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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의 이중/나중 언어 정잭이 입얀디고 댄희디어/}는 역사석 맥럭과 내부어 

학ii 피육에서의 성책의 실행 과정응 통시가。도 고갈힘P 문씨 소비어1 닌 이 

중/디중 인이정색의 이콘괴 실제를 η1성히 I!→ i지 깐다 

이블 우1 해 본 인뉘어)서뉴 기존의 인f듭 바텅 P 균 크 ;11 세 기자 측띤에서 

ι비에트의 인이정 재을 안펴 1! 고지 한디 첫째는 억 1성 후 ←비에드 인이정 찌 

옥 혁벙 이진의 언어쌍황파의 역속션상에서 검로파고사 헨마 이는 소비에드 

의 인이정싹을 ,- 81 애드 시기얀의 인절된 역사포서가 아니과 제국 이시아도 

부터 문이만은 역사의 역속이샤 사대석 요구의 격과임음 보이;] 위한이다 드 

째， 소비어1 브 언어성책응 시기벌균 검토하고 소비어1 느 중앙의 성책이 번밖에 

어떻게 투영디있는사특 삼jî]보고사 한1 나 특히 소비에드 이중/나중 언어정잭 

?균 인해 언어 ii 새읍이 소비에느 시기별도 어떤기) 연화되었뉴지듭 짚어 봄 

으로써 인이 케 힌 피 실세 인이 상횡 간으1 긴극을 찾아l~. Jl.지 만디 셋째‘ ?비 

에]二L의 이증 다증 언어성책이 실제 학교 ii육 띤강에서 실행핀 \~슴은 살펴 

보고자 힌나. H] 러시아겨1 학 .ílL에서의 민속어 .ílL육의 심상은 소H] 에드 언어정 

책의 실상응 파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뉘소련 해 '11 이푸 소련 인빙「 f기 글 

이 치하고 았는 엔어 상황음 과익라는 품센점이끼도 하시 때운이나， 

λ1 기직 Ö i;'c는 I()세기 말부터 1 ~η0년대 말까지듭 인뉘의 대성 P 도 한다 19 

세기 민의 인이상횡으쿄분E] 연구를 시자히는 이유 는 혁냉 소 ↑t비이]트의 인 

어성책이 1()세기 닫 러시아 저] f의 언어 상황P 도부터 가인하였기 때문이며， 

1970닌대 민끼지를 연구의 디]상 시기포 삼은 이유 는 스비에트 연방에서의 인 

어 상황에 븐 멘화까 싣친석으로 익어나끼 시작젠 시끼가 표에)년대부터이기 

I대 분이디 1980 닌 이후 스민의 인이상핑 괴 스린 히l 체 후악 인이상핑에 미해서 

는 변도의 연구까 :;'1 행미어야 힘 깃이나 

2. 러시아 제국의 언어상황 

:i:: H] 에드 언어정책으} 밴희듀 논하기에 암서 우i끼는 소비에드 이진 러시아 

저[국의 언어 성황응 살펴본 펠잉기 있다 2) 1 ()세기 말 짜르기 지매했던 러시 

~) 기슨의 국내 연 F는 소 1I1 이]디의 언어정잭애안 연 F의 i점을 빗춤。듀써 라시아시) 

국으보부q 혁맹기보 이이지는 긴1 시이으I ~1 이 상횡에 '-11 한 ~~누가 미까했딘 것이 

사실이나 



Выражалась с трудом на языке своём родном



чужой

варварин  

злой немец

приезжие немцы розных государств отец был шкоцких намец держал веру     

немецкую



Исаев



коренизация ликбез

ликвидация безграмотности

В И Ленин Нужен ли обязате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ПСС т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вноправии т

