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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한글운동’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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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초기 한글운동의 기원을 찾아서

해방 이후 북한은 문맹퇴치운동을 시작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급격한 한글운동

을 전개한다. 식민지기에 좌절되었던 ‘조선어의 국(민)어화’ 기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조선어는 지배언어/공용어가 되기 위한 언어 내적 정비뿐

만 아니라, 그것의 대중적 기반을 만드는 교육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그때

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어가 차지했던 언어적 지위를 급진적으로 대체해 갔다. 그

결과, 1948년에 문맹자의 98%가 문맹을 탈피했으며,1)1)잔존 문맹자에 대한 완전

퇴치 운동도 1950년으로 끝나게 된다.2)2)또한 문맹퇴치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朝鮮中央通信社, 1949 朝鮮中央年鑑 1949, 朝鮮中央通信社, 135면.
2) 교원신문 1949.10.27. 북한 체제 형성 초기의 ‘문맹퇴치운동’에 관해서는 고영진, 2005 해
방 직후 북한의 ‘문맹퇴치운동’에 관한 일고찰 言語文化 8-2; 이주환, 2005 1945～
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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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개혁의 상징으로서 “1949년 3월에는 한자를 폐지하고 모든 출판물과 국가

공문서들에서 한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여,3)3)“동아시

아에서 완벽하게 한자의 폐지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4)4)

이러한 위로부터의 급격하고 전면적인 한글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식민지

기 지배언어인 일본어로의 동화를 거부하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한글 운동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해방 이

후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급격한 한글운동이 전개된 것을 보더라도 당

시 남북한에서 전개되었던 언어운동은 민족 해방의 상징이었으며, 그러한 탈식

민지화를 향한 열망이 식민지기에 좌절되었던 조선의 언어적 해방을 급격히 추

동한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언어운동을 식민지기 한글 운동

의 연속에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과 동시에 착수된 사회주의 체제 형성이라는 시대의 격변기에 북한이 갖고 있었

던 고유한 언어적 과제는, 식민지기의 한글 운동의 그것과도 남한의 그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안고 있던 언어적 과제는 우선 조선어의 근대화 작업이었다. 식민지기

에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어 규범화 작업은 민족의 공용어로서의

‘국어’의 틀 속에서 재구축되어야 했다. 두 번째는 조선어의 탈식민지화였다. 해

방 후에도 일본어라는 제국어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

선어를 부활시키고 독립시키는 과제에 착수해야 했다. 이 두 가지는 남북이 함

께 공유했던 언어 문제의 당면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조선어의 사회주의화라는 궁극적인 언어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앞의 두

과제는 이 세 번째 과제를 위한 전제조건에 다름 아니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

서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과제인 사회주의적 언어로서의 민족어의 재

구축 작업에 착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언어적 과제를 단

기간에 수행해 갔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소련의 소수민족 언

3) 전혜정, 1987 문맹퇴치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21면.
4) 고영진, 2006 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言語文化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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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책이 참조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과 유

사한 언어적 과제를 안고 이미 20여 년 전에 한글 운동에 착수했던 소련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적 경험은 북한 초기의 언어정책과 구조적인 유사성이 발견

되기 때문이다. 초기 소비에트 정권은 현지화(коренизация)라 불렸던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모어에 의한 교육을 기본으로 삼아 민족어의 보급과 진흥

에 힘썼다. 개개의 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에 대해서는 각각의 헌법으로 주류 민

족의 언어가 ‘국가어’로 정해지기도 했다.5)5)이에 따라 고려인 사회에서도 좌절된

민족 독립의 꿈을 민족 자치의 실현으로 치환해 가며 소비에트 정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고려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근대어로서의 ‘고려어’ 창출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과는 달리 일본침략주의로부터) 직접 압박을 밧

지 안코 살어가는 쎄쎄쎄르 안에 잇는 고려 민즁은 고려혁명의 가장 큰 책임”을6)6)

진다고 하여, 스스로를 조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선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것은 언어 면에서 조선어의 탈식민지화와 사회주의적인 근대화의 지향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소련의 민족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유한 민족어의 한

계를 지양하고 도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인 사회주의의 언어로서의 러시아어를

염두에 두면서 10여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민족어를 둘러싼 언어적 고

투를 이어갔다.7)7)

5) 渋谷謙次郎, 1995 国民国家 の位相と 言語の権利 (二): ソビエト連邦の 国民国家 化に

いたるまでの 民族 と 国家 の比較法的考察に向けた試論 早稲田大学大学院法研論集 73.
6) 한일합병에 대한 간략한 강목(綱目) 선봉 49, 1924.8.29.
7) 소련 시기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운동에 관해서는 고송무, 1990 쏘련의 한인들: 고
려사람, 이론과실천 등의 선구적인 작업 이후로 자료 발굴이 진전되지 않아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에 독립운동가이자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고려어

교원을 역임하며 교과서 편찬 및 조선학 전반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남긴 계봉우의 저작

이알려지면서그에 관한연구서가 편찬되기도했다(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편, 2013 러
시아의 한국학과 북우北愚 계봉우 桂奉瑀, 소명출판). 여기에는 계봉우의 언어학을 분석
한 논문도 실려 있다(조원형, 언어학자 ‘게봉우’: 민족어 연구와 마르주의 사이에서 위

의 책, 95-137면). 또한 당시에 간행된 교과서인 붉은 아이 1~2권을 발굴하여 계봉우의
언어운동을 포함한 조선학 전반의 의의를 규명한 임경화의 논문(2013 계봉우의 조선 시

가 연구 고찰: 소련 시대 민족문화 창출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9)은 본고
집필 시 기초가 된 선행 연구이다.



182·한국문화 73

본고에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에 급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된

한글 운동의 기원으로서, 구한말 혼란기와 식민지기에 한반도에서 북상하여 연

해주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들이 거주국인 소련에서 문화적 자립 운동의 일환으

로 전개한 언어운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구조적 유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소련시기 연해주 고려인 사회와 문화자립운동

10월 혁명 전까지 제정시대 차리즘의 동화정책 아래 “빈궁에 쫓기고 압박과

착취와 민족적 학대의 채ㅅ죽 아래에서 휘몰리어 다니던”8)8)연해주 고려인들에

게, 원칙상 민족 차별이 없이 공화국 사이의 자유 결합에 기초하여 민족의 노동

계급이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형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표방한

소비에트연방의 헌법은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23

년 3월 1일에 창간된 고려어 신문인 선봉이 1924년 7월 15일자에 소련 헌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서 “각 민족들은 긔의 활이나 긔타 정치, 경제, 문화 

업에 다 긔의 자결여 간다. 그는 각 민족이 자긔의 말과 글노 기 문에

모든 것이 일층 발젼하야 계급전션을 더욱 견고케 는 ”이라고9)9)표명하고,

“고려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의 젼례에 의지야 치를 허락여 줄 것”이며 그

것은 “유 평등에 목마른 고려인에게 큰 복이며 활의 향상과 발젼은 지금

보담 더 일층 진보될 것”으로10)10)전망하고 있는 것에서 명백하다.

