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러시아연방 언구조사의 언어 자료 분석 

허 승 철. 

1. 서론 

1991년 연방이 해체된 소련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20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 다언어국가였다. 민족 문제는 연방의 해체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고， 소연방을 대신해서 토착민족올 기반으로 한 15개의 신생국이 

탄생하였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민족 문제와 언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정치 

적，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분리 독립 후에도 150 
여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고， 우크라이 나에 도 100여 소수민족이 거 주하고 있 

다. 신생공화국들은 예외없이 언어법을 제정하여 민족어의 지위를 높이고 이 

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배타적이어서 러시아계 주 

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소수민족에도 큰 불이익을 주 

고 있다. 

주요 민족이 분리 독립한 후 다시 탄생한 러시아연방은 여전히 160여개 이 

상의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국가이다.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 

는 비율이 소연방의 50%에서 20%(약 3천만명)로 줄었지만 민족 문제의 잠재 

적 폭발성은 체첸 내전이나 북오세티아 분규 둥올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러 

시아연방에서의 언어 문제를 둘러싼 갈둥은 여타 신생공화국에서처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 정부는 언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언어법의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가 새로 독립하여 발전해 나가는 과정 (N ation - building 과정)에서 언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다언어국가가 언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 • 경제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하고， 심지어 내전이나 국가 분열 상태에도 이를 수 있다. 인도， 스리 

랑카，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에티오피아， 벨기에， 캐나다， 나이지리아，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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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둥의 예에서 언어 문제가 국가적 통합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를 잘 볼 수 있다. 러시아와 신생공화국들은 앞 

으로 자국의 언어 문제를 통제할 언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뿐 만 아 

니라 사회 • 경제정책을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언어상황(Language 

situation)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1994년에 러시아는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 후 처음으로 간이 인구 센서스 

(micro census)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인구， 가족， 사회， 경제 둥에 대한 조 
사와 함께 언어 상황과 언어 사용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994년의 언 

어 자료는 소연방 시절 실시된 1959, 1970, 1979, 1989년의 언어 자료와 연계 

하여 분석하면 언어 상황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언어 자료에 적절한 통계적 변형을 가하고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 

여 러시아연방의 언어 상황에 대한 여러 지표， 즉 언어 동화， 이중 언어 사용， 

언어 사용자 구성 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1994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의 성격과 통계적 변형 

1994년 인구 조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표본 조사라는 

점이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와 다른 점이다. 조사 대상자는 전 

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7백 3십 5만여명이며 이 중 6백 1십만명이 러 

시아인이고 나머지가 소수민족이다. 조사 시기는 1994년 2월 14일부터 23일까 

지였다. 내전 중인 체첸 자치공화국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지만 타 지역에 거주 

하는 체첸인 4931명이 조사되었다. 조사 내용은 가족 구성， 사회， 경제， 언어 

등에 걸쳐 있고 9개 항목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언어에 대한 자료는 제 1언어， 제 2언어에 대한 항목과 단일 언어， 이중 언 

어 사용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이것이 전체 인구， 도시 인구， 농촌 인구 별로 

공표되었다. 또한 가정 학교 직장에서 러시아어와 민족어 중 어느 언어를 사 

용하는가가 조사되어서 언어 사용(Language use)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포함 

되어 있다. 

언어 자료에 나타난 조사 대상 민족은 총 146민족으로 러시아연방에 거주 

하는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민족 중 36민족은 표 

본의 수가 50 이하이고 8민족은 50에서 100 사이이므로 이 민족들에 대한 언 
어 자료는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울타(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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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족은 조사 대상자가 단 1명 이다. 

1994년 인구 조사의 언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표되었다(타타르인 

의 경우). 아래의 도표에서 인구 이외의 숫자는 1000명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다. 예를 들어 제 1언어로 민족어를 사용하는 숫자는 1000명 당 855명인 셈이 

되고 백분율로는 85.5%이다. 

[ 1994년 인구센서스의 언어 통계 자료 발표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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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언어 자료는 각 센서스 시점에서 각 언어가 어느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언어 중심의 자료(Ianguage-oriented data)’ 

이다. ‘언어 중심의 자료’는 시계열적 분석에 있어서 각 언어 사용자의 증감올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언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나 

타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올 안고 있다. 우선 단일 언어 사용자는 자료상 

에 한 번 나타나는 데 비해， 이중 언어 사용자는 두 번 냐타나게 된다. 또한 

시계열적 분석에 있어서 한 항목에 증가된 숫자가 새로운 언어 사용자의 수 

를 의미하는지， 아니연 다른 언어 사용자가 언어 교체 Oanguage shift)에 의해 

이동한 숫자를 의미하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 자료의 또다른 문제점은 민족 

어를 제 1언어로， 노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집단과， 노어를 제 

1언어로， 민족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집단의 크기와 그 변화 상황을 나타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련의 언어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센서스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없이 센서스 수치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크게 아쉬운 일이다. 각 민족의 언어 사용 현상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 

술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언어 사용 양상에 따라 일정 집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이 집단들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연 

구자는 이렇게 변형된 자료를 ‘언어 사용자 중심의 자료(speaker-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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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라고 명명한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민족의 언어 현상를 서 

로 다른 집단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연구를 ‘언어 사용자 구성 분석 (Speaker

composition ana1ysis)’라고 명명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의 언어 자료를 분석한 바 있다.1) 

‘언어 중심의 자료’를 ‘언어 사용자 중심의 자료’로 변형하는 것은 미국의 

학자 Brian Silver가 수학의 집 합 이 론을 응용하여 개 발한 방법 을 이 용한다.2) 

이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자료를 나타내면 언어 사용자가 상호 배타적인 네 

가지 집단 중 한 곳에만 나타나게 되어 언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 

하게 제시해 준다. 이 네 집단에 기타 집단올 추가하면 타타르인의 경우 언어 

사용자 구성은 다음과 같아진다. 

