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페이지 책머리에

이 책은 그 동안 각양의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바 있는 ‘고려사람’에 관

한 글들을 더 많은 독자들, 관계 학자를 비롯하여 기자ㆍ학생, 그리고 일

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묶은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러시아 내 고려인의 수도라고 말하는 우슈토베에

서 태어나, 러시아인들이 오히려 소수민족과 같았던 고려인 마을에서 자

란 고려인이다. 그리고 나는 선친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카자흐스탄국

립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이후 소련 내 한민족 역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고려인 학자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 고려인의 과

거 역사와 함께 강제이주와 정착의 질곡에 대한 글들은 이러한 나의 성

장 내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콘퍼런스에서의 간략한 발표

를 위해 학술논문 발표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일본ㆍ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ㆍ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주제는 디아

스포라 문제, 특히 고려인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 

무엇보다도 ‘고려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재외 한인들, 나의 동표들에 대

해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적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견과 함께 코멘트를 주거나 



새로운 시각의 비평과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 덕분에 나는 

보다 깊고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지적을 고려하

여 보완한 나의 글은 보다 충실해질 수 있었다.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초청해준 대학과 학술단체, 콘퍼런스에 참가한 여러 동료 학

자들께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은 나의 오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지만, 한국어로 준비된 보고

서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콘퍼런스에서 발표하였던 영어와 러시

아어로 된 보고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된 러시아 제국, 구소

련, 독립국가연합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은 ‘고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지

식들의 재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고려사람’은 각종 보고서에서 ‘고려

인’, ‘카레인’, ‘한인’ 등 다양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 나름대로 

그 연원과 배경이 있다.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이주 초기 이후 소련 붕괴

와 함께 조국의 한인들과 교류가 이루어진 1990년대 초까지 자신을 고려

인이라 불렀다. 한국에서는 우리를 재소在蘇 한인 또는 러시아고려인이

라 부르다가, ‘고려사람’에 대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에는 내용적

으로는 물론 문법적으로도 결코 일치하지 않는 ‘카레이스키’라는 단어로 

지칭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10여 년 동안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과 마찬

가지로 한국에서도 ‘카레인’이라는 명칭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일컫는 ‘고려사람’이 널리 사용될 것이다. 

아쉽게도, 나는 한국어로 글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석

사ㆍ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그때마다 번역을 해주고 있다. 또한 가끔씩 

콘퍼런스 주최자가 나의 보고서 번역본을 감수해주기도 한다. 이들의 도

움이 없었다면 나의 한국어 발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을 출간하고자 하던 나의 소

망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정덕준 교수께 나의 진심 어린 감

사를 표하며, 출판을 맡아준 한국학전문출판사 국학자료원의 정찬용 원

장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 한인 거주 75주년과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과 수

교 2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뜻으로 기획된 것이고, 나의 회갑을 자축

하는 의미도 있다. 나는 올해 만 60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계획들로 충만

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려사람, 세계적인 한인 공동체의 특

별한 종족집단에 대해 계속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질정叱正

을 바란다.

2013년 10월 

알마티에서 김 게르만



목차

책머리에

고려사람의 고백  |  23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  33

사료편찬적 고찰

고려사람  |  83

러시아제국, 소비에트유니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한인들

원동(연해주) 고려인의 투쟁  |  97

소비에트정권을 위한 투쟁 또는 민족해방 투쟁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 교육  |  128

러시아 극동지방 고려인 강제이주  |  153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착 유래  |  194

훌륭한 명운의 인간김병화  |  234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인구 상황  |  249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당면과제와 전망  |  285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고려인 계몽과 교육  |  313



김 블라디미르(김용택)와 김가네 |  321

민족, 종족, 디아스포라의 자아의식  |  342

알마티 고려인의 민족 간 결혼 문제  |  363

한국과 북한 사이의 CIS지역 고려인들  |  392

고려인 사회의 미래 전략  |  407

참고문헌  |  415

고려 사람의 고백   23

고려사람의 고백

나는 사람들이 흔히 러시아 내 고려인의 수도라고 말하는 우슈토베

Ushtobe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스탈린 정권 정치위

원인 클리멘티 보로쉴로프의 이름을 딴 거리에 있었다. 이웃 대부분은 

고려인이었다. 우리 마을에 거주하던 데도프, 보로킨, 주에브, 그리고 삼

소노프 등 네 가구의 러시아인들이 오히려 소수민족이었고, 그 거리에 

사는 카자흐인들도 낯설고 이국적이었다. 학교 또한 고려인이 적지 않았

다. 학생 삼분의 일이 김, 박, 이, 황 등의 성씨의 고려인이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마을 인근의 십여 개 콜호츠(집단농장), ‘레닌스키 푸트(레닌의 

길)’, ‘달니이 보스토크(극동)’, ‘프리모르츠(해안)’, ‘도스티제니에(위업)’ 

등에도 거주자 대부분이 고려인이었다. 우리 마을 우슈토베는 고려인이 

처음 정착한 고려인 집거지역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고, 그래서 마을이

며 집단농장이며 주위의 모든 것이 우리 고려인에게 속한 것인 줄 알았

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 더 들자, 그곳에 고려인이 아무리 많이 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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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저명한 고려인 작가 알렉산더 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도 ‘이방

인’이라는 콤플렉스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는 이

러한 ‘이방인 의식’과 정체성 문제가 항상 나타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

러나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러한 콤플렉스와 그로 인한 정체성 갈등을 

가져본 적이 없다. 러시아인들이 나를 ‘개를 먹는’ 인간이라고 부르거나 

“김, 최, 박 셀리 브세흐 서바크(김, 최, 박은 모두 개를 잡아먹었다)”라고 

놀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 이웃에 사는 마음씨 좋은 허원학 아

저씨가 ‘개장(보신탕)’과 함께 ‘사모곤 술(집에서 만든 보드카)’이나 한 잔 

하면, 나를 놀리던 러시아인들이 너나없이 기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호즈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찾아와 고려인 특유의 억양이 강

한 러시아를 할 때면 좀 혼란스럽기도 했다. 나는 고려말을 할 줄 몰랐고, 

러시아어가 나의 모국어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자란 내 또래 고려인 

중에는 고려말은 물론 사투리까지 제법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겨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고려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었

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나를 놀려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고려말

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태

어나 자란 환경 탓일 뿐이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내 아버지는 김전빈이다. 프리모리스키이 크라이(연해주)에서 태어나 

자란 다른 민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러시아식 이름은 니콜라

이 김이고, 나는 게르만 니콜라에비치 김이다. 우슈토베로 이주한 이후, 

아버지는 고려극장 구내의 부책임자 겸 창고책임자인 안전담당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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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였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일에 종사한 사실을 삼십 년이 지나 국

립중앙기록보관소에서 고려극장 직원명단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고아로, 중등교육도 마치지 못하였다. 스탈린 초상화

가 그려진 포스터 뒷면에 공산청년동맹 모임공고를 썼다는 이유로 학교

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한 때문

에 우리 삼형제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였고, 나는 아버지의 꿈과 희망

을 이루기 위해 온힘을 다해 공부해야 했었다. 한번은 누군가가 아버지

께 아들 중 하나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

가 바로 그 ‘선택된’ 아들이었다. 돌이켜 보면, 나의 두 명의 형제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내게 쏟은 유별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공부가 좋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앞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

으면 남자가 될 수 없다는 끝없는 설교를 들어야 했다. 덕분에 나는 아버

지가 기대했던 큰 인물은 되지 못했지만, 학자는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과수원과 채소밭이 있는 커다

란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하였다. 내가 다닌 학교는 ‘츠칼로프Chkalov 55

번을 기념하여 명명된 중등노동종합기술학교’라는 이상한 이름의 학교인

데, 고려인 소년은 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졸업생은 학업을 계속 하지 

않았다. 내 동기들 중 백 명 이상이 기술자가 되거나 자연과학을 선택했

다. 그래도 몇 명은 모스크바나 기술대학으로 유명한 시베리아의 명문대

학에 입학했다. 나는 예외적으로 카자흐스탄국립대학 인문계에 진학하

는데, 운 좋게도 역사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6년 동안 나는 역사와 독

일어를 공부했고, 두 분야 복수전공을 마쳤다. 졸업 후 나는 10년간 내 모

교에서 독일어와 세계사를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그래서 독

일학을 보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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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4월, 스탈린 시대의 구태의연한 지도자들이 물러가고, 이 거대

한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고르바초프가 등장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연방이 글라스노스트(개방), 민주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

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 역사와 뿌리, 민

족문화와 민족어의 복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생겨났다. 나는 또 한 번 운

이 좋았다.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우리 역사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가 1986년, 내 나이 서른셋이었다. 나는 내 삶을 새로운 페

이지에서 다시 시작했다. 역사학자로서의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다소나마 인생경험을 쌓은 성인이었다. 