소비에트화를 전제로 한 민족 주권에의 희망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민족문

화 창출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스탈린 집권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25년 무렵부터 제기된 유명한 ‘형식상 민족

적, 내용상 사회주의적’이라는 스탈린의 테제로 이어졌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민족문화를 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 내용을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8) 원동 조선인 로력자들에게(경고문) 선봉 1633, 1937.8.18.
9) 사회주의 소베트 공화국 동맹 헌법 제뎡 一주년 긔념에 대하야 선봉 46, 1924.7.15.
10) 쎄쎄쎄르(사회주의소베트공화국동맹)과 각 민족 관게의 문답 선봉 46, 19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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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는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 형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전인류적인 문화이다”라는11)11)스탈린

이 제시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테제는 보편성과 단일성을 가지는 프롤레

타리아 문화와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지는 민족문화가 각각 내용과 형식을 채우

며 모순 없이 조화롭게 상호발전해 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

트 머조리티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소수민족들이 ‘조화형 민족문화’를 추구하는

원리가 되었다. 이 테제에 입각하면, 민족문화는 적어도 형식면에 있어서는 지배

문화로의 동화가 요구되지 않고 자율적인 발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려인 사회의 투사

들에게는 혁명의 땅 소련에서의 민족자치 실현의 꿈은 양자의 대립을 지양하는

대안이 되었다.

이것은 고려인들에게 소련공산당의 방침이나 공산주의적 교양을 대중적으로

선전할 목적으로 창간된 당의 기관지적 성격의 고려어 신문이었던 선봉의 노
선 전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선봉은 1923년 3월 창간 당시 제호를 ‘三月一日’
로 하고 “로시아에 거류는 고려 민즁을 상대로 는 이외에도 즁령이나 미쥬

나 내디에 잇는 군즁지를 상대로 하야” “고려혁명에 대 민족뎍 협동젼션을

촉셩기”를 제일의로 표방했으나, 같은 해 6월 무렵부터는 독자의 범위를 “우

랄산 셔방에셔부터 두만강 북족지”의 “쎄쎄쎄르에 리박은 조직된 고려 민

즁”으로 한정하여, 그들에게 “고려 민족 활에 대 소베트 정치를 션뎐”하는

것으로 그 방침을 전환했다.12)12)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황민화정책’의 형태로

일제의 동화정책이 노골화하면 할수록 고조되어 갔다. 다음은 고려인들의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기 직전인 1937년 8월에 선봉에 실린 사설이다.

쎄쎄쎄르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한가지로 우리 원동 조선인 로력자들도 사회

주의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가진 조선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지

금 일본의 조선에서는 모국어 교수가 매장되고, 모든 진보적 문하들이 옥중생활에서

11) 이․웨․쓰딸린, 1956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적 제과업에 관하여 이․웨․쓰딸린 저작
집 7,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82-185면.

12) 본보의 과거와 현재를 묶어서 일반 독쟈에게 보고함 선봉 53, 19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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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한다. 세계에 오직 하나인, 우리 조국─레닌-쓰딸린의 민족 정책을 실시하는 사

회주의 나라에서만 수백만의 로력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족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원동에 이주하여 들어온 지 70～80년간에 오직 맞으막 15년에야 자긔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모든 가능을 가지게 되엇다.13)13)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문화 발전의 길이 막힌 가운데, 오직 소련만이 “로력자

들을 위한 진정한 민족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자부심과 그에 따

른 사명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소련 내에서 민족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자립운동을 전개하여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민족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에서도 “언어와 생활풍습 등등”으로 표상되는 민족문화

는 전혀 단일한 모습의 통일체로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형식의 동일성도 담

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려인 사회에서는 ‘고려화’라 불리며 민족어 교육, 민족

문화 육성, 민족 출신 간부의 행정 참여 등을 내용으로 했던 20년대의 현지화

정책은, 형식과 내용이 연동하면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해 가는 과정과 병행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탈린 테제에서 민족적 형식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언어였다. 이 스

탈린 테제는, 언어를 민족정신의 정수로, 언어의 정리 통일을 민족문화 발달을

추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수민족의 언어 내셔널리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 정부는 고려인들이 세운 민족 학교들을 급속히 공립학

교로 전환해 갔으며, 고려인 사회에서는 고려어 교육과 문맹퇴치 등의 기치를

내걸고 ‘고려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문맹퇴치였다. 애초에 10

월 혁명 이후 시베리아내전을 거치면서 연해주에는 문맹퇴치사업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인 사회는 특히 문맹률이 높았다.

하지만, 1923년 제2차 전로문맹퇴치대표회에서 10월 혁명 10주년에는 소련 안에

무식자가 하나도 없게 하자는 레닌의 유언에 따라 문맹자 퇴치를 결정하자, 원

동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생산업의 발달을 위해 긔술뎍 로력

가 되랴면 반드시 공부가 잇어야” 한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이 시

13) 원동 조선인 로력자들에게(경고문) 선봉 1633, 193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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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1923년에 48개소였던 문맹퇴치학교는 1924년 4월에 543개소로 확대되

었다. 이 학교에서는 1924년부터 교재로 자란이 독본을 배부하여 1925년에는
그 숫자가 2만 권에 달했다.14)14)

사업의 중심은 농촌지역의 문맹 탈피에 있었다. 원동정치문화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24년 9월부터 문맹퇴치회 중앙기관과 종적으로 연결된 야체

이카(세포)를 공장, 기업소, 사무소, 교육기관, 군대, 각면, 각촌 등에서 조직해

갔다. 1924년 10월 3일의 선봉지 1면 머리기사인 문맹교화의 선뎐운동 에는

“로령에 잇는 고려민즁의 문맹교화사업도 매우 진보되엿다. 도시는 물론이오 어

느 농촌을 보든지 구락부나 도서종쇼 가튼 시설이 업는 데가 업고 이런 시설

을 즁심으로 야 국문의 자모음을 모르던 만흔 문맹 군즁이 문명의 세레를 밧

게 되엿다. 금년 녀름지에 연도에서만 야학의 강습을 맛츠고 나온 녀자가

三쳔 명에 밋츤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만 것이다. 압흐로 더욱 싸와야 되겟

다. ‘섯거라 네가 문맹退치회에 입회엿느야!’라는 표어를 들고 적어도 금년 안

으로 글에 눈먼 고려람을 남김업시 불너서 문맹퇴치회로 어들여오 소베트

국민의 권리를 누려 가지려는 자, 고려혁명의 젼선을 압두고 잇는 자는 이 문맹

退치운동에 몸밧치라”고15)15)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학교 교원들이었다. 그들은 농촌에 근거해 있

는 연해주 각 지방에서 “아동교육에만 인도가 될  안이라 농민에게도 지도

가 되는 즁요 디위에 잇는” 자들로 여겨져, “교々육과 사회교육의 임을

가지고 농촌에서 문퇴치나 졍치문화업을 다 방조”하기 위하여 “당 업에

접근식히며 훈력식힘이 가장 필요”한16)16)“붉은 교원”이17)17)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고려인 사회의 문맹률은 도농 간에서뿐만 아니라 젠더 간에 있어서도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 1925년 3월 8일 “국제녀자명절”에는 “로씨야

사람 중에서 글 아는 남는 63.2%, 글 아는 녀는 46.8%, 남녀를 합하야

14) 연해도 고려 주민의 교육사업 선봉 125, 1926.4.18.
15) 문맹교화의 선뎐운동 선봉 51, 1924.10.3.
16) 하긔 교원 강습에 대하야: 연해도 고려 교원의 급무 선봉 44, 1924.7.1.
17) 붉은 교사를 환영함: 쓰딸닌 구락부에서 선봉 59, 19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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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임에 반해 “고려 사람 중에서 글 아는 남자는 33.2%, 글 아는 녀는

8.7%, 남녀를 합야 21.8%”이며, “연해도내 모든 고려교에 그  수효가

一만五쳔여 명임에 그 즁에 남는 75%, 녀는 25%”, “고려문퇴치학교에는

녀자가 八五%의 수자를 지”한다는 등의 수치를 들어 “문퇴치 전션에셔 승

리를 엇듬에는 반다시 가졍상 풍습조건의 가장 져되는 졈을 잘 살피여야 될

것”인데, “고려사람들은 녀들을 남자와 비야 퍽 낫게 보는 결과로 공부를

식혀쥬는 일은 극히 비루하다고 각니다. 이것이 곳 쥬의 죠건이 되겟슴니

다”라고18)18)하였다.