1) 非同化집 단: UM(Unassimilated Monolingua1) 

- 타타르어만 사용. 

2) 非同化 이 중언 어 집 단: UB(Unassimilated Bilingua1) 

- 타타르어를 제 1언어로， 

러시아어를 제 2언어로 사용. 

3) 同化 이중언어집단: AB(Assimilated Bilingua1) 

- 러시아어를 제 1언어로， 

타타르어를 제 2언어로 사용. 

4) 同化집 단: AM (Assimilated Monoglingua1) 

- 러시아어만 사용. 

5) 기타 집단:T 

- 러시아어나 민족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 1언어로 사용. 

이러한 방법으로 언어 자료를 나타내면， 첫째로 언어 정보의 이중적 둥재가 

방지되어 혼선올 피할 수 있고， 둘째， 이중언어 사용 집단(UB와 AB)을 명확 

히 추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셋째，(1)에서 (4)로 이동하며 증가하는 언어동 

화율올 한 눈에 파악할 수 었다. 의사 소통(communication)의 관점에서는 네 

1) Hur, Seung Chul, Langz띠!ge Shift and Bilingualism in the Soviet Union: language 
aspect af ethnic re따tions， (Seou!: Hanshin, 1988) 

2) B. Si!ver, “Methods of Deriving Data on Bilinagua1ism from the 1979 Soviet 
Census", Soviet Studies, Vol. 27, No. 4(1974), pp. 5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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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언어 사용자 집단의 성격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껄명할 수 있다. 우 

선， 이웃하고 있는 두 집단은 떨어져 있는 집단보다 더 큰 의사 소통 잠재력 

(communication potentia1)을 갖고 있다. 예 률 들어 ‘AM’집 단은 ‘UB’집 단 보다 

는 ‘AB’집단에 속하는 사랍들과 의사 소통이 쉽다. 왜냐하면 ‘UB’집단은 러시 

아어를 제 2언어로 구사하는 데 비해 ‘AB’집단은 이것올 제 1언어로 쓰기 때 

문이다. 단순히 의사 소통 가능성 만올 따져 보면 ‘AM’, ‘AB’, ‘UB’집단은 최 

소한 러시아어로 대화가 가능하다. 같은 원리로 ‘AB’, ‘UB’, ‘UM’집단의 사람 

들은 민족어로 의사 소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상호간에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AM’과 ‘UM’집단이다. 따라서 어느 민족에서 ‘AM’과 ‘UM’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그 민족의 언어적 동질성Oinguistic cohesion)은 심각 

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Brian Silver가 1974년에 제시한 수학적 변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뤘~，;~언췄 ?생.홉뤘셀.싫 t쨌닝 앓 ?첼?닝짝꽃f씌앓찮성횟↓ 
UM(최대) Nl - R2 + T1 

UM(최소) Nl - R2 

UB(최대) R2 

UB(최소) R2-T1 

AB(최대) N2 
AB(최소) N2 - T1 

AM(최대) Rl - N2 + T1 

AM(최소) Rl - N2 

이중언어(최대) 최소(N2， Rl) + 최소(R2， Nl) 

이중언어(최소) N2 + R2 - T1 

N1: 민족어률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Rl: 러시아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iZ‘邊j겐f별월체윷~é~:'~ 
Nl보다 클 수 없다 

O보다크다 

Nl보다 클 수 없다 

O보다크다 

Rl보다 룰 수 없다 

O보다크다 

Rl보다 클 수 없다 l 

O보다크다 

O보다크다 

O보다 크다 

T1: 민족어나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N2: 민족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R2: 러시아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1'2: 민족어나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연구자는 그간의 연구에서 이 공식올 이용해 오면서 약간의 오류를 발견하 

여 수학자와 통계 전문가의 자문올 받아 Silver의 공식올 다음과 같이 변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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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ilver 공식의 오류의 성격과 이를 바로 잡은 근거에 대해서는 이 논문 

에서 다루지 않는다. 

‘ ι 언어 싸훌까k:iL톨 t않 
。

풍섹 좋μ- 논헤책쉰.~약 
UM(최대) Nl - R2 Nl보다 클 수 없다 

UM(최소) Nl - R2 - T2 O보다크다 

UB R2 - Tl Nl보다 클 수 없다 

AB N2 - Tl Rl보다 클 수 없다 

AM(최대) Rl - N2 Rl보다 클 수 없다 

AM(최소) RI-N2- T2 O보다크다 

이충언어(최대) 최소(N2. RI) + 최소(R2. NI) O보다크다 

이중언어(최소) N2 + R2 - T1 O보다 크다 

(굵온 글씨 부분이 수갱된 부훈임) 

3. 언어 사용자 구성 분석과 유형 분류 

1994년 인구 조사 대상자 전체의 언어 사용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 전체 인구 언어 사용자 구성 ] 

전체인구 

-기 

口 83.4 l4옳M얀:1-빼 

|口 UM I!I UB 링AB 口AM.T I 
( UM: 83.4 UB: 10.5 AB: 0.6 AM: 3.8 T: 0.3 ) 

위의 그림을 보면 민족어만을 사용하는 UM그룹이 83.4%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나머지 그룹은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어만을 

사용하는 러시아인이 조사 대상의 82.95%를 차지하고 있어 UM그룹의 비중 

을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 조사자에서 러시아언을 뺀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자 구성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원래 공표된 언어 자료에는 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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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계 소수민족 전체에 대한 통계 숫자가 없어서 언어 사용자 구성올 직접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러시아인 조사자(82.95%)와 비러시아계 

조사자<17.05%)의 비율올 근거로 소수민족 전체의 언어 사용자 구성올 계산 

하였다. 