｢ Правда ｣ ｢ Известия ｣

｢ Рабочая Газета ｣ ｢

Беднота ｣ ｢ Крестянская Газета ｣



소"1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져| 147 

에 입 z! 헌 억어정잭은 부지젠 인빈음 ll~육하여 벽병으} 이데옴노시듀 진파라 

논 현실직인 효융r생과 힘께， 비러시아계 민족에기1 민족주의의 씨앗은 심어주 

는 양닌의 칸 역할올 히였디 i 살 수 있디 

1 ~깅6년은 라딘둔자기 “새균운 E 자‘라는 이듭P 균 1터키어 겨1 띨의 언어에 

서]내된 히]이디 혁멍 이선으1 구까딘 지역의 인이들은 알피뱃괴 정지입으1 걱 

변에서 견게 여섯 가지 부 fr-호 나뉘어셔 았었나 (l l~l 과빗과 정사벅 헤계가 

없는 인이; (2)카릴 문지를 사용히는 인이 (3)이딘 문지를 사용히는 인이 (몰 

도마 1; (41사립 둔사즘 사양라는 언어 (중앙이 사아의 터키어 계연과 l'r직어 1 

아바브어， '11 젠어 낭); (::;)응골문자을 사용하논 언어 (61기타 증 f어을 사용하 

는 인부 지역과 이 wl 운어의 진동음 화립라고 있있던 L-'i- 시야약 이 닫머니아 

의 경우이다 

정색적으포는 ? 랜 문화션등을 가지 i 있었민 그투지아약 아프미l 니아， 그리 

고 일부 중f어 사용지역응 제외하고는 1920년대에 이마 거의 [든 언어낱이 

라딘운사득 사용하게 미있냐， 이리젠 멘회의 워인은 언어석이 요인보나는 정 

치가 R 인 때문이었다 다양한 애서이 기능하나 드L 께 서1 기지 원얀이 있었던 

깃으로 보이냐， 첫째. 소비에드 정1'1ξ 씨 E 으} 러시이 개국올 부니뜨 >:'1 고 둥 

싱하였?네， 키힐운자뉴 그 제 f 러시아의 언어을 표기하논 둔자였기 매문에 
살셔셰비카는 키딜문지 P 디는 이던문지를 선~히였디 크이인들 c'IiKrαndlcr 

1982:HI 에 따브띤， lD쩌년 이첸에 키펄둔자듭 사용하고자 하는 시 !1~나 제인은 

디1 시사아 츄비니츄(Grcat Hussian chauvinismJ"을 반영히는 것으죠 비판받는 

분위기있나， 젠펴， 아립문사듀 사용하던 중앙사시아 개국듀은 이 둔사듀 봉해 

끼、 81 이1트 영향권 밖에 있었민 이승란 세려피 걸탁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똥、? 

둔샤의 사용은 부랴드속과 감믹속음 격틱사킥 수 였는 작지1 랙옴 가 "1 고 있있 

다 따라서 소비어11-'" 정권은 이러한 심재까 위쉽 9 소듭 제거하기 위애 라년문 

사ii.의 진환음 시도하였나 듬째 1 라괴문사는 이 둔사듀 이 wl 사용파고 잉는 

서뉘의 인애 기계 및 승판 매시1을 사용힘에 있어 키펄묘자에 비에 떤실직인 

이전이 있었을 것이디 셋째‘ 30닌미약 띠)닌디l 악 관세 인이학을 주도랬민 "1 
브(M3rr， lH64-1 (34) 이 E 의 。1 한응 과소평가한 수 없다 마브는 읽스주의 。1

듀올 인이하이] 적용히여 인이를 상부구조포 피악히연서， 히부구조의 변화가 

익어났끼 nil 눈에 라시아어도 이유 바영라는 번회과정음 밟사야 힌냐고 수장 

히였디 그는 문지 연경피 관틴히여서는 사회? 으 1 익 받선피 한매 비틴문지를 

사용해야 한나수 수장응 펴게 된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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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중앙아시이의 터키어 겨]동 국/}든이 /1 문의 시쉽둔자유 라반운사노 

연경하는 놈의블 진행시켰고， 결~ lD'26년에 녀든 터키어 계통 카기늘은 E 자 

를 피틴 분지쿄 변경히기모 선인히였고‘ 19와)닌끼지 이던문지도으1 변경자업븐 

완성되었다(Crisp 19S():27) 이더한 추세뉴 시메리아의 소규_1 2. 언어피어l'ι 확 

산되이 20닌디]끼지 키릴문지릎 사용히빈 인이들이 이틴문지를 사용히기 시자 

했나 문론 이라힌 추세도 3D년대 듀어서매 급속히 키런문사로의 개진환음 빚 

게 된다 

1938년은 신딘권에 의해 비러시아어 팍 íl~에서의 리 λ1 아어 피육이 의부화된 

해이다 그 이천에 민족어에 대한 표순화 및 둔자개혁응 통애 민족어의 위성 

이 화립띠고 있었으나1 새로운 러시아어 어취가 민속어에 나수 소개디았기 nB 
E 어] 이마 러시아어뉴 기능직인 측딘에서 성층어~서의 우)성응 갖춰기고 있 

였Jl， 1[1 과서 이1λ1 아이 교용의 의무화는 이씨 I!→ 1건 지연스비운 걷괴었는지도 

넌른다 

러사야어 .ílL육의 의무희와 너부어 밴희동1 깃이 둔사의 .ílL 처1 였다 1935년부 

터 대부분의 소련 지역 언어글은 라틴문자듭 키힐묘자문→ .lli시1 하기 시 석한다 

소수빈족어딛호부터 시작된 키딘운사로의 변경 t 1939년 소비에드 공희국 중 

아제르바이잔이 기펄둔자균 묘 Af을 변경하딘서 실정응 이루었고， 1 D40년에논 

]루지야와 아프미]디아‘ 발틱 국가들 카낌리아 맛 이다시 이를 제외한 모긴 

소인방의 언어글이 키힐E 자듭 사용하기1 뇌었다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라딘E 