이 고려화 정책의 초기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정책

개시 3년 후인 1926년에 실시된 극동지방 거주 고려인의 식자율 조사는 참고가

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고려인 전체 식자율은 34.8%이고, 그 중 조선어 식자

율은 17.3%(남성 21.5%, 여성 11.7%)에 달하여, 러시아어와 조선어 사이의 식

자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19)19)1929년 무렵에는 고려인 식자율이 35%라고 발표되

기도 했다.20)20)한편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1930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국세조사에 의하면, 조선인의 전체 식자율은 약 22%이고, 그 중에 조선어 식자

율은 15.4%(남성 24.5%, 여성 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연해주 고려인들의

식자율이 높고, 특히 여성의 식자율은 식민지 조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건설 주체로서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 신장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 당시 러시아공산당 극

동국 소수민족부장을 지내며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부근에 거주하는 한인을 기반

으로 고려공화국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남만춘은 “공동으로

식당, 세탁소, 양육원을 두고 녀의 가졍의 일을 제고는 사회뎍 활동을 식히

”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21)21)농촌 여성들에게 문맹타파를 호소하거나 글자를

익힌 여성들의 이야기는 선봉의 단골 뉴스였다.

18) 문맹퇴치와 로력 여자 선봉 67, 1925.3.8.
19) 岡奈津子, 1998 ロシア極東の朝鮮人: ソビエト民族政策と強制移住 スラヴ研究 45.
20) 박예프렘, 원동변강 소수민족 사이에서의 문화혁명의 진출 선봉 368, 1929.11.7.
21) 녀자 알제리의 조직 선봉 48, 19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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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려화’의 일단의 성과로 고려인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포시에트 지

역에서 1927년부터 소비에트의 일반사무를 고려글로 보게 되었고,22)22)1928년에는

민족적 행정단위로서 고려인 민족관구가 생겨, 극히 한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

만 소련 출범 초기부터 염원하던 자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었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민족문화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주목할 만한 시도의 하나가 예술운동이었다. 28년 연초부터 선봉지는 ‘새-타령
과 노래’의 현상모집을 실시했다. 그 광고에는 “현내 고려인 쳥년의 문화상 렬성

이 날마다 장성됨을 따라 그 열성을 건전한 길로 발전식힘에 있어 쳥년들의 유

희조직에 대한 사업을 경솔히 볼 수 없는”데, 타령과 노래(창가)는 그 조직에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3월 16일에는 고려사회의 첫 시도로 연극 경

연이 ‘예술경쟁대회’라는 이름으로 신한촌 쓰딸린구락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시

도들은 성공적이었던 듯, 선봉 3월 27일자 문화혁명과 예술의 역할 이라는

기사에는, 현상모집을 통한 독자들의 신문 문예란 요구나 연극 경쟁의 유례없는

성황은 “문화혁명 과도긔에 있어 그 중요한 부문되는 대중뎍 예술이 새 울음 도

치레는 소식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한 후, 예술의 역할에 대해 “리지방면

으로보다도 감정방면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훈련하는 무긔는 예술에서 더 지나는

놈이 없으니 (중략) 예술의 혁명이 없이 문화혁명을 말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고려인 사회의 예술운동은 노래운동과 연극운동으로 개시되었는데, 이

두 운동은 문화 선전 활동 속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술운동의 주

축이 되어 간다. 선봉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노래, 타령뿐만 아니라 시, 소설,
각본의 현상모집을 실시했고, 문화혁명 란이라는 새 코너에 우수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선전해 나갔다. 이후에 독자문예 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코너에는

많은 노래가사나 시, 동요, 소설 등이 소개되는데, 조명희(趙明熙, 1894～1938)의

유명한 짓밟힌 고려 가 발표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또한 ‘해삼위 고려인 로동

긔자 열성자 협의회’는 당시 문예창작사업 35주년 기념으로 모스크바에 와 있던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й, 1868～1936)에게 “선생의 힘 있는 지식의 홰ㅅ불이

문화혁명의 바다에서 떠가는 우리 문단의 길을 밝히여 줄 줄을 깊이 믿습니다.

22) 고려글로 일 본 후 사업이 속도로 발전되여 선봉 227, 192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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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우리 생활을 직접 반영식히는 선생의 문예뎍 작품이 나오기를 긔다립니

다”라는 원고 의뢰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한 고리키의 답장이 1928년

9월 30일자 선봉의 1면에 실려 있는데, 편지의 요지는 고리키가 창간한 국제
적인 잡지인 우리의 성과(Наши достижения)에 고려인의 문화, 생활, 풍습
이 담긴 원고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인 사회에 커다란 자극이 되

어 이후의 예술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극동 고려 문

단’이라 불리던 집단적 성격을 가지는 문학인들이 출현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1928년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월 혁명의 성공은 이렇게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고려화’라는 이름의 다양한

민족문화자립운동을 초래했다. 그 결과, 1917년 전까지 러시아화한 학교 42개소

밖에 없었던 것이,23)23)강제 이주 직전인 1937년이 되면, “300여개소의 소학교, 50

여개소의 초급중학교, 20여개소의 중등학교 및 전문학교, 150여개소의 군중-문화

긔관들이 잇다. 우리의 출판물은 수 1000여종에 달”했다.24)24)1931년에는 조선인

사범대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되고 학교 내에 단기코스로 노동학원이 부설

되었다. 이로써 1930년대 초에 ‘조화형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고려화’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대학 민족교육체제가 완성되었다. 연해주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당시 첩보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한 일본인은, 강제 이주 이전의 “포시에트 조선민족관구는

최근에 대단한 발달을 이룩하여 교육, 문화, 산업 각 방면에 약진의 기운을 드러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민족교육체제를 소개하며 “이것들은

어느 곳에서도 조선어로 교육되며 의무교육제까지 도입되어 있다. 포시에트구는

그 주민의 95%는 순조선인으로, 스탈린 헌법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그 생활 상태도 상당히 유복하고 수준이 상당이 높았다. 그 인구는 약 20만으로

일컬어지며, 자치주로서는 소련정부가 보란 듯이 선전했으며, 실제로 상당한 성

적을 올리고 있었다”고25)25)소개할 정도였다.