[ 그림 2. 소수민족 전체의 언어 사용자 구성 ] 

소수민혹전체 

꿇훌 口22

「i 

흩
 
l 

‘ ‘ , , } 

|口UM 디 UB 디AB 口AM.T I 
( UM: 6.0 UB: 61.6 AB: 3.5 AM: 22.0 T: 1.8 ) 

위의 그림에 의하면 민족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고 러시아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UB그룹이 가장 큰 비중올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자의 

22%(AM)는 러시아어로 완전히 동화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 거주하는 소 

수민족의 러시아어 구사 필요성과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교육의 결과 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UM그룹(6%)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조 

사자들(94%)은 제 l언어나 제 2언어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어서 러시아어 

가 소수민족 사이 에 lingua franca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M그룹에 

속하는 사랍들 대부분이 노년층일 것입올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 

아어는 더욱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슬라브계 민족인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그림 3. 우크라이나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 ] 

우크라이나인 

口 53 .4 l 

!口 UM .UB CAB 口AM.T I 
( UM: 0.5 UB: 31.8 AB: 13.5 AM: 53.4 T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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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벨라루스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 ] 

삐라.스인 

디 59 .4 

| 口 UM 口 UB 口 AB 口AM.T I 
( UM: 0.3 UB: 28.5 AB: 10.9 AM: 59.4 T: 0.4 ) 

슬라브계 민족들은 언어의 유사성 둥으로 인해 높은 언어 동화율을 보이고 

있다. 민족어만을 사용하는 UM그룹(0.5%， 0.3%)은 극히 작고 반면에 조사자 

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어만올 사용하는 AM그룹(53.4%， 59.4%)에 속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련 시대의 언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언어 동화율을 보인 유대인 

의 언어 사용자 구성이다. 1994년 조사에서도 유대인의 88%이상(AB+AM)이 

러시아를 제 1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10.9%(UB)는 제 2언어로 채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요 소수민족 중 가장 높은 언어 동화율을 나타냈다. 유대 

인들이 오랜 기간 러시아인들과 혼합되어 살았고， 도시 거주율이 높으며， 교 

육열과 사회적 상향 이동 욕구가 강한 점 둥을 언어 동화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 그림 5. 유대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 ] 

휴대인 

뭘펴2.1 口 86 .1

「‘ 1 , & 

」1 , ‘ ‘ } 

| 口 UM 디 UB 디 AB 口AM.T I 

( UM: 0.2 UB: 9.7 AB: 2.1 AM: 00.3 T: 0.5 ) 

다음은 러시아연방 거주 한인들의 언어 사용자 구성이다. 한인들의 언어 동 

화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인들의 사회적 환경이 유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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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기 때문이다. 1989년 소연방 전체 한인들의 언어 동화율(AB+AM)은 

47.2%였으나 러시아연방 거주 한인들의 동화율은 이보다 약 20%가 높은 66.6% 
로 나타났다. 러시아 지역에는 중앙아시아의 몇 지역처럼 한인 집단 거주 지 

역이 없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모스크바 둥의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 둥이 

높은 언어 동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 

[ 그림 6. 한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 ] 

한인 

lCU뼈UB I!IABCAM.T I 
( UM: 0.8 UB: 3>.5 AB: 8.5 AM: 58.1 T: 0.4 ) 

1994년 인구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가 많% 전후인 주요 소수민족 40개의 

언어 사용자 구성은 논문 말미 [별첨 표 1]에 제시되었다. 

4. 언어 사용자 구성 유형 분류 

러시아 연방 내 각 민족의 언어 사용자 구성은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구성 상의 특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각 

민족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알면 그 민족의 전반적 언어 상황과 언어 

동화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분류의 편의를 위해 이중언어 사용 집단 

인 AB그룹과 UB그룹을 통합하여 B(bilingual)그룹올 만든다. 이렇게 하면 언 

어 사용자는 민족어만올 사용하는 UM그룹과 이중언어 사용 B그룹， 러시아어 

만을 사용하는 AM그룹으로 구성된다. 

이 세 그룹의 상대적 구성비에 따라 언어 사용자 구성 유형을 〈유형 A> , 

3) 소련 시대 재소 한인들의 언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허숭철，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1959, 

1970, 1979, 1989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재외한인연구J ， 제 6호(1996) ， 40-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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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 <유형 C>, <유형 D>로 분류한다.<유형 A>에 해당하는 대표적 

민족으로 유대인을 들 수 있다. 