이러한 조합은 내게 유리했다. 다른 역사학도들과는 달리, 나는 이데올

로기적 교조敎條나 소비에트 정사政事의 낙인을 떼어내는 수고를 할 필요

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련 내 한민족 역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

했다. 처음 몇 해 동안 엄청난 즐거움과 열정으로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 

무렵 나는 고려인의 과거, 강제이주와 정착의 질곡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의 이름 모를 선조는 1860년대 중반에서 1870년 초 사이의 어느 시

기에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극동으로 이주했다. 기근과 재난, 그리고 지

배층의 폭정을 피해 한반도를 떠난 것이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던 이주

민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고, 곧 수천의 가난한 한민족들이 연해주로 몰

려들었다. 고려사람 1세대는 가능한 한 빨리 제정 러시아, 그리고 후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 세대는 러시아어

를 익혔고 정교회를 받아들였으며, 수십 년 후에는 재빨리 그 종교를 버

렸다. 그들은 처녀지를 개간했고, 파종을 위해 땅을 일구었다. 그들은 쌀

농사 대신에 밀 경작에 뛰어들었고, 러시아의 이즈바스(목조주택)에서 

사는 데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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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는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노동의 첫 열매를 누릴 기회를 갖지 못

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이주되어 1세대의 작업을 되풀이해야 했다. 카

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라는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만 했던 것이다. 비록 

고향(연해주, 원동)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땅에 정착을 했지

만, 그곳도 소비에트연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

로운 시스템을 익혀야 하는 일은 없었다. 내 부모님 세대는 모든 어려움

을 극복해내고, 우리 3세대를 위해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냈다.

우리 3세대도 결국 개척자가 되어야 했다. 이제 우리는 카자흐스탄, 러

시아 등 구 소련지역의 새로운 독립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고려사람’이 사는 지역들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고, 각 독립국가

의 생활 조건이나 민족문화ㆍ언어, 그리고 종교 또한 서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한편으로 우리는 한민족

이며, 한반도에 사는 ‘진짜’ 한민족이나 전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의 한

민족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지고 있

고, 인류학적으로 같은 인종유형이며, 민족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

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지역의 한민족과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민족정체성, 언어ㆍ관습ㆍ음

식, 그리고 외모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고려사

람’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한국사람(남한사람)도 조선사람(북한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남한사람이나 북한사람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이지만, 다른 한민족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고려사람들이 우리의 언어, 한국어를 잃었다고 말

한다. 4세대나 5세대에게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만큼이나 낯선 언어

이다. 우리는 해산물을 먹지 않아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한복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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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으며, 부처나 공자를 믿지도 않는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어른인 

우리보다 한민족 문화나 한국사의 기초 상식들에 대해 더 많이 잘 알 것

이다. 우리는 러시아 빵과 홍차가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다. 어릴 때부

터 우리는 러시아의 민담을 들었고, 학교에서는 유럽 언어를 배웠으며, 

유럽의 문학과 음악ㆍ예술을 배웠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러시아식이

다. 단지 우리의 성만 한민족의 것이다.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무

엇 때문에, 왜 고려사람을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답변

했었다. 첫째,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전적ㆍ인종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연관성이 있으며, 이것을 잘 알고 느끼고 있다. 둘

째, 우리 고려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도 우리의 민족정체성을 숨기려고 한 적이 없고, 항상 한민족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정체성은 여권은 물론 다른 공식문서에도 기

재되어 있다. 고려사람은 스탈린의 탄압과 강제이주 속에서도 단 한 번

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 셋째, 우리만 스스로 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른

다. 그들의 고려인에 대한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

러운 일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놀라운 점은 소련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러시아인ㆍ유태인ㆍ추크차인ㆍ아르메니아인 

등에 대해서는 꽤 신랄하고 부정적 말들이 수백 개가 있는 데 반해, 한민

족에 대해서는 악의 없는 농담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비난의 뜻이 담긴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본래 나쁜 민족이나 문화, 또는 민족성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여러 세기에 걸쳐 각 

고려 사람의 고백   29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그 지역의 자연적ㆍ환경적ㆍ지리학적ㆍ경제

학적ㆍ지정학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형성된 민족성들에

는 서로 다른 특유의 성질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정착민으로서 한민족은 수 세기 동안 농업에 종사했고, 그 결과 대부

분의 사람들은 뛰어난 근면성이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지적한다. 한민족

이 거주하는 나라들에서 한민족이 한결같이 ‘일 중독자’라고 불리는 것

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한 인터뷰에서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장인 

토르쿠노프는 한민족은 다른 민족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라는 질문에 

‘근면과 인내, 좋은 인심, 목표 달성을 위한 끈기’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한민족의 특성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자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적응성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쉽사리 동화되

지 않는 문화변용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 고려사람은 강제이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적응

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실상 전체가 농업인구였던 우리는 잘 교육

받은 도시인으로 변신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사람 중에는 수십 명의 사

회노동 영웅, 수백 명의 박사, 전현직 장관들, 하원의원, 문화ㆍ예술ㆍ체

육계의 유명인사들이 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총 인구의 1퍼센트를 차

지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어디 가나 눈에 띄고 실제보다 더 많이 보인

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사람 수를 묻는 사람들은 나의 대답에 “정말 그렇

게 적은가?” 하고 놀라게 마련이다. 그렇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십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총인구의 0.6퍼센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나아가 독립국가연합 각국에서 우리 고려사람만 러

시아어를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의 문화ㆍ관습ㆍ전통을 수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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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벼농사와 채소 재

배, 특히 파나 멜론ㆍ수박 등은 고려사람 덕분에 개발되었다는 것을 모

두들 인정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장에서 

고려인 여자들이 갖가지 한민족 샐러드를 팔고 있는데, 손님은 대부분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가정에서는 명절 식탁에 한민족

의 당근 샐러드가 반드시 오른다. 남한의 반찬과는 아주 다른 각 지방의 

한민족 샐러드는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들에서 인기 있는 메뉴인데, 손님 

대부분은 타민족 사람들이다. 그만큼 우리의 고려사람 문화는 현지인 사

회에 깊숙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고려사람들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타민족과의 결혼이다. 현

재 고려사람 둘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민족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카자흐스탄국립대학의 타민족 학생들에게 “친척 중에 한민족

이 있는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답에 놀랐었다. 타민족 학생 대

부분이 한민족 친척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려

사람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과 타민족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가깝다

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독일인은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유태인은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인은 그리스로, 러시아인은 러시

아로 돌아가는데, 한민족은?” 그때마다 나는 농담조로 “절대로 안 돌아

간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 고려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의 고향을 결정했다. 국가의 수반도 카자흐스탄 거주 60주년 

축제 때 수천 명의 고려사람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연설하기도 했다. 그

렇다면, 우리가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남

한이나 북한의 정부가 고려사람의 한반도 귀환을 바라고 있는 상황도 아

니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반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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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고려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고국이라는 그곳 한반도에서 이방인이 될 것이다. 우리

는 그곳 말도 잘 모르고(우리 세대 고려사람 대부분이 한국어를 모른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ㆍ습관ㆍ풍습ㆍ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의 

단일민족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없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자신이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멀기는 해도 분

명히 존재하는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콤플

렉스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했다.