23) 원동에서의 조선인 교육 발전과 보로실로브 시 교육전문학교 선봉 1393, 1936.4.4.
24) 원동 조선인 로력자들에게(경고문) 선봉 1633, 1937.8.18.
25) 池田林儀, 1938 朝鮮人の強制移住問題 月刊ロシ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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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어의 규범화를 향하여

그런데 ‘고려화’를 향해 다양하게 전개된 고려인 사회의 문화자립운동의 핵심

은 무엇보다도 언어운동이었다. 그로 인해 혁명의 이상과 소비에트 정권의 정책

을 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고려어의 모습을 향한 언어운동의 장은 종종 사상

투쟁이나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을 다투는 각축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그 현장

의 중심도 물론 선봉이었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선봉 신문에 의거야 즁요
문뎨를 군즁에게 보고하며 신문랑독회를 최며 도서종람쇼나 구락부에 이것

을 진렬며 산잡지, 벽신문의 재료를 이에셔 취며 상부긔관 는 디방긔관

호상의 련락을 이로써 취”했다. 선봉은 그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친
한 벗이 되었으며 가장 밋는 스승이 되어 잇”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

이다. ‘고려화’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된 문맹퇴치운동은 선봉의 독
자를 늘리고 신문을 확장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신문의 문투가 아

직도 어렵어셔 알어보기 힘들다”는 독자들로부터의 비난에 항상 주의하여 “될

수 잇는 데지 통속화식히노라”고26)26)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본보는 어렵은 것

을 가르치는 의무가 잇고 독들은 알어보기 힘든 것을 힘써 알어볼 의무가 잇

음을 기억하여야 겟다”고 하여, 신문의 교화적 성격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

도 하다. 이후 선봉은 고려어의 통속화와 언어 통일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
고 그 성과의 투영물이 되었다. 아래에서 선봉을 단서로 연해주 고려인 사회
에서 전개되었던 고려어의 사회주의화를 둘러싼 언어운동을 시간 순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초기 선봉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어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1925년 4월 7일자
(69호)부터 단행된 가로쓰기의 채택일 것이다. 이때 신문사는 “글씨는 가로 쓰

는 식으로 곤치엇다. 세로 쓴 글에 관습된 독에게 동안 고통을 쥼인 줄 안

다. 그러나 우리는 단뎡엿다. 가로 쓰는 법이 원래 위생뎍이며 경제뎍일 

안이라  극제뎍이며 리상뎍인 듯다. 근래에 연도에서 발되는 모든 출

판물(교 교과셔 긔타 셔적)이 약속 업시 모다 횡셔식으로 나옴을 보던지 본

26) 본보의 과거와 현재를 묶어서 일반 독쟈에게 보고함 선봉 53, 19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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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년 각 디방으로부터 밧는 독통신의 다수가 횡셔로 됨을 볼지라도 우리

사회의 경향은 가로쓰는 력사의 창작을 촉는 것 갓흐다. 그래서 우리는 용

감스럽게 그것을 혁명여 버렷다”고27)27)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이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가 있었던 1956년부터, 남한의 중앙지로는 한겨레가 1988년부터 가
로쓰기를 시작한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이른 시기에 글쓰기 방향이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선봉은 이미 가로쓰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고려인 사회의 언어 현
실을 추인하여 전근대적인 서기 방식을 지양하고 근대화, 합리화, 국제화시켰다

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급진적 개혁 자체는 당시의 고려어

글쓰기가 이상적, 국제적인 ‘혁명의 언어’로서의 러시아어 헤게모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 더욱

심화되어, 1930년대가 되면 문장부호도 쌍점(:)이나 쌍반점(;)이 다용되며 쉼표

(,)와 마침표( 에서 .로)도 정착되어 갔다. 30년대 중반이 되면, 러시아어에 쓰이

는 인용부호(« »)도 사용된다.

이것은 어휘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봉은 20년대 후반이 되면 독
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 신문이 된다. 하지만 한자 폐지의 과정

은 단순히 통속화(대중화)로만 볼 수 없고, 독자에 대한 꾸준한 계몽과 교화가

병행되어 추진되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1926년 8월부터 선봉에 간
헐적으로 게재된 선봉사전: 어렵은 말 쉽은 풀이 나 농촌 독서자의 참고 정
치학 십삼강 숙어 술어의 해석 이라는 코너를 통해 문맹을 깨친 사람들의 기사
독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자어들 비롯한 어휘를 해설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상이 된 어휘의 대부분은 한자어인데, 그 중에는 “변강 邊疆 로씨

야말로 크라이란 것이니 국경에 갓갑이 있는 행정구역을 이른 것이다. 가령 遠

동주 안에 블라지보스똑스끼, 하바롭스끼, 니꼴라엡스끼, 사할렌스끼, 암물스끼,

스트레진스끼, 치친스끼 갔은 현(縣)은 그것을 총칭하야 遠동변강(遠東邊疆)이

라 한다”나 “자치공화국 自治共和國. 국가 최고 주권은 쎄쎄쎄르에 있고 다못

디방뎍으로 입법행정권을 갖인 공화국” 등의 예처럼 소비에트 국가 체제와 관련

된 어휘를 해설한 예들도 있고, 혹은 “깜빠니야 선전운동(宣傳運動)”이나 “꼼푸

27) 독자에게 보내는 통신 선봉 70, 19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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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치야 비당 단테에 드러가입하는 三인 이상 공산당원의 정책뎍(당 정책을 위

한) 조직”과 같이, 러시아어를 그대로 차용한 어휘에 대한 해설도 보인다. 그 외

에도 “질응 質應 질문응답. 로씨야 말로(Справка)”, “질응소 質應所 공중의 질

문에 응답하는 임무를 맡아보는 처소(Справочный стол)”, “개과로역소 改過

勞役所 쏘베트국가의 ‘감옥’ 일홈. 허물을 곤치기 위하야 로역을 하는 처소”와

같이, 러시아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어휘에 대한 해설도 있는가 하면, “접수게

受付係 사무 보는 데서 드러오는 문서를 받는 부문(部門)” 등과 같이 일본식 한

자어에 대한 해설도 존재한다. 즉,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언어 상황은 전근대 동

양의 전통 지식을 대표했던 한자(어), 근대 서양문명의 이식을 주도했던 제국어

로서의 일본어, 혁명의 언어로서의 러시아어, 식민지하의 조선어 등이 뒤섞인 채

각축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전개된 언어운동은 사회주의화한 조선어, 즉 ‘고

려어’를 창출해 가는 고투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언어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은 고려어 교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고

려어 교수를 위한 교과서 편찬 및 언어 통일 문제에 몰두했다. 당시 고려학교용

으로 계봉우(1880～1959) 등에 의해 편찬된 고려어 교과서로는 어린이 독본,
붉은 아이 1․2․3권, 신로 1권, 새학교 4권, 새독본 2권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교육(‘붉은 교육’)을 천명하며

1924년부터 27년까지 연해도교육부에서 편찬한 (로력학교 용 새 독본) 붉은 아
이이다. 내용은 주로 연해도교육부 번역부에서 번역한 러시아어 교과서에 의존
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차세대 인민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28)28)1924년에 편찬된

붉은 아이 제1권 제2편에 사회주의와 10월 혁명의 의의를 간단히 설명한 일

하고야 먹는다 라는 단원(<그림 1-1>, <그림 1-2>)이나, 1927년에 편찬된 제2권

에 실린 당시 소련 국가였던 인터내셔널 ( 인떼르나찌오날(Интернационал) )

의 고려어 가사나 五月一日을 웨 긔념하는가 , 로시아 十月革命 記念 , 벽신문

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 신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 사회의 이념이나 사

회주의 국가의 아동 생활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한편으로 조

선에 관한 내용은 그다지 없으나, 붉은 아이 제2권 첫 단원 아이들의 眼鏡

28) 게봉우, 아노솝 동무의 론문에 대하여 선봉 192, 19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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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그림 2-2>) 제2권에 “태山이 높다해도/ 하늘알에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오르이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오르고/ 뫼만높

다고 하더라”(<그림 2-3>)와, 제3권에 “綠楊이 千萬絲인들 가는 春風 매여두며/

探花蜂蝶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아모리 사랑이 重한들 가는 님을 어이하리”

등 2편의 시조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고려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한 교

육도 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붉은 아이 1-2 <그림 1-2> 일하고야 먹는다 단원

<그림2-1> 붉은 아이 2 <그림2-2> 아이들의 眼鏡
단원(3면)

<그림2-3> 시조

단원(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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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서들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가 이미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음

주의를 취하면서도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활용어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형태주의적 표기를 지향하여 받침의 통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된시옷이

사라지고 동일 자음자를 병서하는 등,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마
춤법통일안(1933)이나 그 취지가 반영된 1930년 총독부 개정 철자법을 많은 부
분에서 일찍이 선취하고 있다.