[ 그림 7. <유형 A> 유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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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A B) 
口AM

유대인 

〈유형 A>의 특정은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AM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민족들은 러시아어로의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민족어 유지율이 매우 낮다.<유형 A>에 속하는 민족으로는 

벨라루스인， 폴란드인， 니브키인， 만시인， 이텔벤인， 우데게이인， 랍인， 케트인， 

오로치인， 토파라르인， 네기달인， 엔트인 둥을 들 수 있다. 이 중 벨라루스인 

과 폴란드인올 제외하고는 시베리아와 북부 오지에 사는 소규모 민족이 대부 

분올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언어 동화가 더 진행될 경우 민족어가 소멸될 가 

능성이 크다. 

〈유형 B>에 속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는 독일인올 들 수 있다.<유형 B> 
의 특징은 동화그룹(AM)과 이중언어그룹(B)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 이 유형에서는 많은 수의 인구가 민족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나 완전히 러시아어로 동화된 상태이다.<유형 B>에 속하는 주요 민족 

으로는 우크라이나인，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 한국인， 그리스인， 불가리아 

인， 카렐리아인， 핀란드인 둥올 들 수 있다. 나나이인 둥 북부 지역의 소수민 

족(narodnosti severa)의 상당수도 이 유형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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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유형 B> 독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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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의 대표적 민족으로는 인구 크기에서 러시아 제 3의 소수민족인 

추바쉬인올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정은 이중언어 사용 그룹(8)의 

지배적 분포이다. 이 유형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이 러시아어를 습득했으나 제 

2언어로만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동화된 집단은 크지가 않다.<유형 A>와 

〈유형 B>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민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구소련시대에 

도 자치공화국올 유지하고 있는 민족들과 다게스탄 거주 소수민족들이 〈유형 

C>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 그렴 9. <유형 C> 추바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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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형 D>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유형에서는 배타적으로 민 

족어만을 쓰는 UM그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언어적으로 러시아어로의 동 

화가 낮고 민족어 유지율이 높은 경우이다. 구소련 시대에는 아제르바이잔인， 

그루지아인，타직인，투르크벤인，키르기즈인，에스토니아인，헝가리인，쿠르디 

인， 벨루치인 둥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에 

속하는 모든 민족들은 러시아로의 언어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1994년 조사에서는 이 유형에 속하는 민족이 없다. AM그룹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는 민족으로는 키르기즈인(28.8%) ， 투빈인(35.1%)， 야쿠트인(28.6%) ， 

토드잔인 (26.8%) ， 기녹인 (29.8%)， 쿠반치인(27.2%)을 꼽을 수 있다. 

[ 그림 10. <유형 D> 해당 민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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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9년 언어 자료와 1994년 언어 자료의 비교 

1989년 인구센서스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1994년 인구센서스 

는 표본 조사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 두 조사의 언어 자료를 비교하면 5 

년 간의 언어 상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도 어 

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연구자는 비교를 위하여 1989년 인구센서스의 러시 

아연방 거주 민족들의 언어 자료를 앞에 서술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이를 

1994년 언어 자료와 비교하였다. 다음의 [그림 11]은 소수민족 전체의 언어 

사용자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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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립 11)을 보면 몇 가지 특정 적 사실올 관찰할 수 있다. 우선 제 1언 

어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어와 민족어 사용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럼에서 AB그룹과 UB그롭의 경계선 으로 나타나는데， 5년 사이에 

이 경계선의 위치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제 1언어로 민족어률 사용하는 인구 

(UM+UB)는 1989년에 는 25.6%. 1994년에 는 25.5%로서 거 의 변화가 없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AB+AM)는 69.1%에서 67.6%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 1언어 내에서의 변화는 좀 더 크게 나타난다. 민족어만을 사용하는 

UM그룹은 10.1%에서 6.0%로 감소하였고 러시아어로 완전 통화된AM그룹은 

21.3%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러시아어나 민족어가 아닌 기타 언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T그룹은 1.4%에서 1.8%로 증가하였다. 각 그룹 간의 중감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과 다섯 언어 사용자 그룹의 백분율의 합계 

(1989-96.1%, 1994-95.1%)가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언어 사용자 구성비의 

계산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평균값올 사용하기 때문이다. 두 샌서스 실시 간 

격이 5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언어 상황에서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그림 11. 소수민족 전체 H쨌년， 1994년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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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민족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된다. 다음은 코략인의 1989년 

과 1994년의 언어 사용자 구성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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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코략인의 H뼈년， 1994년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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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뼈년 - UM: 5.3 UB: 45.9 AB: 4.6 AM 41.0 T: 0.8 
1994년 - UM: 0.9 UB: 20.3 AB: 4.1 AM: 74.6 T: 0.0 ) 

위의 그림에서는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AM그룹이 41%에서 7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 1언어로 러시아어와 민족어를 사용하는 경계선(AB 

와 UB 사이의 경계선)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족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집 

단(UM+UB)은 51.2%에서 21.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없는 한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 1언어률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 

이므로 5년이란 기간에 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전술한 대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표본 조사의 조 

사 방법 상의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 

로는 러시아 연방이 분리된 상황에서 조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어로의 

동화를 나타냈올 가능성올 들 수 있다. 실제 센서스 조사에서 언어 구사 능력 

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답하는 주관적 조사 방법올 택하고 있으 

므로 웅답자의 태도와 의지에 따라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코략인 

처럼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낸 대부분의 민족들이 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 동 

의 행정적 기반이 없는 언어 동화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 민족들인 점도 이러 

한 추측올 뒷받침한다. 