우리 고려사람은 소비에트연방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는 단결된 민

족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

다.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사람이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들 또한 마

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

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 100여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카자흐스탄 

고려사람,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 러시아 고려사람으로 나뉠까? 카자흐

어나 우즈베크어가 우리 자손들의 모국어가 될까? 7세대, 8세대가 되면 

이슬람교를 받아들일까? 주류민족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이 끝없는 유라

시아의 땅에서 흔적도 없어 사라질까? 미국과 중국ㆍ일본,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수백만의 한민족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

고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숙명론적인 감정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불가

피한 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흔적 없

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망각 속으로 침몰해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 뿌리 깊은 믿음이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될지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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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나는 카자흐인 친구에게 카자흐스탄공화국 설립 이후 공화국 

내 공용어를 급격히 카자흐어로 바꾸는 것이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분 상하지 말게. 자네는 역사의 모국

이 있지 않은가? 한반도의 두 개의 한국은 조만간 통일될 것이고, 언어를 

포함해서 민족적인 모든 것들이 수세기 동안 보존될 것 아닌가? 자네 같

은 고려사람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말일세. 하지만 우리 카자흐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들을 이곳에서 보존해야 하는 걸세.”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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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편찬적 고찰

Ⅰ. 서언

한반도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로,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천5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 재외동포

재단의 통계(2012년 12월 현재)에 의하면, 726만여 명의 한국인이 해외

에서 살고 있다. 이는 한국 인구의 15퍼센트에 이르는 숫자로, 재외 한인

들은 아시아 지역(406만 명)과 미주지역(252만 명)에 집중 거주하고 있

다. CIS지역의 한인은 56만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ㆍ우즈베키

스탄ㆍ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다. 이처럼 CIS지역 한인(고려인)의 거주지

역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스탈린 시대의 이주정책에 

연유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최근까지 학술문헌이나 사회ㆍ정치 분야에서 ‘재소在蘇 한인’

이라는 전문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과거의 ‘단일하고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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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소련의 한인’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소비

에트연방 국가의 붕괴,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 등 독립주권국가들

의 대두에 따라 소비에트연방 시대에 형성된 새로운 단일민족이라는 개

념의 ‘재소 한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CIS지역

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그래서 나는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의 시대에는 ‘고려사람’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는 이 지역 고려인들 

사이에서 ‘조선사람’이라는 용어와 함께 자신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재소 한인’이라는 말은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따

라서 ‘고려사람’과 더불어 ‘재소 한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었다. 러시아 극동(연해주)에 이주 정착한 한인 1세대는 

물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 한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지칭으로 ‘고

려사람’, ‘조선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강제이주 이후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사람도 조선사람도 아니다. 우리

는 ‘고려사람’이고, 레닌 기치가 고려일보로 개명改名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고려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 각국의 자주권을 반영하여 ‘재소 한인’ 

대신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역사의 변화

와 경험을 규정하는 학술적 용어는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재소 한인’이

라는 용어도 ‘고려사람’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고려사람’, ‘재소 한인’은 그 구성원들의 이질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들은 조건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로 함경도 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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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건너온 이주자들의 후손들로, 수적으로 절

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5세대들이며, ‘고려사람’이라 불린

다. 다음으로, 사할린 한인들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39년부터 1945년 

광복 직전까지 7년여 동안 일본 식민지 정권은 약 6만 명의 한인들을 기

만과 폭력으로 사할린에 이주시켜 카라푸토(Karafuto사할린 남부지역

의 일본식 명칭) 광산에서 강제 사역에 투입하는데, 일본 패망 후 4만7천

여 명의 한인들 사할린에 잔류한다. 현재 사할린 한인들의 수는 3만5천

여 명에 달하며, 그들은 1∼3세대들이다. 끝으로, 유학 후 또는 계약에 

따라 취업하여 소련에 남거나, 국경을 넘어 이주 후 영주권을 획득한 북

한인들을 들 수 있는데, 한국어를 매우 유창히 구사한다는 점에서 고려

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들은 수적으로 가장 미미하며, ‘고려사람’

이라기보다는 ‘재소 한인’으로 불리고 있다.

고려사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

고, 일정 부분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사람의 역사적, 

사회ㆍ 문화적 발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사료 편찬자

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 고찰하는 통합적 연구는 그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사람’의 역사ㆍ문화ㆍ언어에 대해 논의한 

문헌 자료들을 사료 편찬적 시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경

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연구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Ⅱ.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헌

‘고려사람’에 관한 러시아 문헌은 19세기 말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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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해주)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한 시기에 처음 나타난다. 러시아 저술

가들의 연구 논문들이 그것인데, 이들 논문들은 한인들의 ‘대규모 이주 

원인에 관한 것이거나, 연해주의 이방인들의 사회ㆍ경제적ㆍ법적 상황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헌은 학문적이

라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저자들 또한 극동 제국 행정부의 국사

나 관리ㆍ군인ㆍ작가ㆍ사회 평론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러시아 문헌들을 특징별로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예술성을 편 것

과 사회ㆍ정치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① 사회ㆍ정치적

인 것은 군주 정체와 국가의 옹호를 중시하는 입장에 선 것, ② 부르주아

적 입장에 선 것, ③ 민주주의 입장에 선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에도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①의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저자로 운테르베르게르P. Unterberger

를 들 수 있다. 그는 연해주가 동양인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여 한

인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그는 19세기 말 연

해주 현縣 지사를 지냈고, 1905~1910년에는 아무르 유역 총독을 지낸 

관리이다. 그의 첫째 저작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들

에 대한 현지사의 절제된 태도를 말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저작은 그가 노

일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 극동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에 혈안이 된 

일본의 조선 합병, 그리고 또다시 몰아닥친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 물결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후 총독의 입장에서 탈고한 것인데, 

여기서 그는 한인들의 이주를 반대한다. 당초 러시아 정부는 이주 한인

들이 러시아에 충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러한 의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1) 한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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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응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낯선 정부인 러시아를 위하

여 자신들을 희생할 수는 없다.

(2) 러시아 국적을 얻으려는 주목적은 물질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다.

(3) 일본이 현명하게 식민정책을 이끌어간다면 한인들의 일본에 대

한 증오심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는 그

들의 승리자에 대하여 충성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그들에 완

전히 동화되고 말 것이다.

(4)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중 모국의 자기 민족들과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한인은 차후 이들 자기 민족들의 생각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5) 정착하는 한인들은 일시적 돈벌이를 위해 러시아를 왕래하는 중

국인들보다 더 위험하다.

(6) 이주해오는 황색인(아시아인)들과의 싸움은 강제적인 조치들과 

이민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황색인들인 살아가는 것이 

이롭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

써만 황색인들에 대한 문제가 우호적이면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83~89쪽, 419쪽).

운테르베르게르는 자신의 실제 업무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 조치를 취

함으로써 한인 이주민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 광업과 건설업 등에서 그

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그의 저작의 가치

는 그것이 실용적ㆍ실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며, 그의 사

고와 결론은 현대 역사학자들에게 있어 평론해볼 만한 대단한 가치를 지

닌다. 