자포 비꾸려 했니:~비에드 당국이 19페닌디] 중반무너 에 키릴문지포의 선환 

옥 강력파게 사도했는지에 대히 해핍은 서직도 명화하시 않냐， 비파라브어 언 

이이] 치딜문지릎 사용히는 것은 여비 가지 인이학적 문세점들이 있었디 예를 

듣어. 해당 언어어1는 있으나 러시야어에는 없는 음소듀 j? 시아시 위해 빈속어 

의 읍운뉘죠어1 성파하세 부합하지 않쓴 비슷한 키펄 묘자듭 사용한 경우기 

맙았나↓0) 소여빙의 소수언어 중 하나 ~1 예벤키어의 경 우. 여?개 .è'-생 마친 

9) ，，1 이는 상부누조이꾀 하부f소의 언흐}에 띠미 상우누소가 맨작한디는 미 c 의 ~l 이 

。1 본，0 m，1I년 스틸민에 의해 111 판받뉴다 스틸란F 사회변화와 디블어 나마나는 

i{ln] 밴화는 주보 이휘익끼익 언삭이 y. 9-1 n] ::z1-체의 누소외 hf법은 사회누소의 밴화 

를 반영하는 시이 아니랴는 견해를 피력힘fO ，딛L써 거의 한 세대를 풍미했낸 마르 

。1 돈에 미 잠꾀를 찍는디 당사 소련에셔익 9-1 이학 논갱에 매한 띤누는 Rubel1st，히n 

( 19:;1)응 삼 ι하시오 
101 이는 한국이 이늠을 키런난지도 딘가함 경우 와전한 한국이 소리를 빈영함 수 없 

는 많은 경우를응 생각하며 쉬기] 이해힐 수 았능 문제이나 에를 을면 한각어 :'j 



в

Кванджу Пхенья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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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어특 가장 중요힌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격과유 냥꺼] 띠었 cc} 

비더시아계 민족의 언어에 ~.!-~ 한 권리듭 부여했던 레닌의 평늠 성책은 

l\BCD위게에서 11 는 비와 같이 스탈런에 와서 이미 이시아이 동화정 색으도 

연 .ll.되띤서 빙러시아주의의 색채듭 강하기1 띠 ;11 핀다 각 민족어의 위계듭 설 

정히고 이에 띠、 L 차벨적인 인이정재을 시행한 것은 모간 낀측으1 팽등성을 

보장히냐는 피1년의 주장이나 20년대의 헌볍 또는 딩의 강링과는 동t싣어꺼 정 

잭이디 이는 팽등주으1 적으쿄 1I→이는 인이정객이 실상은 ~비이1드 정권의 선 

낌 석 선택이었나는 깃욕 보여수는 깃이나 언어의 위계신정은 맑간주의 이론 

은 언어에 작용하여 지매하거나 지배당애야 하는 민족응 규성하논 것이나 마 

찬가시있다 이는 팩벙익 이상과 만근1 소비에드의 민속 정잭이 나와 마사특 

뉘분하고， 번러시아주의의 기초 위에 증심부 터시아와 주변부블 걸저하기l -f 

꾀했디는 사실을 극1성히거 11 여주는 사려]이디 

이더한 역사직 맥팍 속에서 레닌파 스달린의 언어생책은 헥명의 이상에 따 

른 재 민족듀의 동등구] 보장이라는 측면보나는 도판에따피아 사회수의 공회 

국응 긴설하기 위해 이둡 통한 파워엘리닌파 대중 간의 빠른 소통의 통도블 

마련히냐는 진낌r 석 뜸번에서 이해해야 힘 깃이나 lU 

1DGR-1DG9년은 소련의 언어성책이 테닌의 평딩주의에서 한받 더 멀어지는 

계기가 1'1 민된 헤였디 이미 스탈런 시기에 스민 정권은 인이들을 j\BCD 니] 

