑스의 

Académie Française와 같이 언어문제에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독어 사용지역의 서법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Duden 청서 

법의 통합은 실질척인 민족어 통합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롱합원 

칙상의 방향성 제시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양독은 1951년부터 

각각 상이한 Duden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특히 Leipziger Duden은 종종 

SED의 충앙적 언어통제와 언어규범화의 도구나 이념적 투쟁도구(Siegl， 

1989: 420로 비판받을 정도로 동독 지도부의 지도이념과 밀접했던 만큼 

사용상의 규정척 의미도 서독의 경우보다 강했기 때문에， 양 Duden의 현접 

진이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Duden의 편집 방향은 과거의 민족어 분단 내지 

는 사라진 동독어에 대한 수용과 앞요로의 민족어 통합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관심있는 작업요로 기대되었다. 그 결과는， 통독의 청치척 또는 국가 

적 소멸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제도척 요소들이 대부분 청산된 

것과 달리， 상이한 언어적 발전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통독에서 

만들어진 언어材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사회주의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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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완전히 동퉁한 입장은 아니지만 구통독 

에서의 상이한 민족어 발전이 서독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분단 후 민족어 이질화로 야기된 의사소통상의 어려웅조차 민족어 

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민족어의 풍요로운 발전 

으로 숭화시켰다는 데 있다. 이로써 공동번영이라고 하는 통일시기의 청치 

척 구호는 모든 계충의 다양성을 묶는데 가장 내척 구속력을 지닌 민족어의 

측면에서는 척어도 오늘날까지 온전히 그 본래의 의미를 핫아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통일은 통합 Duden의 발행과 함께 청서법 설정을 위한 새로운 노 

력으로 나아갔다. 역사상 독일어권에 있었던 두번의 정서법 회의 이후 양차 

대전과 분단으로 미루어왔던 청서법 논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먼저 최 

초의 정서법 회의는 1876년 W. Scherer나 K. Duden를 포함한 언어학자와 

교육기관의 대표들과 교육위원， 인쇄업협회， 그리고 서적상연합의 대표자들 

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래 전체적 권력의 이해가 개입되어 있었던 

이 회의는 당시 제국 재상 Bismarck의 지시대로 제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법을 이의없이 이해하고 따르게 하려는 언어 외척 의도를 지니고 있었으 

며 게다가 상이한 문화척 전통과 언어사용을 유지하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자들의 상이한 이해가 충돌하여 정서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 결과 

1879년 오스트리아와 Bayern을 시작으로 Pre뼈en， Sachsen, Mecklenburg, 

Württemberg가 각각 상야한 정서법을 지니게 되었다. 1901년에 열린 제2 

차 정서법 회의에는 몇몇 주정부대표와 제국관리들， 그리고 오스트리아 교 

육부， 서척상， 인쇄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참여자들 중 언어학과 관련된 사 

랑은 Duden과 Wilmanns 뿐이었￡므로， 이 회의의 성격은 실용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서법이론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논의는 이루 

어지지 못하고 th, c, ch, st 풍의 사용법과 단어사용상 소문자의 장려와 같 

은 청서법상의 몇몇 지협척인 변화만이 손쉽게 결정되었다(Jansen-Tang， 

1988: 54ff). 1901년의 이 결정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었다. 통 

일과 함께 연방정부의 위임올 받아 형성된 “청서법 제청연구회 (Arbeit

skreis für Rechtschreibregelung)"는 청서법 개정을 위해 새로이 1991년부 

터 회의를 시작하여 매년 연구 결과를 축척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철 

과 구두점， 음성과 문자 관계의 규청， 그리고 단어사용상의 대/소문자화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었다(Nerius， 1994: 734f). 

앞서 살펴 본 바와 갈이 독일은 정치척 통합과 함께 민족통일을 위한 소 

위 통일과정이라는 작업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한 분야로서 

표준어와 청서법의 셜청은 이제 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독일언어학은 이질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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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연구들을 재검토하면서 분단 직후의 당혹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게 되었고， 더우기 Duden 통합을 통해서는 표준어와 정서법 설정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마저 획득하게 되었다. 사실상 통일 칙후 독일민족어에서 차 