나다로프I. Nadarov는 9년여 동안 우수리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시간을 

여행에 할애하였는데, 그만큼 우수리 지역의 지리ㆍ자연ㆍ기후에 전문

가적 식견을 갖추게 되었고, 주민들과도 친숙해질 수 있었다. 그는 주로 

4개 지역에 나뉘어 형성된 연해주 한인사회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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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레푸Lefu와 다우비헤Daubihe강 상류, ② 수이푼Sui Fun강 유역과 수

판Shufan 지류, ③ 파시예츠키Pasietskiy 구역[파타쉬Fatashi, 세데미Sedemi, 티

진혜Tizinhe, 얀치혜Yanchihe, 케드로바야 골짜기Kedrovaya pad, 크라스노예 

마을Krasnoe selo 등], ④ 수찬Suchan강 유역[수찬Suchan selo, 타우데미Taudemi 

등]에 관한 자료가 그것이다.

나다로프는 한인들이 유럽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하고 소화할 것이라

는 기대를 깨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 한인들만의 한

인촌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하고, 러시아인 마을과 시골 사이에 섞여 살도

록 국경으로부터 좀 더 멀리 정착시키게 된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관찰

에 근거하여 한인들은 근면하고 육체적 노동이 탁월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한인들은 아주 게으르며, 환경에 아주 둔감하고, 세 명의 한

인이 러시아인 한 명보다 절반 몫도 하지 못한다.”1)라고 쓰고 있다.

극동의 한인들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 중 걸출한 학자로서 나세킨N. 

Nasekin을 들 수 있다. 그는 1890년대에 아무르 유역 총독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위탁받은 선임관리로, 이주 한인 마을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

었다. 그의 논문은 한인들의 이주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개요, 한인 마을

들의 행정 구분, 그들이 갖는 지리학적ㆍ경제적 위치에 대한 개괄, 학교ㆍ

교회ㆍ선교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이 글

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지역별 현황을 몇몇 선행 연구의 관점들을 하

나하나 열거한 다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위치에 자리잡은 선교 기관, 한인들에게 러시아의 혼을 심고 한인들과 

1) I. Nadarov,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Ussuri Krai,” Sbornik geographicheskikh, 
topo-graphichekikh i statisticheskikh materialov po Azii, vyp. 26 (St. Peterburg: 
1887): pp. 91~150; “The South-Ussuri Krai in its Present-Day Situation,” In 
Izvestim I.R.G.O., Vol. XXV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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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러시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교육하는 러시아 학교, 마지막으로 병

역의무를 완수하는 순간 한인 청년들이 애국주의의 맹아와 우리의 군주

에게로 향한 참된 충성의 감정에 젖어들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한인

들을 우리의 드넓은 조국의 각 변경에 분산되어 있는 수십 개 여타 민족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제의 충성스런 종으로 만들어 놓을 요소들이

다.” 나세킨은 또한 남우수리 변경 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분포도를 작성

하기도 하였다. ‘N(H)’, ‘NN(HH)’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그의 다른 논문

들도 손꼽히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 문제’는 1911년 칙명에 따라 파견된 아무르 원정군이 행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 페소스키V. Pesoskiy의 논문은 그 한 예이다. 페소스키는 

‘변경 지방에서의 한인들의 역할’이라는 장에서 당시에 존재했던 조선 문

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과 긍정적인 관점들을 언급하고 있다.2) 그는 

이 연구에서 연해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의 한인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마이너스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인들이 거주증도 없이 거주

하는 데서 파생하는 국고 낭비, 거주증이 없는 한인들을 국외로 내보내

는 데에 따른 국고 낭비, 러시아 농업 발전에의 지장, 토지를 산업이 아닌 

다른 데 전용함으로써 초래되는 농업 손실, 하급 행정관원의 건전한 봉

사정신과 시민정신이 타격을 입고 불필요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점, 그래

서 그들이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을 쉽게 범하게 되는 점들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그는 외국인으로서의 한인들은 대외 정치에 있어 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조장하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하

여, 그는 연해주 한인들의 거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러시아 

2) V. Pesotskii, “The Korean Question in Priamur,” In Trudy komandirovannoi po 
Vysochaishemu poveleniiu Amurskoi expeditsii, t. XI (St. Peterburg: 1913).



40   나는 고려사람이다

시민권 교부와 여권 이서에서 발생하는 국고 수입, 변경 지역의 농업 발

전, 값싼 노동력, 근면하고 순종적인 노동력 등을 꼽았다. 페소스키가 한

인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플러스적인 요인에 의해 상쇄

된다는 점이다. 연해주 원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극동 지역

에 한인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

로써 자기 힘으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면서 러시아 법에 복종

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실현시키는 나라를 극동 지역에 건설하자는 것이

었다. 

A. 라고자A. Ragoza와 F. 베벨F. Vebel은 업무와 관련하여 한인들과의 직

접적인 교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논문은 개인적으로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성격의 자료들도 사용하고 있다.3) 러시아 내무

부 이주관리국의 특별업무를 맡아 연해주에 출장, 이 지역 한인 이주민

의 사회적ㆍ경제적ㆍ법적 상황을 접하고 이에 대한 인상을 논문에 기술

한 A. 리티헤A. Rittihe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군주 정체와 국가의 옹호라는 방향에 선 

저자들은 러시아 경내의 한인 이주 문제를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하

여 어느 정도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본래 극동 지역에 러시

아 민족이 정주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제국의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으

로부터의 러시아 농민들의 이동이 부진하고 변경 지역에서의 경제적ㆍ

군사적 개발을 속행해야 할 필요성이 서로 상치되면서 차선의 방안을 강

3) A. Ragoza, “The Short Historical Survey of the Resettlement of the Koreans in Our 
Border Area,” Voennyi sbornik 6 (St. Peterburg: 1906): pp. 206~222; “The Posiet 
District,” Sbornik geographicheskikh, topographicheskikh i statisticheskikh materialov po Azii, 
vyp. 45 (1891): pp. 47~135; 3. A. Rittikh, Resettle met and Peasantry in the South Ussuri 
Krai (St. Peterburg: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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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된다. 이 지역의 경제적ㆍ군사적 개발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

리 중국인이나 한인 이주민을 수용함으로써 ‘황색 식민지’라도 만들어보

려는 선택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부르주아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저자로는 A. 파노프A. Panov

를 들 수 있다. 그의 역사통계학 논문 ｢아무르강 유역의 황색(아시아

인) 문제｣는 러시아의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해나가던 기간의 수많은 연

구들과 그 구조나 내용이 아주 유사하고 표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4) 1. 개요/ 2. 황색인(아

시아인) 정착의 역사적 개요/ 3. 지역 산업에로의 황색인의 참여/ 4. 금광

산업에서의 황색인의 역할/ 5. 무역에서 황색인의 참여/ 6. 농업과 황색

인/ 7. 황색인 정착의 정치적 의미/ 8. 대對황색인 조치 등이 그것이다.