잉냥P 도 나누어 민족어파 러시아어 4ι육의 성"→어) 자딩응 눈 바 있었다 흐 

루시초프는 여기에서 한받 더 니아가 중요딴 두 가지 정잭을 입안히는데 첫 

째는 부모어1 게 자녀딘의 러시이어와 민속어 .ílL유악 선택1'1음 부에힌 깃이며 1 

물째는 낀츄이 교육을 악무화히지 않은 조지였디 。1 미 '-'1λ1 아이가 기능적인 

측먼에서 쌍층언어악 지위유 확보건1 쌍황에서 언어 선택1'1 의 부 여는 빈속어 

에서 러 λ1 아어도 .lli육매깨어블 변경하논 촉매식용응 하;11 되었고， 민족어 의 

부 íl~육의 폐지는 빈족어유 선택과목으호 진릭하게 함으로써 리시아어와 빈속 

1]) 에년까 스틸민의 언어정잭 3 일건 상반피 미 일관성이 있는 시치럼 보얀다 끼년의 

9-l n ]/J 잭은 극l 애 '11 가지보 요약년 수 있디 껏애) 소수η1 우으1 누이릎 안이보 /8 작 

λ1 커 ι 표기수단。닫 라딘 알파멧윤 차용한다 듭쩌 민족 지역에서의 교육건 맨족 

"1보 수진]한디 셋찌1 보 E 민끽 "1 는 능능한 지위듣 까지 j 각 민끽 지역 아에셔 

완신한 킨 ι1 는 누린다(히숭칠 199~:141i) 이껴한 '11 닌의 연어정 객건 도착회라는 개 

념으보 11-약‘관 수 있는 빈딘 30넌니1 숭빈 이'f- (-:타린으1 인 n] 낌객은 레닌의 냉능 

주의를 벗어나 러시아어 문화정객으노 전렌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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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τ 「δ1 τ L二 .ll!..J: 。주 

1897 0.07% 1.03% 

19711 4.:!% 44% 

1970 6.8% Q • 7% 

한편 인이정찌괴 관민히여 주익히l 살 아한 지료는 인이 교처l율이디 f비이] 

드 시기의 언어정잭은 떼니의 평둥수의 정잭이 까:단란 이후 리사아어 동화정 

잭으로 디]변되는 범에시아추의 정 색으도 변화되었응 을 위에서 산펴 I! 았디 따 

라서 1930년대 이후 소비에드 연냉악 비리시이 계 민속든은 급속히 려시이어 

묘의 능화 과정응 자의 :[논 타의에 의해 겪었응 것ö3c 주경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뉘새직인 언어 관련 자검같은 묘자1 기 그리 단순하지 않았음응 시 

사해 주 i 있다 본 장에서는 민측이에 디]만 팽등정색에서 ι1 사 ö}이쿄의 똥호} 

정책으로 소Hl 에드 언어정책이 밴회꾀어 감에 따라 이웅언어 사용의 혀산은 

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료를 등히l 산펴 1! 고지 한디 

소련 시기의 언어 쌍황은 수호 인구선1 서/. 격과듀 용해 가듬해 올 수 있 

다 저[정 2j시아파 소비에 느 시기， 그리고 소비어1.'닌 해 '11 후에 .:;，-t -:f 직 P 균L 실 

시된 ~l 구선1 서/.는 층 에넓 사에 11897， 1926, 1937. 1939, 1959, 1970, 1979, 

19에))였 P 며 각 사기벌 딩콕 인뉘수논 다음파 같다 1SJ 

107H:Cí j 

J:il 이외에노 꺼제 인f듬 iCll삿으보 히지 앉은 꺼본 i시 성격의 c;l -=r-센서/.가 몇 치 

비 있었다 10~1I년의 인 F 센서스는 내산 시기에 지리껴 망F 지역이 누릭도1 었 ι 

1923넌의 센서 "'0 는 노시에민 국한 되였디 소런 해채 주。1I 끼시딘 199，1넌악 인누센 

서스 역 λ1 신제 인「의 :1%안을 대상。피〔 한 표본 주사었다 한펀 소 "1 에다 시기의 

인+센셔 "'0 는 III "1 Ej의 i삭 까능성으보 인에 껴미 가지 안서1 심을 지니 y- 있디 사 

실파 풍계의 유포는 중앙정 111 의 통제를 위한 수난"구 。1 용도1 였기 때문에 만뉴 정 

보는 숭앙4부의 천 011 한 융거] 히에 있었으며 1 이를 위。.11 "IL 시기에는 이예 E 식 

적인 정보를 낼표하지 앙는 갱 1LtE 있었다 예를 늘변， 보통 111'난 간걱 o 닫 실시되 

는 인누센셔 "'0가 /.바단 앙엽에는 이예 끼시도1 지 않았기 내안에， 1939넌 öp~:. 의 센 

서스논 19:;~l년에야 실시 "1 였 i.L, 0] 구 인해 시대낼 정확한 갱향응 가깐하는 시이 쉽 

지 않디 또한 각 사기면보 인이센서/.의 낌보 힘 lj 듣이 른 치이듣 보이는 칭우가 

많다 여1 를 틀며 ， 1920'녁 씬1 시스에시는 총 194재의 민1족득응 열거 과고 았으Lf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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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시 ofl소비에트의 총 인구수 번화16) 

1897 (러시아제파) 125,640,021 

1926 147,000,000 

1937 170.000.000 - 161.500.000'" 