고려어 교원들은 또한 고려어 통일을 위하여 1925년에 신한촌에서 결성된 ‘국

어 통일을 위한 크루소크(서클)’의 중심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29)29)그 성과는

교과서 집필에 반영되어 갔고, 계봉우는 선봉 교육판에 朝鮮文法 이라는 논

고를 연재하기도 했다. 1929년부터는 “高麗 言文의 表記 및 活用”의 통일을 위

해 원동변강인민교육부 주최로 고려문전회의가 열렸고, 그 성과는 당시 고려사

범학교 고려어 교원이었던 오창환(1892～?)의 高麗文典(1930)으로 공표되기도
했다.30)30)인민교육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본서의 緖言 에는 간행 목적이

“不遠한 將來에 우리 邊疆 高麗人 敎育, 出版 및 文化 等 各方面의 事業에서 高

麗 文典을 統一함”에 있다고 밝혀져 있고, “本書의 內容에 對하여 公式的 改訂

이 있기 前에는 邊疆 內 高麗人 敎育, 出版 및 文化 等 各機關과 또는 그것들에

서 事業하는 各個人들은 高麗 言文의 表記 및 活用에서 반듯이 本書의 規正을

遵守하여야 될 그것”이라고31) 했다.31)

하지만, 본서가 출판되자마자 계봉우는 고려문전과 나의 연구 라는 제목으로

선봉에 10회에 걸쳐 비판 글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오창환이 반박 기사를 실
어, 둘 사이에 高麗文典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32)32)계봉우과 오창
환은 각각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에 속해 초기 공산주의 운동을 전

개했던 독립운동가들로, 원동에서 ‘고려화’가 실시된 후 고려어 교원으로 정착해

교과서 집필이나 언어 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인물들이었다.33)33)언어학

29) 국어 통일을 위하야 크루소크를 열고 연구 선봉 110, 1926.1.30.
30) 吳昌煥, 1930 高麗文典─教員参考用, 원동변강인민교육부.
31) 위의 책, 6면.

32) 이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원형, 앞의 논문 참조.

33) 현재까지 이들이 편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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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아닌 이들이 단기간에 교과서와 문법서를 집필하고 그를 둘러싼 논쟁까지

도 전개하며 정열을 쏟은 것은, 그만큼 ‘고려화’에 있어 언어 문제가 핵심적 위

치에 있었으며, 언어 문제가 정치 운동의 연장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이들은 모

두 주시경 계열의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따르고 있어, 논쟁 자체는 형태소의 경

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표음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냐 등의 지엽적인

차원에 머물렀지만, 고려어 규범화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만큼, 논쟁도 상호비

방이 오고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후 언어문제에 관한 주도권은 오

창환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선사범대학 조선어 강좌 주임을 맡으며, 조선어 교육

및 교과서 편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가 단행된 1937년까지 高麗文典의 문법 규범은 전혀 관철되지 않았으며,
‘고려어’는 통일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창환은 高麗文
典에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많은 境遇에서 그 第二名詞의 初聲을 ㅅ

音이 있는 듯 强하게 發音한다. 그렇다 하여 決ㅎ고 ㅅ 를 그 사이에 揷入하여

表記하지 말아야 한다”고34)34)했지만, 선봉에는 줄곧 ‘원ㅅ수’(怨讐), ‘일ㅅ군’,

‘수ㅅ자’, ‘채ㅅ죽’(채찍), ‘긔ㅅ발’ 등이 쓰였다. 그렇다고 계봉우의 주장이 관철

되었던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계봉우는 ㅂ불규칙 활용을 인정했지만, 선봉
에는 일관되게 ‘아릅답은’, ‘어렵은’, ‘해롭은’, ‘얄밉은’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한편 한글마춤법통일안 (1933)에서 인정된 두음법칙은 적용되지 않아, ‘로력자’,

‘력사’, ‘로어’(露語), ‘녀자’ 등으로 정착되었다.

① 게봉우 집필
연해도교육부 편, 1924~1927 로력학교용 새독본 붉은 아이 1-3, 블라디보스톡: 연
해도교육부.

나쓰꼬브 교열, 1932 꼴호즈 청년학교용 고려어 교과서, 원동국립출판부.
② 오창환 집필( 조선어 교과서들을 주문하시오 선봉 1312, 1935.10.5. 참조)
1933 국어 교과서 3~4학년용, 원동국영출판부(17,000부, 104쪽).
1935 조선어 교과서 1권 5학년용, 원동국영출판부(4120부).
1935 조선어 교과서 2권 6-7학년용, 원동국영출판부(148쪽).

34) 吳昌煥, 앞의 책,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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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어(좌경)화인가, 고려(우경)화인가:

언어문제를 둘러싼 이념투쟁

고려인들의 민족어 교육은 초기부터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첫 발단은 연해주

교육부 당국자로 혁명 후 처음으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를35)35)제

출한 것으로 알려진 아노소브가 1927년 초에 원동변강 지역당 기관지였던 적기
(Красное Знамя)에 고려 학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고려어 교육의 노어

화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에서 시작된다. 선봉에도 번역 게재된 이 논
문에서36)36)아노소브는 고려화가 실시된 이후에 촌회에서 학교의 교수어를 노어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전하며, 그 이유로 일상생활에 노어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이후의 연계가 어려운 점, 고려어 출판물의 부족으로 문

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 고려인 교원들의 자질이 낮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 정치적 신념이 의심스러운 친일적 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학교 교수 언어를 노어로 바꾸고 고려어를 보충어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노

소브가 고려인 교육의 직접 책임자였던 만큼 그의 논문은 고려인 지식인 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켜, 강채정이나 계봉우 등의 고려인 교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박문을 선봉에 기고했다.37)37)이들은 우선 아노소브의 관찰이 붉은
교육이 실시된 지 4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점, ‘레닌주

의’에 입각한 소비에트의 소수민족 교육에 대한 근본 뜻을 망각했다는 점, 극소

수 촌회 사람들의 노어 교육 요구를 “十五만 고려 군중의 리상”인 것처럼 오해

한 점,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고려문 출판물을 다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35) Аносов, С. Д., 1928 “Корей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

Книжное Дело.

36) 쎔, 아노쏩으, 우리 敎育論壇에 波紋을 일으키는 아노쏩으 동무의 論文: 一般 敎育者 被
敎育者들의 檢討를 要하는 重大問題 선봉 188, 1927.3.12.