파노프는 그는 ‘이익이 얼마인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경제적 시각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아시아인 문제를 접근하고 있

다. 황색인 이주민들은 높은 기술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러시아인 노

동자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며, 러시아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조악한 분야 

또는 단순 노동 영역에 황색인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에 

황색인의 이주 정착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한편, 저자는 이 글에서, 이주 한인들은 온순한 성격과 근면성, 유럽인

들의 생활습관에 쉽게 적응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사고를 지닌 중국인

이나 만주인보다 선호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당시 한인들이 도처

에 퍼져 있었고, 일터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타이거 지역에서 필요한 

4) A. Panov, “The Yellow Question in Priamur,” In Historical and Statistical Survey (St. 
Peterburg: 1910); Voprosy kolonizatsii 1 (1910): pp. 53~116; “The Yellow Question 
and the Means of Struggle with the Yellow Domination in the Priamur,” ibid. 11 
(1912): pp. 171~184; “Struggle for the Labor Market in the Priamur,” ibid. 11 
(1912): pp. 2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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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채소를 재배하던 상황에 근거한다. 이주 한인들이 가난과 전제 정

치로 그들을 몰아낸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없이 러시아인들과 그

들의 관습에 익숙해졌으며, 그들의 모든 수입 또는 상당 부분을 중국인

들처럼 모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남겨두었던 것 또한 한인들

을 선호하는 까닭이라고 말한다.5) 러시아 변방지역 한인들의 가치는 단

지 값싼 노동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

만, 결국에는 러시아 이주민들이 한인들의 야채ㆍ수수ㆍ콩 재배와 돌려

짓기, 관개시설의 건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 한 예이다. 돌이켜 보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는 지금까지도 농경산업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고 공유하게 되면 러시아 이주민들

도 점차적으로 집약 농경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연해주 

지역의 농경산업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네다친S. Nedachin은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고찰해 보인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최고의 자원’(이라 

할 이주 한인)을 역사적 사명인 극동지역 개발 완수에 과연 사용할 수 있

을 것인가?” 하고 의심을 표명한다.6) 그는 도시위원회의 지적과는 입장

을 달리 하면서 한인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

안한다. 한인들의 거주지역은 국경 지대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타이거 

지역을 지정할 것, 아무르 철도 지대와 포시에트Posietskiy 지역에는 새 거

주지를 형성하지 말 것, 한인들에게 국가 소유지를 할당하되 남자 한 명

당 토지 5체사지나(1.09 hectar)를 자영에 맡기되 한 가족이 30체사지나 

이상 되지 않도록 할 것, 한인들의 노동력을 산업ㆍ교통ㆍ건설 등에 널

5) A. Panov, “The Yellow Question in Priamur,” In Historical and Statistical Survey (St. 
Peterburg: 1910); Voprosy kolonizatsii 1 (1910): p. 73. 

6) S. Nedachin, “The Korean Colonists: The Question of the Rapprochement of Koreans 
to Russia,” Vostochnyi sbornik 1 (1913):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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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다친은 ‘이주 한인들의 

경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되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

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조국인 러시아에 대하여 애착을 

느낄 수 있게 유도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다친은 조선에서의 러시아 정교회와 선교 사업의 역사, 연해주 한인

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역사에 관한 저술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들 글

에서, 다른 많은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은 신에 대하여 순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며, 따라

서 러시아 정교회는 새로운 신의 자녀들이 될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

어들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과 함께, 러

시아 사료편찬 작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고증, 소련 민

속학의 불완전한 발전, 고려사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선교 활

동, 구소련 지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 대두 등의 문제는 고려

사람의 삶 속에서 종교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부르주아 성향을 뚜렷이 보이는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S. 메르쿨

로프S. Merkulov는 잡지 아무르지역 식민화 문제에 황색인의 노동력 문

제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황색인의 노동력과 아무

르 지역으로의 황색인의 대량유입에 대한 조치｣라는 논문에서, 그는 다

양한 수준에서 극동지역 여러 황색인들(중국인ㆍ한인ㆍ일본인)의 대량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무리 부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

은 결론에 이른다. ① 한편으로는 오지에 주민을 정착하게 하여 그 지역 

내에서 몇몇 유형의 산업과 농경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르 

강 유역에 러시아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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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황색인들보다는 한인들을 선호하고, 자유롭게 이들을 자신들의 변경

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한인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③ 가능한 한 국민적 권리 및 의무 면에서의 러시아 국적의 한인들과 러

시아인들을 동일시한다.7)

한편, 민주적인 관리들로는 1882∼1892년 유즈노 우수리스크 지역 이

주담당자 부쎄F. Busse8)와 ‘아무르’주州 현지사의 책임관리 푸칠로M. Pucillo 

등을 들 수 있다. 푸칠로는 자신의 업적뿐 아니라 고려사람에게도 많은 

것들을 남긴다. 1870년 봄 그는 ‘수이푼’강江 강변에 한인들 거주지를 마

련하기 위해 출장, 한인들과 함께 반년 동안 생활하면서 크게 공헌한다. 

한인들은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푸칠로Mihailo Ivanych Pucillo 대령, 한인들

을 향한 사랑과 정의로움에 감사하며’라고 쓰인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

고, 이후 수이푼의 한 마을이 그의 이름을 따서 ‘푸칠로브카Pucillovka’로 

불리게 되었다. 푸칠로는 수뇌부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한인들

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직위에 따른 수당이라는 명

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최초로 노한露韓사전을 펴낸다.9) 이 사

전은 영한사전ㆍ독한獨韓사전ㆍ불한佛韓사전보다도 앞선 것으로, ‘고려

말’인 연해주 한인들과 그 후손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

료가 되고 있다. 

프르줴발스키I. Przhevalskiy는 러시아의 유명한 여행가로, 1868년 역사

학연구소 시베리아 지부로부터 동東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어 우수리 

변경지역으로 파견된다. 여기서 그는 뛰어난 동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민속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는 연해주 한인 이주사

7) Merkulov S, Questions of colonization of the Priamur Krai, St. Petersburg, 1911.
8) F. Busse, The Resettlement of Peasants by Sea to the South-Ussuri Krai in 1883~1893 (St. 

Peterburg: 1896).
9) M. Putsillo,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ery (St. Peterburg: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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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단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환희에 찬 서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기할 만한 현상들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은 한

인들이 러시아 경내로 이주해 오는 것과 그들로 인해 이 지역에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10) 이 문구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

인들의 정착지가 생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으로 간주되어 곧잘 인용

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역사학자이자 지지地誌학자, 사회평론가인 바긴V. Vagin은 

한인 문제를 다루는 황제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비

판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전횡과 착취로부터 한인들을 옹호

한다. 그는 관리들이 추진하는 강압적인 러시아화化와 러시아 정교화 등 

문화 침탈에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성향 저자들의 저작들은 이주 한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글에도 미흡한 점이나 부정확성ㆍ오류

들이 없지 않고, 자자들 역시 여러 사회계층과 다양한 직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11) 

흥미로운 민속학 자료들 속에는 블라고슬라벤뉘이Blagoslovennyi 한인 

부락과 그 주민들에 대한 기사 등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15년에 한 번씩 감독이 행해졌다.12) 또한 혁명 전의 러시아 사

10) N. Przheval’skii, “The Non-Russian Population of the Southern Part of the Primor 
Oblast. 2: The Korean Population,” Zapiski I.R.C.O. 5 (1869): pp. 185~201.

11) V. Vagin, “Koreans on the Amur,” Sbomik istoricheskikh i statisticheskikh svedenii o Sibiri 
i soprededl’ nykh stranakh 1 (St. Peterbrag: 1895): pp. 1~29.