1939 170.600,000 - 168.500.00C 

1959 208,827.000 

1970 241.720.000 

1979 262,400.000 

1989 282,7.t2.511 

총 여댐 치례의 선국 규모 인구센서스 충 제 1인이와 더불이 제2인이에 디] 

한 정보듭 난고 였었던 센서스논 70년대 이후의 세 맨에 같친 인뉘센서스였 

디 l51 스탈련 이후 강력한 이 λ1 아이 통화정객이 실행되었디먼‘ 비 δ1 시아게 꾀 

녀의 센시스에사능 101개의 1i' 1족닫을 열거과고 있나 70이 녀 사이에 무려 5Cι 에 

。1 드논 민족이 사라졌다논 치 Ff 증앙정 1l1 의 강력한 껴 λ1 아 옹호}정잭파 이주정잭을 

고에하너라도 이해하/1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1959녀의 인구씨시스에시능 러시아 

어를 세의한 시] ~연어애 대한 항목가제가 닐어있가 않아 인족문제의 중 g 이 (T인 

민족어의 현실응 /1 능과는 것 사 '11/1 올끼는하있다 

](i) 본 데이터는 7]중 센서스 데이터를 정，，]해 놓R 러 λ1 아 사。1 도 Ih미)://dem() 

scope.ru/) 외， Grenoble(2000), Grimes(20001 를 승합한 것이디 최 져 의 숫지 는 소비 
ol]C의 상끼 넬표 인 F 수。]며‘ 우측의 숫가는 실제 인 F수이다 

17) 1937넌고1 1939년의 인누센셔!-::에 의한 총 인눈 ↑=이11 1.1]611 셔는 논란의 여지가 많 

다 소 11] 이]다 정건 하에서의 것 벤째 인 F 센서스가 1 ~.μ6년에 실시완 이후 두 먼째 
9-1 이 센셔스는 1937년에 예싱 되이 있였디 이에 앞서 스탄린은 삶의 수r이 향상됨 

。 E써 인 F가 1~:l7년에는 ]억 8선안， mj~년에는 1 역 8건 3백만이 될 싱이랴는 사 

사육 9-1는 끼)제득 웅헤 매l.iI적으보 선꺼히였디 그마니 1937넌 인f 센서스를 동。'11 

느러난 결파는 l~:j~-:i4년 사。1의 기근。묘 인해 l 억 6 선 2액안애 블파하었다 。1 러 

한 오듀 를 인우1 적으보 소삭히기 위 에 소련 공산당은 1939넌에 c;l -=r-센서/.를 재선 

λ1 하였고↑ 경득 인구수/] 1이 7천만에 이른 것으i 받표되있나 



родной язык

родной язы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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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이후의 강럭힌 러시아어 동화정잭에도 분구하고 큰 번회가 없있던 깃이나 

언어 Ìll새기 나격하기1 나타난 시기논 실제균 써년 대 이후였읍응 우)의 자료 

는 11 여주 OL 았다 

이 자료에서 민족어듭 저1 1 언어균 사용하는 그롬에논 민족어민응 사용하 

는 그휴피 민족이를 세 1인이포 사용히면서 1..'，1λ1 아이를 제 2인이포 사용히는 

L납이 :1-함디어 있어 이 사료유 옴 [1 세분회 해 보먼 나음과 끼은 격과특 
얻을 수 있디 

표 3 민족어 유지 비율의 변화 11때1 

연던 Uv[ lB AB AVI 

1 ，η11 :i l11 '-{(i.7 ’] 9.2 

1 ，η9 ’7.fi 4’8 ’5 
111.1 

19에) 111. 1 덴J.II 4J ~U 

H)~μ fi.1I fi 1.(i ’5 
~~.O 

이 자료듭 통해 우리? 민족어 유지비융의 변화 방향응 다음과 같이 정 <'1 

할 수 있다 것쩨‘ IS써O닌미 이선에는 비통화 그륙( U.\:l괴 LB)이 몽화그휴íL\B 

와 AM) 간의 이동이 거의 없있나 듣째， 1980년대 이후에는 비동희 l{}임언어 

(Llvr Unassimilatcc1 monolingualJ.::7.륙이 통화 난연인이 í1\.\:[: l\ssimilalαd 

münülinguall ，-1.납으호 이동아있나 셋째， UM . .L호은 소비에드 진 시 끼 동안 

20) 소"1 에 c 시기의 인 F 센서스 결파가 보여주는 I근호성을 피하기 위해 :ii1ver(]974hi 

는 i{!이사응지득 너] 까지 배다척c;l -r듭으보 디음과 ?}이 분듀히였디 (허승천 

19，μ， 199H에 서 g 약 새 얀 웅)‘ (]) 이 동화그룹(lJJ\.T: Ln <:l ssilimaLed lVlol101ingual); 인 