37) 강채정, 아노쏩으 동무의 론문을 닑고 선봉 190, 1927.3.23; 게봉우, 아노솝 동무의
론문에 대하여 선봉 192, 1927.3.31; 리인, 아노쏩으 동무의 론문을 읽고서 선봉
193, 1927.4.3; 허철, 아노쏩으 동우의 론문을 닑고 선봉 194, 1927.4.7; 김영식, 아노
쏩으 동무의 론문을 닑고 선봉 194,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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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일 노어화하면 고려혁명에 유용한 투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어 비판했다. 논자 중에는 노어화하면 고려의 역사적 문화를 사장시키고 만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실은 아노소브가 논문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혁명

이후에도 계속된 원동에서의 러시아인들에 의한 고려인 착취 문제였다. 그들이

경작하는 60%의 토지는 여전히 소작지였으며, 그들을 소작인으로 착취하는 것

은 러시아인 부농이나 국가의 각급 기관인데, 이 착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변강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제가 명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고려인들이 러

시아어를 익혀 이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38)38)즉, 아노소

브와 그에 반대하는 고려인 논자들은 고려인사회의 소비에트화라는 공동의 목표

를 내걸면서도 그 방법으로 한쪽은 노어화를, 한쪽은 고려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민족정책을 지지하며 고려화를 주장하는 다수파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고려어의 모습을 둘러싼 다양한 대립이 존재했다. 그 중요한 대립은

한글 전용(한자 폐지)을 주장하는 논자들과 한자 제한을 주장하는 논자들 사이

의 논쟁이었다.39)39)한글 전용의 선봉지에서 거의 한글 전용으로 이루어진 이

논쟁은 1928년부터 연해도교육부 고려인 당국자가 된 리괄이 ‘한자 페지론’을 주

장하면서 계봉우와의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리괄은 문화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백파센트의 로력자 군중이 가지기 쉽은 말과 글”이라는 합리

적인 무기를 가져야 하고, 고려사람들에게는 “훌능한 글”이 있는데도 한문이 아

직까지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지 안인 손해를 은근히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한문은 중류 이상 소수의 소유한 글이고 ‘하류’ 다수 군중에게는 아

38) 쎔, 아노쏩, 원동 변강에 있어 고려문뎨를 해결하여야 된다 선봉 191, 1927.3.27.
39) 리괄, 문화혁명의 원측 아래에서 말과 글에 대한 혁명을 일구자 선봉 284․285,

1928.6.28․1928.7.8; 게봉우, 리괄 동무의 한자페지론을 닑고서 선봉 292, 1928.8.10;
리괄, 게봉우 동무의 한문페지반대론에 대답함 선봉 321, 1929.2.15; 게봉우, 한문페
지냐? 한자제한이냐?: 리괄 동무의 대답에 대답함 선봉 323, 1929.3.8; 선봉 편집부,
한문페지냐? 제한이냐?: 군중적 토론회를 전개하며 여론을 뫃이자 선봉 555,
1931.3.30; 리백초, 한자페지냐? 한자제한이냐?: 한자제한론에 반대하여 선봉 557,
1931.4.4; 장도정, 한자즉페론을 반대하여(一)(二) 선봉 565․566, 1931.4.21․

1931.4.24; 리괄, 한문페지는 문화건설의 속도를 높인다 선봉 567, 1931.4.26; 리광, 한
자를 제한하면서 사전을 준비하자 선봉 635, 19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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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관게 없”으니, “(소비에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문혁명론’을

주장함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계봉우는 “아령에서 사는 우리 됴

선 살음에게는 한자가 적어도 2300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한자 제한론’으

로 맞서며 그 이유를 “넷 살음의 경험을 담아놓은 훌능한 동양의 역사뎍 문명을

할흐아츰에 다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통적 한문 교수를 받아

왔던 계봉우로서는 한문의 폐지는 한문에 담겨 있는 과거 동양의 훌륭한 문명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리괄

은, 한글 전용을 채용한다고 해서 동양의 과거 전통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하지만, 그에게 한문은 계급사회의 “착취의 큰 무긔 중 한아인 까닭”에

종래에 없애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무산자의 나라에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며,

한자를 폐지하고 문장을 간략화할 때 비로소 군중, 즉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고 하여, 무엇보다 한글의 도구적 유

용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따라서 “력사가 오래기 때문에 한자를 페지할 수 없다

는” 주장은 “로동자가 주권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에서 문화혁명에 지

장되는 것을 두어 두자”는 것이라며, 한자 제한론의 반혁명성, 반인민성을 강하

게 비판한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의 차이는 실은 문화혁명의 실행 주체를 어디

에 두느냐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즉 한자 페지론자인 리괄은 “지금에 문맹

퇴치를 겨우 받은, 그보담 좀 나은 18세 이상의 로력군중을 표준한 것”인 반면,

한자 제한론을 주장하는 계봉우는 “장차 의무교육의 실시를 딸아 살음마다 적어

도 소학교 필업할 그 로력군중을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당시 고려사회

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던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하여 로력군중의 지적 생활이 장성해지면 선봉도 국한문체를 채용해야 한
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이 한자폐지 문제는 리괄이 선봉의 주필을 맡았던 1931년에 다시 제
기된다. 이때 교과서 편찬을 앞두고 한자를 폐지할지 제한할지의 문제가 또 다

시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왕령의 저작자협의회는 한문 폐지를 주장

한 반면, 하바롭쓰크의 열성자협의회는 한자 제한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 선봉
은 학교, 구락부, 종람소, 붉은 구석, 벽신문들과 기타 사회단체들에게 “한문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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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한문제한이냐?”를 놓고 군중토론대회를 열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는 아직 한자 제한의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때 한자제한론을 주장했던 장도정도

“우리의 출판물이 순고려문으로 되어 있음으로 많은 군중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은 사실”이라고 하여 수년간에 걸친 대중 출판물의 순고려문체 실험이 고려인들

의 문화 정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자 제한의 주장

자체도 “우리 문화에 기둥되는 각 학교 교과서에는 필요한 한문자만을 극소수로

제한하여 넛차”는 것으로, 이전의 계봉우처럼 2,300자의 상용한자를 지정하자는

주장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 된다. 더욱이 장도정의 주장도 한자 제한을

한자 폐지라는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로 파악하고, 한자뿐만 아니라 한자 술어

도 줄여가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정리사업과 공통적으로 한자의 술어를 대

신하여 쓸 만한 사전의 편찬”이 요구된다고 했다. 당에서도 “당분간 한자 사용

을 극소수로 축소하면서 준비에 힘쓰라, 위선 사전 편찬에 착수하라”는40)40)지시

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자폐지론자들에게 이것은 “한자 페지의 게단이라는

약속을 등지고 필연적으로 한자의 사회주의적 부활에 도달하게 될 것을 의미”하

며, 따라서 “한자제한론은 본질상으로 그것이 무섭은 한자불가페론에 귀착되고

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한자제한론자들의 중요한 입론 중에는 “쏘베트 령토 내의 고려인 부문이 한자

를 전페하면, 아직까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조선 내지의 혁명 군중과 문화상

으로 격리되지 않겟는가”하는 주장도41)41)있었다. 이에 대해 한자폐지론자들은 이

러한 주장은 “한문자에 혁명적 탈을 쓰우려 하는 것”으로, “고려의 로동자와 로

력 농민들은 한자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순고려글로 된 우리의 사회주의적 서적

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오 환영할 것”이며,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식

민지적 교육에 반항하는 한 개의 요소─‘한글’의 자유 발전을 위한 조선민중의

투쟁이 저들의 억압하여 싀들고 있는 사실을 닞어바리”고 “조선총독부 편찬 조

선어급한문독본의 노래에 합창하기 위하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쏘베트종람

40) 리광, 한자를 제한하면서 사전을 준비하자 선봉 635, 1931.9.18.
41) 리백초, 한자페지냐? 한자제한이냐?: 한자제한론에 반대하여 선봉 557, 1931.4.4; 리
괄, 한문페지는 문화건설의 속도를 높인다 선봉 567, 19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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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진렬하기 위하여 우리 로력학교에 한자교육을 새형식으로 부흥시기어야 될

필요는 어대에 있겟는가?”라고 했다.