12) A. Kirillov, “Koreans of the Blagoslovennoie Village: The Historical-Ethnographical 
Sketch,” Priamurskie vedomosti 58, 59, Supplements (1895); “The Agriculture of the 
Korean Village Blagoslovennoie,” In Materialy statistiko-eko nomocheskogo obsledovani-ia 
kazachiego i krestianskogo khosiastva Amurskoi oblasti, t. II, part I (St. Peterburg: 1912), 
pp. 189~194; “The Population and Agriculture of the Korean Village Blagosloven,” 
Ibid, pp. 161~162; Ibid, pp. 5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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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한국어의 음운론ㆍ형태론ㆍ구문론 체계ㆍ어휘ㆍ방언학 등에 대

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인 포드스타빈

G. Podstavinㆍ큐네르N. Kyuner의 연구논문은 실용성을 잃지 않고 여러 언

어학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13) 

극동과 시베리아의 정기간행물 역시 사료편찬의 중요한 자료인데, 아

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한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향을 가진 여행가ㆍ지지학자ㆍ사회평론가ㆍ작가

들에게서도 보이는데, 쉬레이데르D. Shreider, 그룸그르쥐마일로G. Grum-

Grzhimailo, 막시모프A. Maksimov, 가린 미하일로브스키N. Garin Mihailovskiy 

등의 저작이 이에 해당된다.14)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 전 러시아 문헌은 양적인 면에

서 극동의 한인들에 관한 방대하고 특이한 저작들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

으며, 질적인 면에서 연구 대상의 문제들이 그 범위가 대단히 깊고 넓다

는 점이다. 또한 고려사람의 활동적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면

들을 직시하고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다양한 측면이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 특징은 특별 사료편찬 차원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13) Podstavin G., A Readerbook of the Korean Standart Language. Vol. 1, Vladivostok, 
1905; Podstavin G., Korean Grammar. Vladivostok, 1908; Kyuner N., Koreans. 
(ms.). Archive of Author. F. 8, op. 1, No. 253a.

14) D. Shreider, Our Far East (Three Years in the Ussuri Krai) (St. Peterburg: 1897); G. 
Grum-Gruzhimailo, The Description of the Amur oblast (with a map) (St. Peterburg: 
1894); A, Maximov, Our Tascs on the Pacific Ocean: Political Studies (St. Peterburg: 
1894); “The Non-Russians in the Ussuri Krai,” St. Peterburgskiie vedomosti 176, 177, 
178, 180, 185, 186, 191, 208; On the Far East: The Stories and Sketches (St. Peterburg: 
1887); N. Garin-Mikhailovskii, In Korea, Manchuria and the Liadung Peninsula (St. 
Peterburg: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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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련시대의 문헌

소비에트정권 초기에 이미 극동 한인 이주민의 이주사와 인구 동태ㆍ

거주 분포에 관한 저작들이 간행되는데, 특히 관심을 둔 것은 산업 활동

과 농업ㆍ쌀 재배의 한국식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극동지역에 몰아친 혁명운동의 소용돌이와 재소 한인들의 혁명운동 

참여에 관한 초기 저작들은 주로 1920년대 말에 나타난다. 이 시기는 혁

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풍부한 문서 자료

가 고문서 보관국의 특별 창고에 별도로 보관되지 않은 시기일 뿐 아니

라, 민족주의ㆍ트로츠키주의(trockizm) 등 그 외의 온갖 사상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이후 1930년대 고려사람 엘리트들에게서 만연하게 

된 비난이 아직은 범람하고 있지 않을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저작들

은 혁명이라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연구된 결과물들이다.

192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10월 혁명 10주년과 재소 한인
은 이 시기 저작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구소련에서 한국어로 발행된 역사 서적 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남아 있는

데, 유감스럽게도 저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다. 100페이지가 약간 넘는 분

량이지만, 서지학 상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의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찾아 볼 수 없다.

체계화된 서술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몇몇 보고 내용들은 일류호

프N. Iliyuhov, 구벨만M. Gubelman, 아노소프S. Anosov 등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 1920년대에는 한인 망명자들이 극동에 소비에트정권을 세우는데 

참여한 일, 한인 망명자들이 조선에서 민족해방운동 단체가 조직된 것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48   나는 고려사람이다

모스크바와 극동 변방지역의 출판국에서 재소 한인에 관한 저작들과 논

문들을 간행하는데, 이 시기 농업과 프롤레타리아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

주의 건설 성공을 진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기록되어 있다. “10월 혁명은 노동에 종사하는 한인들을 민족적ㆍ사

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15)

1937년의 강제이주는 스탈린 눈에 ‘사상이 불순하다’고 비친 민족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 문제에 타격을 주었다. 이 때문에 한인 강제이주 

이후부터 스탈린 사망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한인 노동자의 혁명 활동과 

한인들의 항일 빨치산 투쟁에 관해 기술하려 하지 않았다. 한인들은 혁

명 활동과 빨치산 투쟁을 공모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추

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던 스탈린 사망 후 ‘후르시초프 해빙기’

에 접어들어 혁명과 시민전쟁의 민족적 측면을 고찰하는 사료편찬 작업

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전문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자들과 극동에 소비에트정

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했던 자들이 두드러지게 활동했

다. 오랜 기간 학술적 탐구에 매진했던 사람들로는 바비체프B. Babichev, 

김M. Kim, 한S. Khan, 하스키나S. Haskina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한

인 빨치산부대의 활동지역과 일본에 맞선 전술 활동이 밝혀졌다. 또한 

한인 정규군과의 상호 활동이 성격 지어졌는가 하면 몇몇 지휘관들의 잘

못된 활동이 비판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 한인 주민들이 식료품과 자금 

등을 그들에게 원조한 이야기도 밝혀졌다.16) 저자는 극동 지역에서의 소

15) S. Anosov, Koreans in the Ussuri Krai (Khabarovsk-Vladivostok: 1928).
16) I. Babichev, “The Brotherhood, Strengthened with Blood,” Dal’nii Vostok 2 (1958): 

pp. 167~170; “Th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and Korean Workers in the Struggle 
against the Interventionists and White-Guardists in the Far East (19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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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트정권 수립에 한인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특별 논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료편찬적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한인 문필가 계열의 지식인 계층은 ‘10월과 재소 한인’을 주제로 

활동을 벌인다. 한인들이 세운 극장에서는 태장춘Thay Dyan Chun의 홍범

도(1942), 빨치산(1957), 채영Tsay En의 북으로 가는 길(1966) 등이 

무대에 올려졌다. 김준Kim Dyun은 ‘이만’역驛 전투에서의 한인 투사들의 

업적을 그의 시 ｢마흔 여덟 사람｣에 그려보였고, 김남석은 ｢올리가 전투

를 회상하면서｣라는 시에서 ‘올가’시市 전투를 담아냈다. 김준은 그의 장

편소설 십오만 원 사건에서 연해주에서 발생한 1918~1922년의 사건

에 한인들이 참여한 바를 서술하고 있으며, 드미트리 리Dmitriy Li의 장편

소설 황새 둥지를 떠나다(모스크바, 1987)는 ‘극동에 소비에트정권을 

In Trudy Khabarovsko-go Medinstituta, Sbornic 16 (1958), pp. 3~12; The Participation 
of Chinese and Korean Workers in the Civil War in the Far East (Tashkent: 1959); “The 
Communists-the Inspiand Organizer of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and Chinese 
Workers in the Struggle against the Interventionists and White-Guardists in 
the Soviet Far East (1918~1922)” (Ph. diss., Moscow, 1961); Matvei Kim, The 
Korean Internationalists in the Struggle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Far East (Moscow: 
1979); Sergei Khan,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in the Civil War in the Russian 
Far East (1919~1922),” In Korea: Istoriia i ekonomika (1919~1922) (Moscow: 1958), 
pp. 109~114; “The Korean Partizans in the Struggle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Far East,” Voienno-Istoricheskii zhumal 5 (1963): pp. 109~114; S. Chan, and Vladimir 
Kim, “The Korean Internationalists in the Struggle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Far East (1938~1922),” Uchenye zapiski Kemerovskogo pedmsti-tuta 25 (1970): pp. 
37~56; I. Razgon, V. Flerov and S. Khaskina, “To the History of the War-Alliance 
with the Korean Workers in the Struggle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Far East 
(1919~1922),” In Trudy TSGA RSFSR DV, t. 1 (Tomsk: 1960), pp. 310~319; S. 
Khaskina, “Documents o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rkers in the Struggle for 
the Soviet Regime in the Far East,” ibid., pp. 65~72; S. Tsypki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rkers in the Straggle against the Interventionists in the Far East,” 
Voprosy Istorii 11 (1957): pp. 171~175; B. Boiko, “The Korean Internationalists in 
West Siberia,” Manuscript, 1989,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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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 위해 들어온 한인 국제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것들은 연해주 재소 한인들이 최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모든 재앙들은 추방 사건 이후 혹은 그 훨씬 전의 것이