송이만 사용， (21 비능 >1 이숭아() 1τ즙rUB: l~n8ssilimated Bilingucü); 민킥이릎 서111 

엔어딛 껴시아어를 시:2언어"i_ 사용， (녕) 흥회 이증언어그즙U\.B: Assimilatεd 

Biligualism)‘ 이시이이릎 게 1 ~l 이보1 민끽이를 제 2~1 이도 사용 (1) 6' z.-lτ 읍íA'c1 

AssimilaLed \lol1()lingua]); e네시아어만 사용 본 연 ?-61l서 인족언어를 시1 1 언어듀 

사응히는 비융은 U1\J괴 [띤듬 합한 수치이 j 이시아이듬 서11 1 ~l 이보 사용히는 비 

읍은 Aß따 A'cI응 F! 친 수지。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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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화 이증언어 (UB: Unassimilaled bilingua!ism) L즙으보 F쥬히 이동하였 

다 이러한 정향은 비잉화 이증언어(1Jnassimilated bilingualislll), '-~- 러시아어 

가 제 2인이의 지위를 가지뇨 있었민 그룹븐 비통화 인영인이 ]룹이 이통한 

것 Ö3'c ， 깅픽한 21 시아어 E화성책에 l ，~ 불뉘하고 비 E화 그릉파 농화그릉 간 

의 이통은 까비에트 선 시기 동안 /1 악 임이니지 않았응을 암 수 았디 기존 

의 연구듀은 수노 소비에드 빈속정책의 익환으로서의 라사아어 동화정잭에 

숫전을 맞추이 ?비에드 선 시기에 건쳐 이시아이가 상증인이포서약 지위를 

가꺼 깃으호 해석하였으나， 산시로 러 λ1 야어/} 쌍층어노서의 시위득 강희하 JI 

λ1 삭한 것은 RO년대 이후인 것이다 

핵벙 직후 소비에드 정뉘의 주요과제는 혁병익 이상을 건과석으호 진과야 

기 위한 수단。균 학ii에서의 이증언어 피육응 실행하고자 했다는 싣에 대해 

하지들 긴에 긴 이견이 닮는 것으쿄 11 인디 21} fr:-세는 스탈련 이후의 언이 상 

황에 대한 해서이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인f 늘은 혁염의 소용늘이기 진정 

디고 까:딘권에 의힌 강럭힌 전민 정시까 사비 작사 이후 소련의 어어정잭은 

21 시아어쿄의 E화성책이라는 븐 방향생윤 기진다고 기술애 왔다앙) IDG9년 

엔어 선택1'1음 팍생에게 부여하여 익견 러시이어와 '?l족어유 자유납거] 선택 

한 수 있!，~독 하였던 언어범 역시 실제균논 상층언어인 러시아어의 지우1 듭 

강화히는 켈괴를 가져왔유을 여 él 연구들이 "1 적"61- Jl. 있디 (Silvcr 1974,‘ 

ID74b) 이 랴한 일련의 인f글은 러시아어균의 ~'.~화블 워한 소비에 6의 이중 

인이 정책이 실상븐 낀깐이 민산 정객이었디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디 

」라나 언어핵심은 석어도 민속어 말삼정잭어1 도 분구파고 심재석으로 빈족 

이 사용껴디 이 λ1 아이 사용이 늘이닌 사기는 1980닌데 이후었유을 P 여 i:: Ji 

였나， 비러시서겨1 민족든 중에서 러시아어호의 언어 .ílL 체비육이 1980년 이후에 

와서야 나 격히 늘어난 것은 스단렌과 흐푸시초교의 깅팍한 랴시아어 ~'.화정 

잭의 격과였나끼 보나는 브에즈데도 이후악 정시 사회섞 여건이 너 븐 작용 

응 하였읍응 알 수 였다 스탈렌 흐루시초극 브레스너1 극균 이어지는 소비에 

트 정권 히에서 이1 시아이 동화정잭의 기본 기조는 변한이 없었 S 에도 불구히 
고 왜 브레스1jl 극 이푸 IDHO년대어1 늘어파 언어지헝ι어) 은 변화기 있었뉴지 

21) 소비에느 4 권에 의에 민 ?이 υ「유이 처음 제노보 ~l 싱된 것은 위에셔 1(1 답한 비 

와 샅이 191H년 111 월 꺼일의 L검령이) 의해서이다 

22) 193C넌 샤11 16치 공산당 내회에서 "꽉딘이 께시한 민 우4 채 술보건이 “민 순척 현 

식과 사회주의 석 내용’은 이를 질 바염과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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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변도의 세딜젠 역구까 띤요낌 깃이다 l라나1 핵벙 후 2에대가 