지하는 통독어의 위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이 언급되었었다. 예를 들어 

W.Oschlies는 사회주의 실험의 종말과 공동번영 퉁A로 각언된 통독의 몰 

락을 맞이하여 동독이 그 통안 언어학에서 논의된 복수중심적 이론상의 여 

러 중심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떤 중심 

도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콩척 언어로서 동독어와 서독어의 

차이는 오로지 청치적 어휘에서 관찰되는데 이것도 동독어의 경우에는 청 

치척 소수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또는 무관하게 존재하 

고 있었을 뿐이다. 반면에 일상언어에서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Oschlies, 1989, 1990). 또한 A. 1. Domaschnev도 정치적 변화와 함께 언어 

척 문제도 스스로 해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1991: 10). 그러냐 이러한 

총괄척인 기술은 복합적인 언어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로 엄밀한 

언어학적 근거나 경험척 자료에 의해 고찰된 것이라기 보다 서독의 송리나 

통독의 치욕적 낙언을 부추기고 조장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 

이 전제로 하고 있는 바는 만약 구통독 주민들이 감히 그들의 특수한 언어 

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신플의 언어적 특수성의 정당 

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면 구동독어의 이질적 차 

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M. W. Hellmann은 구통독의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서독의 자만스런 허세가 결코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 

고하면서， 비록 구통독 주민들이 자신들이 발전시킨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 

면서 그들의 언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서독 주민들 

은 그것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Bauer， 1993: 123 재인용). 

청치체제냐 사회질서와 같은 외부척 조건과 달리 한 사회의 언어적 륙성은 

한 순간에 형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통독체제의 해체가 구 

통독어의 인위적 청산이나 민족어 통합상의 의도적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버록 몰락한 체제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질 

척 발전에 대한 역사적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분단언어도 민족어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척 콩통번영의 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롤 통해볼 때， 분단언어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표준어와 청서 

법의 표준화 문제는 다음과 갈은 과정을 통해서만 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기초척 연구로서 공적 언어뿐만 아 

니라 개인적 언어행위에 대한 상호 비판척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각자의 

언어발전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이질화를 확인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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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이질화 현상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각자의 학문적 견해와 입장에 업각한 연구결과들은 상호 분석과 함께 

학제적 교류를 통해 수정 내지는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상대 

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고 공동연구의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로 민족의 통합과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이 

라는 측면에서 민족어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을 마련하는 작 

업￡로 집약되어야 한다. 여기서 마련된 모형은 실질적인 언어생활에서 나 

타나는 자료들을 통해 지속척으로 보완되어야 하지만 민족어의 독자성과 

역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어의 통일은 

이질적 요소들의 인위적 조정을 위한 학문척 규정이나 제도화를 통해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민족어의 풍요로운 발전도 상호 이질적 요소 

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분단국가에서의 

민족어 통합과정은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전 

반적인 사회영역에서 나타냐는 상야한 경험에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질화가 변화의 조짐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새로이 내적 분단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비록 언어에 

대한 통일작업이 장기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질화의 극복기간을 

명시적으로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명백히 언어의 통합과정은 시간적으 

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은 차치 

하고 구서독 지역에서 생활하는 구동독인들 조차 단순한 지역적 방언의 차 

원이 아니라 청서척 유대감이나 상호 이해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과거의 언 

어척 전통에 의지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와 같이 

구동독의 언어척 특성이 의도적으로 구동독 주민들에 의해 여전히 유지 내 

지는 선호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역적 정서를 넘어 새로운 연방체제 내에 

서 구동독 주민들의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유발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 

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어 통합과정을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정도 

만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단시기에서부터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서척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다. 물론 언어사용자들 사이의 무제한적인 직접 접촉이 가장 효과척이지만， 

예를 들어 독일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서신교류나 언론매체의 

개방 또는 상호 공동연구와 저술 및 강연과 같은 학문척， 언척 교류의 자유 

화 풍도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그 기원과 주요한 엄푸에서 볼 때， 언어란 한 국가의 모든 부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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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며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그 언어가 단일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서로 융화하지 못하고 폐쇄화될 때， 무해한 경우에는 방언이되지 

만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수용 

어 "(Jargon)가 된다(Klemperer， 1954: 3). 한 민족국가의 분단은 쉽게 상 

대방의 상이한 언어척 발전을 특수용어로 바꾸어 놓는다. 인간의 문화행위 

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가 정치적， 이념적 요구를 포함한 온갖 사회적 요구 

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은 양독에서 공통척이였다. 심지어 언어학척 연구 

조차도 냉전과 체제경쟁 또는 이녕화의 도구로 정치화되었던 것이 양독에 

서 확인되었다. 