다음은 앞 절에서 언어 사용자 구성이 제시된 우크라이나인， 유대인， 한국 

인의 그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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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우크라이 나인의 1989년， 1994년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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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유대 인의 1989년， 1994년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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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한국인의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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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 5년 간 전반적인 언어 통화가 진행된 점은 다른 민족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89년에는 0%였던 AB그룹이 1994년 조사에서는 8.5% 

로 나타난 점 이 눈에 띠 는 변화이 다. AB그룹은 1959년， 1970년， 1979년의 조 

사에서도 0%로 나타났었다. 이는 노어를 제 1언어로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것은 한인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소련 엉토의 토박이 민족이 아닌 

독일인， 그리스인， 불가리아인， 폴란드인 둥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센서스 설문에서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질문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가(svobodno bladeiut - freely 
command)’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자들이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 

을 경우 한국어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올 가진 대다수의 한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었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통계 숫자 

가 영(0)으로 나타난 데는 소련 당국의 의식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련 당국은 비토착 소수민족의 언어가 확산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므로 언어 조사에서 민족어 사용 능력의 측정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였고， 러시아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제시했올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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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4) 

1994년 조사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오류가 어느 정도 시정되어 정상적인 조 

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련 시대의 조사에서 AB그룹이 0% 

로 나타났던 비토착 민족 모두가 일정 크기의 AB그룹올 보였다는 점도 이러 

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 
I않혔딴 1짧4혈 

독일인 0.0% 9.0% 

핀란드인 0.0% 14.2% 

불가리아인 0.0% 9.5% 

그리스인 0.0% 6.7% 

1989년과 1994년 사이 에 언어 사용자 구성 에 큰 변화를 보인 민족은 아래 

와 같다. 

-“i ‘-“‘““ l‘繼년 I앉)4연 

우크라이나인 AM 41.4% 53.4% 

우즈백인 UM 9.9% 0.8% 

AM 13.4% 33.0% 

아바르인 UM 31.9% 19.3% 

UB 64.6% 76.9% 

이텔멘인 UB 15.6% 3.0% 

AM 75.3% 90.9% 

우데게이인 UM 6.3% 0.0% 

AM 57.4% 70.3% 

위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러시아어로의 동화를 보인데 반해， 일부 

4) Ibid , p. 50. 연구자와 윤인진이 1997년에 독립국가연합의 주요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러시아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한인들의 약 24.4%가 한국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인진，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 정체 

성" r채외한인연구J ， 제 7호(1998)， 63-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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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된다. 

“~‘--“ 1잊혔년 1994년 

추반인 UB 14.6% 51.4% 

AM 62.2% 31.4% 

알혜우트인 AM 66.8% 35.7% 

6. 도시 • 농촌 및 사회적 영역별 언어 사용 

1994년 인구 조사에서는 각 민족의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 별로 언어 자료 

를 공표하였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의 언어 상황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음은 제 1언어를 기준으로 한 분석 자료이다. 소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전체 인구와 러시아인의 구성 비율 

을 이용하여 소수 민족 전체의 통계 자료를 산출하였다. 

[ 그림 16. 소수 민족 전체 도시 · 농촌 제 1언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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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농촌 인구가 민족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도시 인구 

보다 22%나 높은 것을 보여준다. 도시 거주 소수 민족이 언어적으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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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더 통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 인구의 언 

어 사용자 구성 비교이다. 여기에서도 소수 민족 전체의 통계는 연구자가 직 

접 계산하였다. 

[ 그립 17. 소수 민족 전체 도시 · 농촌별 언어 사용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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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올 보면 러시아어로 완전히 동화된 AM그룹은 농촌(12.3%)보다 도 

시 (30.9%)가 훨씬 크다. 이에 비 례해서 도시 거주 소수 민족의 UM그룹(2.2%) 

와 UB그룹(57.0%)는 농촌보다 그 비중이 작다. 도시 • 농촌 간 민족어 유지율 

이 30% 가까이 차이 나는 소수 민족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채 l언어로 민족어를 사용하는 비옳 ] 

--듀--섣; 도시 
:1f! 

놓훌 

추바쉬인 64.3% 91.5% 

우드푸르트인 55.1% 85.3% 

마리인 69.9% 91.2% 

코미인 53.3% 85.8% 

코미-때략인 50.6% 81.2% 

카헬리아인 32.1%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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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수민족 40개의 도시 • 농촌 별 언어 사용 통계는 논문 말미 [별첨 

표 2]에 제시되었다. 

1994년 언어 자료에는 조사 대상자가 가정， 학교， 직장의 사회적 영역 

(soci외 domains)에서 러시아어와 민족어 중 어느 것올 사용하는가를 조사한 

항목이 있다. 언어에 대한 일반적 조사가 ‘어느 언어를 제 l언어로 간주하는 

가(schi떠iut rodnym iazykoma)?’, ‘어느 언어를 제 2언어로 자유롭게 구사하 

는가(svob여no bladeiut btorym iazykom)?’ 둥 언어 소속성 Oanguage affiliation) 

과 언어 구사력(Ianguage competence)올 조사한 반면， 사회 영역별 조사에서 

는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가?’(Ianguage use)에 조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수 민족 전체의 조사 결과는 다음의 [그림 18]과 같다. 