이러한 논의에서 명확하듯이 한자폐지론자들은 사회적 계급이나 불평등에 주

목하는 좌파적인 관점에서 언어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리괄 자

신도 “한자에 대한 주장은 두 편에 난호이어 한아는 페지를 요구하며 다른 하나

는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니 페지론자는 물론 좌경이다. 그러치만 제한론은 우경

임이 스사로 밝게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언어문제가 이념 투쟁의 장

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은 1931년의 한자 폐지 주장은 당시 고려인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고려문자

의 라텐화’ 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이에 반대하여 논전을 펼친 장도정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일 더 앞으로 고려의 무산혁명이 성공되거나 또 무산계급이 전세계적으로 승리

하고 사회주의 풍습화되는 때에 한 개의 사회주의 절충문화(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에 합류하게 되는 때에는 이 문제는 별 문제일 것이다. 지금에 있어 이 문제를 혼돈

하는 것은 너무도 ‘극좌경적’ 국제운동에 취한 자로서 라텐화를 하로 밧비 지금에 곳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실행에 장되는 한자를 곳 페지코자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42)42)

독자적인 문자와 문장어를 가진 민족들을 제외하고, 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

까지 소련 내 소수민족 문자정책의 기본은 라틴문자화였다. 일부 무슬림 지역에

서는 독자적인 개량 아라비아문자론을 주장하여, 라틴문자인가 개량 아라비아문

자인가의 논쟁이 이어졌는데, 20년대 후반이 되면 라틴문자화가 우위에 올랐

다.43)43)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독자적인 문자와 문장어를 가진 고려인 사이에도

영향을 미쳐 1930년 말부터 ‘라틴문자화’의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글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술어까지도 “긔어히 한문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을 퇴치

하여 세계적 통일을 이루고, “고려문법상 표긔에 있어 곤란케하는 불편을 없이

42) 장도정, 한자즉페론을 반대하여(二) 선봉 566, 1931.4.24.
43) 塩川伸明, 1999 ソ連言語政策史再考 スラヴ研究 4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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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주창했던 것이다.44)44)이들은 라틴문자화가 “자형만이 변할 뿐이니 고려

화와 도모지 대치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당시의 언어 현실에서 한자 제

한과 국어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한자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장도정에게, 좌

경적인 한자즉폐론을 넘어 한글 표기마저도 로마자로 표기하자는 문자개혁 논의

는 그야말로 ‘극좌경적’인 국제주의 이념의 반영으로 비쳤던 것이다. 반대로 라

틴화 논자들도 라틴화는 편리한 고려국문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

문 무시라는 것을 도로혀 국제운동을 무시하고 따로 떠러저 문 닫고 살려는 민

족적 보수성을 가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들은 초성, 중성, 종성

으로 나뉜 고려 글자의 복잡함과 쓰기의 곤란함뿐만 아니라 인쇄, 타자기 사용

의 불편함을 들어 “고려글자는 세계의 자랑거리”라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비판하

고, 라틴화의 의의─국제적 사회주의 문화 발전 및 기술적 편리함 등─를 강조

했다. “고려문자를 라텐화시기자”는 주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45)45)1932년에 선
봉은 “고려문자의 라텐화사업을 당의 지도 아래에서 볼세비끼적으로 실현하

자!”고46)46)외치며 ‘라텐화 꼰페렌치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 이

주 전까지 로마자로 된 선봉지는 출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라틴화 논의 이후
부터 ‘꼬ㄹ호즈’, ‘허ㄴ법’, ‘찌ㅇ그리기도’ 같이, 음절 단위가 아니라 알파벳처럼

가로로 쓰는 이른바 ‘가로풀어쓰기’가 부쩍 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로써, 애초에 언어문제를 둘러싼 노어화냐 고려화냐의 대립이, 고려화의 바

람직한 모습을 놓고 ‘라텐화/순고려글/한자페지/한자제한’이 각축하는 구도가 되

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의 목표나 그 주체 등을 놓고 국제공

44) 문화혁명과 나텐화 선봉 518, 1930.12.26.
45) 고려문자를 라텐화시기자! 선봉 653, 1931.10.24; 고려문자를 라텐화시기는 사업이
성과 있게 실현된다: 고려문자 대신에 사용할 라텐글자가 예정되엇다 선봉 659,
1931.11.7; 리광, 고려글자의 라텐화: 라텐화 꼰페렌치야를 앞에 두고 선봉 667·672,
1931.11.24·1931.12.4; 고려글자의 라텐화: 김락선 동무의 초안과 론문을 반대한다 선
봉 687, 1932.1.4; 라텐화 꼰페렌찌야를 앞에 두고 선봉 705, 1932.2.10; 뽀씨예트
에서 출현된 라텐화의 소위 ‘십월알파빗트’란 창작을 보고서 선봉 727, 1932.3.26; 오
성묵, 새글자원동위원회에서: 중국 글 라텐화 둘재번 원동대회의 총화 선봉 812,
1932.12.12.

46) 선봉 727, 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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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좌파 세력을 양극으로 하여 다양하게 포진되었던 고려

인 지식인 사회의 헤게모니 투쟁이 언어문제에도 투영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다.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정치적 대립이 언어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표면화되

었던 것이다. 그 헤게모니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기울어 있었지만, 그런 만큼

그들은 30년대 후반 숙청의 광풍에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강제 이주 직전의

선봉에는 원동국영출판부, 사범대학, 선봉사 등의 “우리의 문화긔관들에는

오래ㅅ동안 인민의 원ㅅ수들이 들어앉아 있엇다”며, 이들에 대한 비난이 실려

있다. 그 중에는 “지금 (사범대학의) 언어-문과에서, 장래의 조선어-문학 교원들

을 양성하는 곧에서 조선어에 대하여, 문외시하나 다름없는 것도 또한 범죄다.

우리의 형편에서, 더구나, 조선어의 자연을 떠나서, 일종, 로어를 모방하여 꿈이

어 놓은 오창환의 문전이 전체 원동의 교원과 학생들을 공연히 괴롭게 구는 지

금 형편에서 언어-문과는 자긔의 어깨 우에 묵업은 짐을 메고나아가야 할 것이

다”라는47)47)기술도 보인다. 35년 말에 체포되어 혁명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동

투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오창환과48)48)그가 집필한 高麗文典
은 이제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들을 기다린 것은,

민족어로서의 ‘고려어’ 자체의 배제였다.