라는 틀에 박힌 주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은, 당

대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ㆍ강압적 집단 테러와 쇼

비니즘chauvinism적 차별대우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

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은 알리 자키르Ali Zakir의 것을 들 수 있는

데, 여기서 그는 두 코뮌commune, 즉 러시아인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코뮌과 한인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태평양의 혁명가’라는 코뮌이 

상호간 불평등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7) 

다음은 극동지역 한인의 자랑인 민족의 글 ‘한글’을 라틴 문자화한 작

업이다. 파쉬코프B. Pashkov,18) 홀로도비치A. Holodovich19) 등의 언어학자

와 인민위원회 부교육장학사 불라트니코프I. Bulatnikov20)는 소련 내 소수

민족 중 자신의 문자를 가진 몇 안 되는 민족들 모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라틴 문자화를 끝내라고 압박했다. 한자와 한글에 반동적 본질이라는 낙

인을 찍고, 재소 한인의 문헌 혁명을 부추겼던 것이다.

김승화는 재소 한인에 관한 역사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 19세기 중반

에서 193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시기까지

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21) 그는 이 글에서 한인들의 인구수ㆍ사

17) Zakir Ali, “For a Leninist Nationalist Politics in the Kolkhoz Movement among the 
Koreof the Far East,” Revolutsiia i Natsionalnosti 23 (1931): pp. 76~81.

18) B. Pashkov, “The Urgency of the Latinizing Korean Writings,” Kiltura i Pis’mennosf 
Vostoka 9 (1931): pp. 33~37.

19) A. Kholodovich, “On the Latinization of Korean Writing,” Sovetskoe Iazykosnaniie 1 
(1935): pp. 147~161.

20) I. Bulatnikov, “On the Latinization of Korean Writing,” Prosveshchenie Natsionalnostei 
6 (1935): pp. 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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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ㆍ산업, 그리고 소련식 국민 교육 체계의 생성과 현황, 교화교육 

사업의 형태와 방법, 민족의 극예술과 문학 부흥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이주 한인 집단농장들의 농작

물 재배 활동, 조국 전쟁에 다수의 한인들이 참여한 것, 한인 극장의 기능 

등에 관한 간단하고 새로운 정보들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범위를 넓혀 문제를 다루

고 있는 저서나 학위논문들은 1937년 강제이주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

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재소 한인의 정신문화 발전에 관한 문제는 민속학에서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방법론적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정한 학술적 전통이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학자들은 역사학ㆍ민속학ㆍ철학ㆍ예

술 연구ㆍ문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

탄의 한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민속학적 연구는 1950

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기초가 형성된다. 좌릴가시노바R. Dzharylgasinova

는 고려사람의 민속 문화 형성과 발달과정 연구에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이룬 학자이다. 그는 많은 논문들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또 하나

의 논문을 만들었다. 한국 민속학 연구의 공통된 점은 두 가지 원칙, 전통

과 혁신으로 문화 분야에서의 민속학적 분화와 서로 다른 타민족 간의 

민속적인 통합을 상호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재소 한

인의 민속 문화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22) 

21) Syn Khva Kim, A Study of the History of the Soviet Koreans (Alma-Ata: 1965).
22) 30. R. Dzharylgasinova, “Culture and Life of the Koreans on the Sovkhos ‘Raushan’ 

of the Kungradskii Region of the Kara-Kalpak ASSR,” Kratkie soobshcheniia Instituta 
Etno-grafii XXXV (1960): pp. 54~63; “On the Cultural Rapprochement of the 
Koreans in the Uzbek SSR with Neighboring Peoples (Tradition and Novel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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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소 한인의 문화에 대한 많은 저작들은 그 구조에 있어 공통된 

체계를 가진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한인의 거주 분포에 대한 총

괄적 정보 내용, 그들이 기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 마을과 거주지 

환경, 의복ㆍ식량ㆍ가족생활ㆍ풍습ㆍ인류학적 발달 과정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23) 

심리학자 L. V. 민L. V. Min은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의 가족 전통 및 관

습(알마아타, 1992)에서,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의 민족적 자기인식 형

성에 민족적 가족 전통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국가연합 최초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과

Economic Life and MateCulture),” Sovetskaia Etnografiia 5 (1966): pp. 3~14; 
“Tradition and Novelty in the Family Rites of Koreans in Central Asia,” In Istoriia, 
Arkheologiia i Etnografiia Srednei Azii (Moscow: 1968), pp. 343~349; “Second Names 
as Historical Ethnographic Source, In Onomastika Povolzh’ja Ul’ianovsk (1969), pp. 
22~27; “Anthroponimic Processes among the Korea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In Lichnye imena v proshlom, nas-toiashchem i, udushchem (Moscow: 1970), 
pp. 139~149; “Innovations in the Culture and Life of the Korea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based on the rural Population),” Sovetskaia Etnografiia 6 (1978): pp. 
59~70;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Day Anthroponymic Model of the 
Koreans Living in the Rural Regions of the Uzbek SSR,” In Onomastika Srednei Azii 
(Moscow: 1978), pp. 203~205; “Basic Tendencies of Ethnic Processes among the 
Koreans of Central Asia and Kazakhstan,” In Etnicheskie protsessyu natsionalnykh grupp 
Srednei Azii i Kazakhstana (Moscow: 1980), pp. 43~73.

23) Iu Ionova, “Koreans,” In Narody Srednei Azii i Kazakhstana, t. II (Moscow: 1963), pp. 
564~580; “With the Koreans of the Central Asia,” Kratkie soobshcheniia Instituta 
Etno-grafii XXXVII (1963): pp. 23~24; The Rites and its Social Functions in Korea-
Middle XIX-Beginning XX Centuries (Moscow: 1987); V. Tsoi, “The Study of Family 
Rites of the Koreans of Kazakhstan,” Sovetskaia Etnografiia 2 (1983): pp. 96~102; 
“The Present-Day Material Culture and Life of Koreans in Kazakhstan (To the 
Question of Correlation of Traditions and Novelties)” (Ph. D. diss., Leningrad, 1985); 
G. Kim, The Socio-Cultural Development of Koreans of Kazakhstan (Alma-Ata: 1989); 
“The Athroponymic Processes among Koreans,” In Imena Narodov Kazakhstana 
(Alma-Ata: 1991), pp. 70~82.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53

제 중 하나는 자신의 관습과 전통의 보전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의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다. 첫 5장은 한인의 연령별 단계구분

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유년기 ‘첫 번

째 상’, 한인 가족에서의 자녀교육, (2) 혼례 ‘두 번째 상’, (3) 60회 생일 

환갑, ‘세 번째 상’, (4) 장례ㆍ제례 ‘네 번째 상’이 그것으로, 인생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일과 관련된 의식이나 절차의 민속적 의미를 나름대로 규

정하고 있다. 6장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민족적 전형’에서는 1990~

1991년 카자흐스탄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룬 것

으로, 신선하고 흥미롭다. 마지막 장에는 가족ㆍ자녀ㆍ가족관계ㆍ인간

관계에 대한 수백 개의 한국 속담 및 격언이 엄선되어 실려 있다.