· 통일독일에서는 이제 민족이동과 버유되는 언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념적 의미를 지니는 어휘들이 교류되고 있으며， 상호 전형척인 표현들 

이 상황에 의존하여 대체되거나 고청되고 있고， 상대방의 어휘가 모방되거나 

교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Dreizimmerwohnung"과 “ Dreiraumwohnung" 

(방 셋짜리 집)， “Plastikbeutel"과 “Plastet히te"( 비닐봉지)， “ Zielsetzung" 

과 “ Zielstellung" (목표설정) 등은 사용상 엄밀한 지역적 경계가 점정 회미 

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이동현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치체계와 역사적 조건의 변화가 사회적 압박휴로‘나라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Reiher， 1995: 242). 

한편 독어를 사용하는 언어담당자와 관련해서 언어공동체라는 개념이 독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의 총체라는 의미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그 동안 양독에서는 다수의 국가적 또는 문화적 중심￡로부터 출발한 복수 

중심주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언어공동체 내에， 예를 들면 4개의 변이형 -

서독어， 동독어， 스위스독어， 오스트리아독어 - 올 설정하였는데， 양독어의 

통합 이후에도 종전처럼 다른 변이형에 폭어와 동둥한 자격과 중요성을 계 

속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새로운 독일의 독어가 

연방적 구조와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내척 복수중심주 

의라는 관점에서 고찰 가능한 반면， 단순한 지역척 변이형 내지는 방언적 

지위로부터 분단 이후 통독변이형의 처리를 위해 마련된 스위스독어와 오 

스트리아독어의 복수중심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 

을 것이다. 

독일 민족어의 이질화와 통합이라는 여기서의 논의를 홍해 상당한 개연 

성이 드러났지만， 이 연구는 북한 문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변화가 

앞서 살펴 본 통독에서의 사회주의 언어와 얼마나 많은 공홍성을 공유하는 

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독일의 민족어 통합과정이 우 

리의 경우 분단국가의 민족어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유효한 대리체험이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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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국어학 분야의 

사회주의 북한말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검 민수 (1990) 신국어학사， 일조각. 

독조사전 (1982) 외국문도서출판사. 

Ammon, U. (1991) ‘Die Stellung der deutschen Sprache in Europa und in 

der Welt im Verh합ltnis zu ihrer Stellung in den EG-Gremien,’ 

Soziolinguistica 5, 70-84. 

Bauer, D. (1991) Das sprachliche Ost-West-Problem,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Berlin, NY and Paris. 

Buckhardt, A. and Fritzsche, K. P. (1992) Sprache im Umbruch, W d G, 

Berlin and NY. 

Clyne, H. (1984) La뺑tage and Society in the German-Speaking Countries, 

Cambridge. 

Dieckmann, W. (1964) lnformation oder Uberreduπg. Zum Wortgebrauch der 

politischen Werbung in Deutschland seit der Fran :iósischen Revolution, 
Marburg. 

Domaschnew, A. 1. (1 991) ‘Ade, DDR-Deutsch,’ Muttersprache 101, 1-12. 

Duden (1951) Bibliographisches lnstitut, Leipzig. 

Gaus, G. (1983)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Hamburg. 

Good, C. H. (1989) Zeitungssprache im geteilten Deutschland,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Hellmann, M. W. (1990) ‘DDR-Sprachgebrauch nach der Wende-eine erste 

Bestandsaufnahme’, Muttersprache 100, 266-286. 

Jansen-Tang, D. (1988) Ziele und Måglichkeiten eiπ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seit 1901 ,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Bern, NY and 

Paris. 

Jung, M. (1993) ‘Das δffentliche Sprachbewuβtsein heute,’ SLWU72 , 62-

72. 

Kempcke, G. (1984) Handuψ-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Akademie Verlag, Berlin. 

Kinne, M. (1977) 1능성e Ost-Texte West, FrankfurtjM. 

Klemperer, V. (1954) Zur gegenwä7쉰'gen Sprachsituation in Deutschland, 
Berlin. 



통일 독얼의 민족어 통합과정과 표준어 설정 연구 161 

Lerchner, G. (1974) ‘Zur Spezifik der Gebrauchweise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und ihre gesellschaftliche Determination,’ Deutsch 

als F냥mdsprache 11, 259-265. 

Nerius, D. (1994) ‘Orthographieentwicklung und Orthographiereform,’ H. 