5. 북한 사회주의체제 초기 언어운동에 미친 영향

1937년의 고려인 지식인에 대한 숙청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로 인

하여 고려어 출판물들은 폐쇄되고 선봉만이 레닌기치로 이름을 바꾸어 1938

47) 원동 조선인 로력자들에게(경고문) 선봉 1633, 1937.8.18.
48) Сон Ж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2013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силие власти и беспр

авие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1920–1930, Москва: Гриф, pp.349-350. Сон의 조사에

따르면, 오창환은 1935년 11월에 체포된 후 옥중에서 법정투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며,

1938년 8월에 대법원 감찰부의 결정으로 원심이 파기환송된 이후에 형이 확정된 듯하다.
1956년 10월 태평양해군 보안부 특별위원회 결정으로 무혐의 처리돼 명예복원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장학봉․우즈베키스탄고려인유가족후원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
야기, 경인문화사, 167-168면(남봉식의 회고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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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속간되어 공화국간 신문으로 살아남았다. 고려인들의 강

제 이주 및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의 분산 배치는, 스탈린의 민족 정의 중 특히

언어, 지역 공동체를 해체시켜 민족의 지위를 강등시킨 것으로, 고려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해체와 복수의 공화국으로의 강제적인 동화를 의미했다. 이에 고려어

교육은 일부 학교의 보조언어 교육으로 전락하여 거의 불가능해진다. 계봉우는

1955년에 탈고한 조선말이 되어진 법의 끝막이의 말 에 이 시기의 분위기를

“내지에 있어는 일본의 총독정치가 조선 살음의 말과 글을 파멸의 굴엉에루 쓸

어넣으면서 일어가 아니고는 긔차표도 살 수 없고 조선 살음의 성명까지 일본화

를 강압하던 그 시긔, 외지에 있어는 중앙 아시야에 외주한 조선인의 교육이 로

어화하여 조선 살음으로서도 자긔의 말을 멸시하는 그 시긔이엇다”고49)49)전하고

있다. 소수자들의 언어는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식민지

조선과 연해주 고려인들은 운명을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해주 고려인들의 10여 년에 걸친 언어적 실험은 북한 체제 형성 초

기의 극적인 언어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그 참조 틀이 되지 않았을까. 알려진 바

와 같이, 재소 고려인들은 소련군정의 ‘손과 발’이 되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

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본 중심에서 소련 중심으로의 지식체계

대전환의 핵심 고리가 되었다. 파북 고려인들 중 80명의 이력을 소개한 장학봉

의 저서에 따르면, 이들 중 74%는 191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로 대부분이 연해

주 고려인사회에서 ‘고려화’라 불렸던 ‘붉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첫 세대들이었

다.50)50)기석복, 안운경, 명월봉, 정상진 등 11명은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승

리”로 여겨졌던 원동 조선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민족 지도자로서의 성장이 기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련군정과 북한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북한

에 소비에트화를 조기에 이식시키는 전위대가 되었다.51)51)

49) 게봉우, 1955 조선말이 되어진 법(수고본), 176면.
50) 장학봉, 앞의 책. 아울러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숙청되어 소련으로 귀환한 인사들이

조직한 ‘조선에서 활동한 고려인유가족후원회’가 1991년에 작성한 파북 고려인들의 명단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
사, 한울, 292-299면)에 따르면, 255명 중 77%에 해당하는 174명이 이에 해당한다.

51) 김국후, 위의 책,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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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 초기 언어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947년 2월에 조

선의 민족문화 건설의 기초가 되는 조선 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연구 기관

으로 설치되어 되어 조선어 표준 문법 제정, 조선어 사전 편찬 등의 언어 규범

화의 임무를 부여받은 조선어문연구회에 이극로, 김수경, 김병제 등 뿐만 아니

라, 명월봉(明月峰, 1912～1991), 김용성(金龍成), 허익(許翼, 1921～1966) 같은

김일성대학 노문학과 강좌를 담당했던 소련 고려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서

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한 파북 고려인들이 북한 초기 언어정책 수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소련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 초기 독특한

언어정책의 특징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해방 후 3년 동안은 남북한 사이의 언어 정책에 큰 차이

가 없었으며, 표기법도 남북 모두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1933)의 개정

판(1946)을 규범으로 삼고 있었으나, 1947년에 조선어문학회가 설치되면서 달라

져 조선어신철자법 이 공포되는 1948년을 전후하여 언어 규범에도 변화가 초래

되었다고 보고 있다.52)52)즉, 남북 언어 이질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

한자어 두음법칙의 폐기가 확정되어 형태주의 표기법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명

확히 했다. 48년 조선어신철자법 에서는, 이외에도 사이시옷을 폐기하고 절음부

(’)를 채용했으며, 불규칙활용을 규칙활용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 ‘6자모’를

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로풀어쓰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6자

모’ 중에 러시아어의 Л과 Р를 구별하는 용도로 창안된 글자도 존재하는 것을 보

면, 이것은 로마자 표기를 의식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도 한자 전폐는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한자 전폐는 가로풀어쓰기를 의식한 조치만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그것은 1946년부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전개되

었던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근대적

52) 고영근, 1989 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의 말과 글(북한의 인식 7), 을유문화사, 13면;
熊谷明泰, 2000 南北朝鮮における言語規範乖離の起點: 頭音法則廢棄政策における金壽

卿論文の位置 関西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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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민족어라는 형식에 사회주의의 내용을 담아 다수

노동자, 농민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려는

북한의 언어적 과제가 투영된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근저에는 해

방 당시 저조한 식자율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주의 건설

을 위한 언어 과제 수행은, 일찍이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실험을 거친 상태이

기도 했다. 특히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의 주체 창출을 위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을 강조하여 문맹퇴치운동을 급격히 실시한 점, 그와 연동하여

한문폐지를 단행하고 언어개혁을 추진한 점 등은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치열했던 한자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단기간에

한자폐지론의 득세로 정리되고 바로 문자개혁 논의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전달 체계로서의 순국문체의 실효성을 인

식한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언어개혁이 러시아어를 참조

틀로서 의식했다는 점도 양자의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 초기의 이른바 소련시대는 1950년대 초에 종말을 고했고, 그들은 비극적

인 최후를 맞거나 다시 이산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어신철자법

(1948)의 급진적인 규범들도 두음법칙 폐기 정도만을 남기고 대부분 철회되고

말았다. 하지만, 고려어의 소비에트화를 실현하여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

들에게 고려글로 된 사회주의적 서적을 전파하여 조선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선봉

에서 견인하려고 했던 연해주 고려인들의 좌절된 꿈은, 새로이 출현한 분단국가

의 북쪽에서 조선어의 사회주의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제어 : 소련시대 연해주 고려인, 한글운동, 형식상 민족적, 내용상 사회주

의적, 소비에트 고려인의 언어 실험, 북한 초기 언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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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 of the “Red Hangul Movement”
 Language Movements by Soviet-era Korean Immigrants

in the Maritim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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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his paper deals with the linguistic movement by the ethnic Korean residents of the 

Soviet Maritime Province, approaching it as a part of the Korean cultural independence 

movement. This movement by the Korean settlers and their descendants is understood to 

constitute one of the roots of the linguistic radicalism of the social DPRK’s first 

formative years. Such possibility may be confirm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PRK’s early language policies and Soviet-Korean language experiments, which 

demonstrate significant similaritie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influence not only on 

status, but also on the corpu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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