[ 그림 18. 소수 민족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언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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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서 눈길올 끄는 것은 직장에서의 러시아 사용율(83.9%)이 학교 

(79.2%)에서 보다 높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민족어 사용은 해당 민족의 언 

어 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자치공화국 둥 행정， 교육적 

독자성이 보장된 민족은 교육 수단(m어ium of education)으로 민족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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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민족어 보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소수민족의 

가정에서도 민족어 (46%)보다 러시아어 (52.2%)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다. 언어 사용의 가장 중요한 세 영역인 가정 학교 직장 모두에서 러시아어 

가 민족어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민족 중 가정에서의 민족어 사용율이 80% 이상인 민족으로는 아바르 

인 (84.2%) ， 영구쉬인(96.0%) ， 투빈인 (95.6%) 차라차이인(90.7%) ， 아드게인 

(91.2%), 야쿠트인(90.7%)， 카바르인(93.3%) ， 다르긴인(89.3%) ， 레즈긴인(85.8%) ， 

타바사란인(89.7%) 동을 들 수 있다. 이 중 야쿠트인과 투빈인은 가정， 학교， 

직장 세 영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민족어 사용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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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 모든 영역에서 민족어 사용울이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1언어로 민족어를 사용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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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수민족 40개의 사회적 영역별 언어 사용에 대한 통계는 논문 말미 

[별첨 표 3]에 재시되었다. 

7. 결론 

1994년 인구 조사의 언어 자료는 적절한 수리적 변형을 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러시아연방의 언어 상황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앞으로 러시아연방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초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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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 시도하였다. 

언어 자료의 분석 결과 소연방 말기 인 1989년 언어 조사 이후 소수민족의 

언어 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어가 소수민족 

들 사이에 제 1언어나 제 2언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방 내에서의 

lingua franca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올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민 
족어를 유지하고 보급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민족어의 지위는 

계속 위축될 것이고 일부 언어는 소멸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경제 체제의 채태은 영어 둥의 서구어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므로 민족어 

유지에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서구어가 제 2언어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을 감안하면 소수민족의 언어 상황은 러시아어 · 민족어 • 서구어의 

다중언어 상황이나 러시아어 • 서구어의 이중언어 상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언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앞 

으로의 언어조사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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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챔 표 1. 40 주요 민족의 언어 사용자 구성 ] 

민혹명 초사짜수 UM UB AB AM PTl 
전셰 인구 7,346,961 83.4 10.5 0.6 3.75 0.3 
소수민촉 전셰 

l[ -6l-，$α--}243-641--83- (6.0) (61.6) (3.5) (22.0) 0 .8) 
l 러시아인 99.3 0.0 0.0 0.0 0.0 
2 타타르인 276,238 9.2 75.7 2.5 11.0 0.4 
3 우크라이나인 172，정7 0.5 31.8 13.5 53.4 0.1 
4 추바쉬인 86,086 9.1 68.7 3.7 17.4 0.2 
5 바쉬키르인 68,789 0.0 58.9 0.0 4.15 16.4 
6 옐라후스인 48κ~ 0.3 28.5 10.9 59.4 0.4 
7 륙얼언 39,403 0.8 35.2 9.0 54.4 0.1 
8 아르메니아인 35，1앉)5 2.7 61.4 7.4 26.7 0.2 
9 우드무르트인 35,624 5.8 65.2 4.2 22.7 0.2 

10 모르드비니아인 31，αm 1.6 57.6 7.8 32.0 0.2 
11 마리인 29,743 6.6 75.0 2.2 14.7 0.2 
12 아바르인 29,706 19.3 76.9 0.0 1.1 0.8 
13 카작인 28,399 3.9 81.0 2.0 10.7 0.6 
14 오세티아언 23.131 7.9 83.1 0.8 5.1 0.4 
15 부랴트인 22,663 9.9 71.0 1.7 10.9 0.1 
16 야쿠트인 22，αi8 28.6 õl.7 0.7 3.0 0.0 
17 카바르인 20.153 16.7 81.1 0.2 1.6 0.1 
18 유대인 19,708 0.2 9.7 2.1 86.1 0.5 
19 코미인 17,922 5.3 65.0 4.3 24.9 0.1 
a 다르건인 17,166 16.6 00.3 0.0 1.4 0.4 
21 헤즈긴인 14,743 16.8 0.7 π.5 3.3 0.7 
22 쿠믹인 14,315 11.0 86.7 0.0 1.4 0.2 
g 아쩨르바이창언 13잃5 5.2 η.2 1.3 14.7 1.7 
24 엉구쉬인 12,649 10.5 86.7 0.0 0.4 0.8 
25 후번인 10,309 35.1 63.4 0.2 1.3 0.0 
26 칼믹인 9,395 2.2 92.7 0.4 4.3 0.1 
27 카라차이인 8，1앉i9 9.2 89.1 0.2 1.4 0.0 
g 에르자인 8.120 4.3 !Ii.2 1.9 8.5 0.0 
29 모크샤언 7,551 6.0 84.3 1.8 7.6 0.1 
30 아드게인 7,191 10.1 !Ii.5 0.6 3.0 0.2 
31 집시 7,166 5.7 79.5 4.3 8.5 0.5 
32 코미-빼략인 7,023 6.6 63.6 6.7 22.8 0.1 
33 그쭈지아언 6,423 0.7 62.4 6.1 26.6 1.0 
34 툴다배아인 6,281 0.4 56.0 8.2 31.6 1.0 
35 타바사란인 6,184 18.4 78.2 0.0 1.4 0.3 
36 카헬리아인 6;아ì6 0.7 41.3 12.3 44.4 0.2 
37 그리스언 5,250 0.0 34.4 6.7 49.0 3.4 
38 한국인 5，'아)9 0.8 30.5 8.5 58.1 0.4 
39 셰챔인 4,931 7.6 82.8 0.3 5.6 0.9 
때람윈 4,673 5.7 87.3 0.0 4.0 0.9 