Steger and H. E. Wiegand, Schrift und &hr댐lichkeit， W d G, Berlin 

and NY. 

Oschlies, W. (1989) Wψ-gende und wirkende Wψter-Deutschsprechen in der 

DDR, Berlin. 

Oschlies, W. (1990) Wir sind das Volk, Köln and Wien. 

P낄tz이d， J. M. (1 995) ‘Gemeinsame Sprache, geteiltes Verstehen,’ R. Reiher 

Sprache im Konflikt, 244-262. 

Petersen, U. (1 970) Uber die Ursachen der Sprachveränderungen, Tübingen. 

(=Tübinger Beiträge zur Linguistik 13) 

Polenz, P. V. (1 980) ‘Wortbildung,’ H. P. Althaus, H. Henne, and H. E. 

Wiegand, Lexikon der Germaηistischen Liπguistik， Tübingen, 169ff. 

(1993) ‘Die Sprachrevolte in der DDR im Herbst 1989,’ 
Zeitschrijt j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1, W d G, Berlin, 127-149. 

Reiffenstein, 1. (1983) ‘Deutsch in sterreich,’ in W. Brandt and R. 

Freudenbery, Teπdenzen， Formen und Struktureπ der deutschen 

Standardsprache nach 1945, 15-27. 

Reiher, R. (1995) ‘Deutsch-deutscher Sprachwandel,’ in R. Reiher, Sprache 

im Konflikt, 232-243. 

Romaine, S. (1 994) Language in Society, Oxford Uni. Press. 

Schaeder, B. (1 981) ‘Deutsche Sprache in der BRD und in der DDR,’ 
Muttersprache 91, 198-204. 

Schlosser, H. D. (1991) Kommunikationsbedingen und Alltagssprache in der 

ehemaligen DDR, Hamburg. 

Schmidt, J. (1973) ‘Zum Verhältnis von Geschichte und Sprache,’ ZPSK26, 
Akademie Verlag, Berlin, 501-510. 

Schmidt, W. (1972) ‘Theor‘etische und praktische Aspekte des Mutter

sprachunterrichts in der sozialistischen Schule,’ ZPSK 25, 65-78. 

Schmitt, D. (1993) Doktrin und Sprache i끼 der ehemaligen DDR bis 1989,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and Berlin 

Schroeter, S. (1994) Die 야rache der DDR im Spiegel ihrer Literatur, W d G, 
Berlin and NY. 

Schützsack, A. (1990) Exodus in die Einheit, Verlag Ernst Knoth, Melle. 



162 청 통
 

규 

Siegl, E. A. (1989) Dudeπ Ost-Duden West, Schwann, Düsseldorf.( = 

Sprache der Gegeneart, 76) 

Steinberg, W. (1967) ‘Der geteilte Duden,’ Freiheit, Organ der Bezir，삶leitung 

Halle der SED 12.5, 10. 

Stötzel, G. (1990) ‘Semantische Kämpfe im δffentlichen Sprachgebrauch,’ 
in G. Stickel, Deutsche Gegenwartssprache, W de G, 8erlin and NY. 

Teubert, W. (1993) ‘Sprachwandel und das Ende der DDR,’ in R. Reiher 

and R. L셜zer， Wer spricht das wahre Deutsch, Aufbau Taschenbuch 

Verlag, 8erlin, 28-52. 

ABSTRACT 

Wiedervereinigungsprozeβ der deutschen 
Nationalsprache in dem vereinigten Deutschland 

Dong-Gyu Chung 

Nach der politischen Wende wird der kommunikatine und sprachliche 

Ausgleich im Zuge des Vereinigungsprozesses fordiert. Aber am 3. 10. 1990 

sind die Deutschen sprachlich noch nicht wiedervereinigt. Es ist das 

politische System, das mit dem 8eitritt der ehemaligen DDR verschwunden 

ist. Die ehemaligen DDR-8ürger führen ihre Alltagsleben noch nach wie 

vor. Eigentlich waren sie kein Abwicklungsgegenstand. Im Hinblick auf das 

sprachliche Zusammenwachsen müssen die sprachlichen 8esonderheiten der 

ehemaligen DDR akzeptiert und respektiert werden. Damit kann die 40-

jährigen Entwicklung der Nationalsprache in Ost nicht zu einem geschei

terten Experiment sondern den unterschiedlichen fruchtbaren Erfahrungen 

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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