지나띤서 더시아어기 정치가。도나 현실직인 가능띤에서 확고한 상층언어도 

서의 지위를 확립히기 λ1 자깐 것이 1980닌대부너힐 것이이 i 추걱히] 살 수 

였응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익 이충인이 교용이 칠서히게 i이]시。아}。이i.'모;으익1 통화정찌으1모;” 

흘렀는시어에1 대해서도 지재}고해 폼 푸띤1요가 있나 심지]노 팍 ílL ílL육에서의 심상음 

I! 여주는 자료들은 비이시아게 민측 학교에서 비시아이 교육이 획디]되기는 

아였으나 l맹다고 민속어 íl~육이 금지디거나 츄소디시는 많았음옥 보여수고 

였다 다음은 Ander전on & Silver([()S4)가 1(J:l4년부터 1DSü년까지의 소비에 늑 

꽉쿄에서의 이중언어 ílL육 혀황음 보여주는 사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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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수 (8↑캐 민족 대상) 표 4 모국어 교육를 받을 비러시아계 

수학 과학 또는 

언어 문화 피육에 

민족어 사용 만족 

수 (III) 

언어 문혁 

ii육에 민족어 

사용 민족 수([]) 

수혁 파희 

피육에 

민족어 사용 

민속 수\lI 

~.T 0_ 0 허 
...Ll!.."-'[ lT -ö 

ι
ω
 
바
 
이ι
 디
아
 →며
 이ι
 떼
 다
띠
 
뎌ω
 

rm 

μ
 U 

때
 {
며
 낀ι
 
”” 
낀
띠
 잃 

여
 때
 미
씨
 퍼 런
 끼
인
 제 γ
ω
 %ω
 

1934-1940 
1941-1945 
1D46-1D::;0 
1951-1955 
19",-1960 
1D61-1D6G 
1D66-1D70 
1971-1975 
1976-1980 

종 101개의 역구대쌍 비라 λ1 아셰 빈속 중에 837B 의 '?l속든이 석어도 1년 

이성의 민족어 ii육응 받응 수 있었。며 이 중 수학 과학 ii육에 민족어듭 

사용히 민속의 수(])와 언어 문학 ílL육에 빈속어듀 사용젠 빈속의 수([])， _ n.1 

고 두 항목 중 어느 항목에서긴 민족어블 샤용한 민족의 수([[])듭 표에서 본 

67 67 67 1934-1980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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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 L 」납은 ílL육의 수 매개 언어가 빈속어있음음 보여주며 II. 1.납은 민 

족어 피육이 허용뇌었읍응 보여순다 

표에 의히연 2차 세계미선 이후 깐측이 교육이 깎까히 i 있E 올 알 수 있 

다 따라서 스탈린 이후의 라시아어 능화성책이 학 il 피육에 선 l낭부분 만영되 

였다는 히]식이 가능히디 여기에는 정재적 영향뿐만 아니괴 1.1，1 시아에서익 수 

꽉과 과팍 분야의 센진이나 러시야어호 된 나양히 il~개의 개센 둥과 긴은 비 

정 써걱 요인들도 긴 영향올 미쳤올 것으도 추걱할 수 있디 그만 rll 특이 한 점 

은 민속어유 괴육매개 언어노 사용라는 민속의 수(.L~])는 강:i::젠 바먼 1 빈속 

어듭 il파파목P 문 기브치는 비러시아계 민족의 수(그롬IJ)뉴 싱대직 P 균 三크 

게 주시 않았나는 겪이나 이는 간틴란 이후의 강럭해시는 리사아어동화정잭 

어l'↑ 갈f하고 민족어와 러시아어 간의 평늠응 보강했던 헤닌의 i령늠주의 기 

조는 걱이도 학교 교육에서는 유 지되j 있였e 올 시사한디 

한싼 민족어듭 il육의 매개언어둔 사용하논 민족 수의 깅소에도 갈뉘하고 

비리시아계 꽉쿄에서 .ílL과과복으5'. 민속어 괴육음 받는 기간은 나읍 X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기 하였다 

I그룹은 민족어 R서의 정규피육 인한이 지속가P 도 승어글고 였음응 보여 

준디 즉 제 2치 세계디]선 이선에는 팽균 5.48하닌끼지 민측이를 교육매기]이 

균 사용하였、P 나， 그 인수기 싣차직。 R 승어늘어 ID80어] 이르띤 3.2 1 펙년P 

E 줄이들었응 올 암 수 았디 그이니 1l::7.륙익 데이너는 빈미로 낀츄이를 교 

과과목으호서 배 우느 끼간은 시속석으호 늠어냐고 있응욕 인 수 였나， 즉， 러 

λ1 아이의 위상이 교육이니 사회적 기농연에서 획디]되기는 히였으니‘ 그렇디뇨 

하여 민속어 .ílL육이 진석으5'. 축소디거냐 등한1 시몽1 깃은 아니었나 소비에드 

의 언어정책이 스당렌 이후 천자 P 도 러시아어농화정책의 방향。 R민 지속되 

았냐고 복 수 없으며 1 섣랭 J.~깅냐고 아너라도 정객으노 인힌 러시서어호의 

상화현싱이 실제도 현실에 칠저하기1 만영뇌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진 단순화 