PT1: 노어나 민촉어가 아닌 제 3언어롤 토박이어로 사용하는 비율 

B: 이중언어 사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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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1 
(69.5) 

1.5 
79.5 
46.9 
73.7 
78.7 
41.9 
45.0 
71.5 
72.6 
66.5 
79.3 
78.9 
84.8 
88.1 
79.3 
68.5 
81.7 
24.5 
69.9 
71.5 
79.3 
87.6 
엄.4 

88.0 
63.7 
93.5 
89.5 
87.3 
86.4 
86.8 
85.5 
70.6 
74.0 
69.0 
00.9 
56.3 
57.6 
42.3 
86.2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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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첨 표 2. 40 주요 민족의 도시 • 농촌 별 러시아어와 민족어 사용 비율 ] 

민혹명 
견껴언구 도셔인구 놓혼인구 

민쪽어 러시아어 제3언어 벤족어 러시아어 제3언어 민족어 러시아어 째3언어 

천셰 인구 (94.9) (4.8) (0.3) (94.7) (5.1 ) (0.2) (!fi.3) (4.1) (0.6) 
소수민혹 전껴 70.1 28.2 1.8 60.7 38.2 1.5 'B:Z.7 15.1 2.2 - ------- ...... _--
1 러시아인 100.0 (=민촉어) 0.0 100.0 (=민촉어) 0.0 100.0 (=민족어) 0.0 
2 타타르인 85.5 14.1 0.4 ~.9 18.9 0.2 94.3 5.1 0.6 
3 우크라이나인 32.9 67.0 0.1 33.0 67.0 0.0 32.8 67.1 0.1 
4 추바쉬인 78.4 21.4 0.2 64.3 35.4 0.3 91.5 8.4 0.1 
5 바쉬키르인 73.8 9.8 16.4 66.8 18.0 15.2 79.4 3.2 17.4 
6 멜라후스인 29.2 70.6 0.2 V .7 π.1 0.2 34.9 64.8 0.3 
7 톡얼인 36.4 63.5 0.1 24.5 75.4 0.1 48.5 51.4 0.1 
8 아르메니아인 65.4 34.4 0.2 60.0 39.8 0.2 76.6 23.0 0.4 
9 우드우르트인 72.6 V.2 0.2 55.1 44.6 0.3 85.3 14.5 0.2 

10 모르드비니아인 æ .7 40.1 0.2 48.3 51.4 0.3 74.4 25.5 0.1 
11 마리인 'B:Z.6 17.2 0.2 69.9 29.8 0.3 91.2 8.7 0.1 
12 아바르인 97.4 1.8 0.8 !fi.7 3.9 0.4 98.3 0.7 1.0 
13 카작인 85.8 13.6 0.6 76.0 23.1 0.9 90.2 9.3 0.5 
14 요세티아인 93.1 6.5 0.4 91 .5 8.2 0.3 96.6 3.1 0.3 
15 ￥랴트인 87.2 12.7 0.1 76.1 23.7 0.2 94.2 5.7 0.1 
16 야쿠트인 96.3 3.7 0.0 87.1 12.8 0.1 99.2 0.8 0.0 
17 카바르인 98.0 1.9 0.1 96.3 3.6 0.1 99.2 0.7 0.1 
18 유대인 10.6 88.9 0.5 10.5 89.1 0.4 20.4 77.1 2.5 
19 코마인 70.6 29.3 0.1 53.3 46.6 0.1 85.8 14.1 0.1 
20 다르긴인 97.7 1.9 0.4 96.2 3.3 0.5 98.5 1.1 0.4 
21 헤즈긴인 95.3 4.0 0.7 91.4 8.2 0.4 97.7 1.4 0.9 
22 쿠믹인 98.1 1.7 0.2 97.0 2.9 0.1 99.1 0.6 0.3 
g 아제르바이잔인 ’79.8 18.5 1.7 79.0 20.1 0.9 81.9 13.8 4.3 
24 잉구쉬인 98.0 1.2 0.8 !fi.4 2.3 2.3 99.0 0.8 0.2 
25 후반인 98.5 1.5 0.0 96.5 3.4 0.1 99.6 0.4 0.0 
26 활믹인 95.1 4.8 0.1 f5Z.7 7.2 0.1 96.6 3.4 0.0 
v 카라차이인 98.4 1.6 0.0 96.2 3.6 0.2 99.5 0.5 0.0 
g 에르자인 89.6 10.4 00 .. U1 π.3 22.7 0.0 98.3 1.7 0.0 
g 모크샤언 90.4 9.5 엄.6 21.2 0.2 97.6 2.4 0.0 
30 아드재인 95.9 3.9 0.2 91.5 8.0 0.5 98.8 1.2 0.0 
31 집시 86.0 13.5 0.5 85.8 13.8 0.4 86.4 12.9 0.7 
32 코미-메략인 13.0 29.6 0.1 50.6 49.2 0.2 81.2 18.7 0.1 
33 그루지야인 64.8 34.2 11 .. OO 64.8 34.3 0.9 64.8 33.2 2.0 
34 를다배아인 57.7 41.3 56.1 42.9 1.0 61.4 37.6 1.0 
35 타바사란인 97.9 1.8 0.3 96.4 3.1 0.5 98.4 1.3 0.3 
36 카멜리아인 42.8 57.0 0‘2 32.1 67.6 0.3 56.3 43.7 0.0 
37 그리스인 35.8 60.8 3.4 33.5 63.1 3.4 38.4 57.4 4.2 
38 한국인 32.4 67.2 0.4 32.0 67.7 0.3 34.8 63.6 1.6 
39 셰검인 91.9 7.2 0.9 88.4 11.1 0.5 94.5 4.2 1.3 
40 확인 94.3 4.8 0.9 94.8 4.7 0.5 92.0 5.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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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챔 표 3. 40 주요 민족의 사회 영역별 언어 사용 ] 