가 아닌 수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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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족어 교육기간 (년) 

수학 _llj 학 인이 문학 
수학 과학 

Æτ 。「 기 。1 ” 정 교용에 민측이 교용에 낀측이 
또는 인이 부파 

사용 연수(]) 사용 연수\ll) 
교육애 인측이 

사용 연수 ílll) 
;l.:;} 

1934-1940 5.48 5.38 5.94 
1D41-1D4::; 4.10 4.10 4.66 
1D46-1DGO 4.74 f) .14 ,,3) 

1951-1955 4.92 5.29 5.48 
1956-1960 4.57 6.l8 6.21 
1961-1965 4.26 6.35 6.36 
1D66-1970 :,.6:, 6.22 fìZ1 
1!J7l-197:J 3.43 6.8:J fì.85 
1976-1980 3.21 6.93 6.93 

5. 맺는말 

이상으1 논악를 등히] 본 연구에서는 디전 괴 같은 얀급으로 켈품을 가류할끼 

힌나， 

것쩌11. ~-비이1드의 인이정재은 ÷민 시디l'사의 산물이 아q 이‘ 19시l 기에서 20 
세기 긴 러시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상황의 연속선쌍에서 이해디어야 

한다 

듣애. 소비에드 시 시의 수사에에 검치 정책석 밴회에도 분구하고 J. 딘린 이 

후 소비어11"'. 언어정책에 번치 않고 지속직 。 iêc 유지되었먼 불벤직 9 소? 범 

이 λ1 아추의였디 혁벙 jR E착화포 디l변되는 \=1측이 부흥정재이]는 벅사회?의 

에 암각한 레닌의 ι영딩주의기 가저어1 깔려 있었。 f. 이후 소비에느의 언어정 

잭븐 스탈런 JS __ 루시초프 닙 i헤즈 '11 프를 기치 1건서 버시아이 동화정재으쿄 변 

화됩으로써 나와 바 ^f듀 구분하고 중샘파 수변음 구분야면서 」 중심어1 러시 

아를 상정히는 벅이시아추의쿄 변질되었디 

셋애. 재정리사아의 언어 상황이 소비에드 75년 간의 역사 속에 복작헨 나어 

어 디민즉 #가로서의 흔작을 낚긴 것과 "1 찬가지로 ι비에브"1 인위작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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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잭이 구 소랜 연맹 국가든어1 게 복강히 어어상황음 야끼 λ1 킨 깃은 사산이 

다 그라나， 소비에느 언어정책이 실제R 소비에느인의 삶 속에 스며 든 것은 

인이교체가 급속히게 진생된 l!l1에)닌대 이후이디 이후 구까민의 히l 제 시기끼 

지 뉘 소련 연방 커기늘의 이증언어상황 속에서 러시아어는 성젝직인 지원 

피 현실적인 필요성으포 인해 상증인이로서익 위상올 한증 강화해 니갔디 

구소연 해체 이후 대부분의 국/}f，이 이증/나증 어어 상황에서 시배엔어의 

위치를 이시아에서 민 r투이도 디l 체 λ1키려는 노려올 히Jl 있i‘ 끼， 81 이]드 정권 

에 으}해 엔성되 눈샤듀 키민둔사에서 라빈운사보 미등 ~I 는 과정어1 있냐 l러 

나 이 과껴은 단순히 언어성젝의 법제화나 제 ?ι가인 보완P 흐 해실띨 E 제기 

이니어， 국민듀의 의식 속에 샤리 작은 상층어어호서의 랴 λ1 아어의 시위록 민 

족어균 대 '11 해야 하논 어려운 E화거， 사회 경제직 생애불늘응 기지고 있음응 

인식해야 한다 



｢ ｣    

｢ ｣    

｢ ｣  

 

｢ ｣   

｢ ｣    

Вайсс Даниэл Новояз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Вахтин Н Б Языки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ХХ веке Очерки языкового     

сдвига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ДмитрийБуланин

Данилов Г К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нерусских рабочая книга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вузов совпартшкол и школ взрослых ое изд

Москва Изд Народов Союза

Иванов В В Михайловская Н Г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средство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актуальные аспекты и проблемы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Исаев М Языков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ССР Москва

Ленин В 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Москва

Поликов Ю А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года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М осква Наука

Сарнов Бенедикт Наш советский новояз маленькая энтиклопедия     

реального социализма Москва

елищев А М Язык революционной эпохи из наблюдении над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оследних л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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