면혹멸 
가앵 치빠를 ι ， 혜짱 

~ ’‘ 캘홈연f 검좌얀언 민쭉어λ ?러시아어 ι핀홈연 러잔얀어 
견찌 인구 (90.8) (8.9) (86.4) (13.5) (85.5) 04.3) 
소수민혹 견껴 46.0 52.2 

|……-…1@ 2…0 •• 2O‘ 
79.2 15.5 83.9 

l 러시아인 
“ .. ‘ •• _-------

(=민촉어) 
.. _--------------- -------------“‘ •• ‘…---------. 

100.0 (=민족어) 99.9 (=민촉어) 
2 타타르인 60.8 13.7 86.2 20.5 79.3 
3 우크라이나인 5.0 0.4 99.5 0.7 99.2 
4 추바쉬인 50.8 23.9 76.1 31.4 68.4 
5 바쉬키르인 55.8 19.9 76.4 25.5 66.3 
6 옐라푸스인 2.3 0.2 99.7 0.3 99.6 
7 톡일언 12.9 0.4 99.6 3.0 97.0 
8 아르메니아언 34.8 0.5 99.4 2.5 97.4 
9 우드무르트인 42.3 57.3. 14.7 84.9 26.2 72.9 

10 모르드벼니아언 23.6 

7&42367aS453856l 

2.0 98.0 10.3 89.7 
11 마리인 52.7 11.9 87.8 26.0 73.5 
12 아바르인 91.2 15.3 84.6 45.6 54.2 
13 카작인 49.8 1.2 98.6 5.2 94.5 
14 요세티아인 75.3 6.5 93.5 16.1 83.8 
15 부랴트인 64.8 27.0 72.9 27.4 72.5 
16 야쿠트인 90.7 9.3 75.2 274188 76.5 23.4 
17 카바르인 93.3 

%6 60 ••. 6O1 
28.2 39.4 60.6 

18 유대인 3.9 0.3 9769 .• EC 0.3 99.2 
19 표미인 39.9 24.0 25.4 74.5 
20 다르긴인 89.3 10.1 7.6 92.4 34.4 65.2 
21 헤즈긴인 84.2 1l50.22 13.8 86.2 39.5 60.4 
22 쿠믹인 89.6 4.1 95.9 25.9 74.0 
g 아제르바이잔인 46.5 532.02 1.1 

%@g9Z9J75884 

3.2 96.7 
24 잉구쉬인 96.0 16.1 20.1 79.8 
25 푸번인 95.6 4.4 70.3 69.8 æ.2 
26 칼믹언 35.1 69 .. 92 1.5 1.5 98.5 
27 카라차이인 90.7 0.6 16.2 83.8 
g 에르자인 59.8 

찌￡z￡l47322O2 
11.7 88.3 34.6 65.4 

g 모크샤인 64.7 18.2 8πl .. 84 31.8 68.2 
æ 아드게인 85.8 22.6 25.l 74.8 
31 집시 72.3 1.6 98.4 5.9 94.0 
32 쿄미-빼략인 44.8 21.2 

799&98328 
30.0 70.0 

g 그후지아인 23.4 

?8895a6B774 
0.0 0.6 99.l 

34 툴다배아인 12.7 1.4 0.6 99.3 
35 타바사란언 89.7 8.1 

g 999l%9791 

42.0 57.l 
36 카옐리아인 14.6 0.0 2.5 97.4 
'5l 그리스인 12.3 84.8 0‘3 0.7 99.2 
38 한국언 10.6 89.1 0.6 0.5 99.1 
39 세갱인 73.4 

22562.7 
0.7 99.1 3.0 96.3 

40 락인 72.4 3.7 96.2 10.4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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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Chul Hur 

The rnicro-population census of 1994 is the first full-scale nation-wide 

survey on population structure, econornic situation and language since the 

bre빼up of the Soviet Union. The language data of this census ha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language situation of the Russain Federation. 

However, the publicized form of the language data does not represent the 

language situation properly and in detail. A statistical method, named 

"Speaker-composition 뻐머ysis" provides us with a much more useful 

information and insight into hidden aspects of the language situat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on the speaker composition of major 

nationalities and its change between 1989 and 1994. It also contains data 
on the language use of the urban and the rural population, at different 
social domains such as home, school and work places. 

The study shows that the linguistic assirnilation among nationalities to 

the Russian language has been under way since the start of the new 

Russian Federation. Another challenge to the maintenance of national 

languages comes from the fast spread of Westem foreign languages, 
especailly English, which has gained an ever more importance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One can speculate from thi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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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situ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change to the Russian
nationa1-English multilingua1im or the Russan-English bilingua1ism. In this 

respect, surveys on language in the future shou1d contain data on the 

influence of foreign langu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