한인들의 민중적 지혜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의

식주’라 말하는데, T. S. 정T. S. Chen과 박일P. A. Pak Ir은 재미있고 유익한 

책자 전통적 한국음식(알마아타, 1994)를 펴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고 하는데, 고려사람에게 필요한 

전통음식의 요리방법을 비롯하여 한국ㆍ중국ㆍ일본 음식 6백여 가지 요

리법이 실려 있다. 한인들의 민속음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월력

을 담은, 아주 유익한 책이다.

게르만 김G. N. Kim은 최근 몇 년 동안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종교 문

제, 특히 알마아타 내 장로회 선교단원들의 종교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정기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방학연구 연구원 나탈리아 엄Natalya Em은 그의 논문 ｢알마아타 한

인들 사이의 국제결혼 및 민족혼합 가정｣을 위해 설문조사ㆍ인터뷰, 호

적등록과 보관문서 조사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G. N. 김

과 공동작업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었던 글들을 고려일보에 게재한다. 

그의 논문은 1980~1990년의 알마아타 한인사회의 민족 간 결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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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을 분석 연구한 것으로, 그의 첫 번째 독자적 연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결혼풍습의 변화, 서로 다른 민족이 결합하여 이룩한 가정

의 아이들이 서로 동화되어가는 과정 등과 같은 중요한 측면들이 결여되

어, 한국 민속연구가들의 학술적 관심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한인들

의 농업 현황과 실태에 대한 연구는 도식적이고 판에 박힌 것으로, 벼농

사와 채소 재배 등에 있어서의 민족 특유의 노동방식, 특이한 계절적 밭

농사 같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고려사람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민속의 변화를 

깊고 폭넓게 밝힌 것은 큰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족의 문화발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

나는 민족의 언어생활과 언어 행동에서의 변화이다. 김O. G. Kim, 헤가이

M. Khegay, 유가이I. Yugay의 논문들은 재소 한인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언어

에 대한 언어학적ㆍ사회언어학적 연구 논문이다.24) 비록 연구 대상이 우

즈베키스탄 지역의 민족 집거 농촌과 도시 지역 한인 집단이지만, 이들 

연구 결과는 모든 고려사람의 해당 집단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카자

흐스탄 학자의 언어학 연구로는 하사노프V. Hasanov의 논문을 들 수 있는

데,25)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의 역할, 카자흐어와 한국어 사이의 상호 

24) O. Kim, “On the Language of the Koreans of the USSR,” Uchenye zapiski 
Tashkentskogo Sredne-Aziatskogo Universiteta, vyp. 202 (1962): pp. 87~93; “Peculiarities 
of the Russian Speech of the Koreans in the USSR-A Phonetic-Morphological Study” 
(Ph. D. diss., Tashkent, 1964); M. Khegai, “Lexical Loans from the Russian Language 
in Korean Trans” (Ph. D. diss., Moscow, 1953); Ilija Yugai, “On the Influence of 
the Statistical Facupon the Linguistic Processes among the Koreans of the Uzbek 
SSR (On the Base of the 1970Census),” In Issledovaniia po literaturovedeniiu i 
iazykoznaniiu (Tashkent: 1977), pp. 151~1571; “Ethno-Sociological Study of the 
Linguistic Processes among the Koreans of the Uzbek SSR,” Polevye issledovaniia 
Instituta Etnografii. M., (1977): pp. 168~174; “The Development of the Ethno-
Linguistic Processes in the Other People’s Sur” (Ph. D. diss., Moscow,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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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고려말’로 받아들여진 카자흐어), 한국어카자흐어의 다중 언어

(Bilingualism)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언어학자 박N. S. Pak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특히 카자흐스탄과 중앙아

시아의 인접 국가들, 러시아의 한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고려말’

에 대한 연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육진’ 지역 방언을 

예로 들면서, 언어 발전에 있어 언어 확산 과정, 고려말의 발전 과정, 족

보 언어, 그리고 상기 방언에 있어 격 형태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논문들

을 발표하였다. 유가이I. Yugay와 찬L. Tyan은 고려말의 음성학적 본성, 어

휘문법 형태의 특징 및 여러 측면에서의 방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철학자 김O. G. Kim은 자신의 박사논문을 주 내용으로 한 저서

에서 러시아 및 한인 민중의 민속자료들에 나타나는 격언의 세계적 사상

의 의미론기호론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그는 러시아 및 한인 격

언의 세계적 사상의 논리적 내용을 철학ㆍ언어학ㆍ문화학ㆍ상징주의 

등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소비에트 한인의 문화 및 언어 문제

에 대한 일련의 논문들을 집필하였다.

예술연구가 전 주Ten Chu는 재소 한인의 음악문화 중에서 노래 작곡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이 글에서, 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의 일상생활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한국 민요들이 고유의 장르를 형성하

는데 있어 역사적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각 장르들이 형성되는 한

국의 민속학적 지역 구분을 밝혔다. 또한 재소 한인 노래의 음률의 독창

적 특성과 함께, 다른 민족들의 음률과의 공통성을 보이는 부분을 규정

짓고, 민요 장르와 한인들이 소련에서 새로이 갖게 된 한인만의 노래를 

25) B. Khasanov, The Languages of the Peoples of Kazakhstan and its Interaction (Alma-Ata: 
1976); The National Languages, Bilingualism and Polylingualism: The Searches and Per 
(Alma-Ata: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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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구분해 보이는 한편, 한국의 음악언어의 여러 특수 문제들인 

화음체계ㆍ풍지법ㆍ리듬 등도 다루고 있다.

극작가이자 감독인 김I. Kim은 한국 연극의 창작 실제를 고찰하고, 레

퍼토리의 가장 중요한 단계적 상연들을 분석하였으며, 배우 단체의 연주

회ㆍ경연극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26) 그의 책은 창작 예술의 성격을 띠

지만, 극예술 발달사에 대해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역사적 논고가 들어 

있다. 그는 이 책에 도해와 주석을 곁들여 1932∼1981년에 상연된 모든 

공연물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실었다. 그러나 그는 카자흐스탄 중앙

국립고문서보관국에 2046번으로 보관되어 있는 한인 극장에 대한 풍부

한 자료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1959∼1969년 크질오르

다 한인극장 시절의 재소 한인들의 공연예술 발전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한E. Khan과 우가이V. Ugay이고, 그들의 논문과 논고들은 주내 정기간행

물에 체계적으로 게재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학교 공교육 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도 발표되었

다. 한B. Khan의 석사학위 논문27)은 일정 정원의 한인 학생이 취학하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고, 이러한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의 

교직 경험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역사학적 입장이 아니라 교육학의 입

장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방법론의 중요한 관점들, 한

인 학생의 정원을 채운 학교에 대한 재정ㆍ기술ㆍ교과방법, 고급인력 충

당이라는 측면에서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고려사람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에 참여한 실태도 그 

26) I. Kim, The Soviet Korean Theatre (Alma-Ata: 1982).
27) Boris Khan, “The Pedagogical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the Korean Population 

(on the Materials in Kaz. SSR)” (Ph. D. diss., Alma-Ata,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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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헌에 나타나 있다. 그러한 문헌들의 저자는 농업성 직원으로, 이

들은 노동의 성과를 묘사하고 높은 생산지수를 열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적 업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들 문헌의 

의의가 반감되기도 하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고찰해 본다면 

합목적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소 한인의 역사적 질곡과 운명에 대한 관심은 민족문화의 미래에 대

한 불안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으로 환치된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는 물론 언론인ㆍ시인, 그리고 한인문

학센터 지도자 등 수많은 고려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글쓰기에 힘을 기울

이기 시작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말하자면 재소 한인사회에 ‘한국학’ 연

구 붐이 조성되기에 이른 것인데, 독특한 열기만큼 나름대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인문학자처럼 의식 있는 삶을 연구하고 계

급투쟁의 교훈이나 소련 공산당 활동의 국제적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

마저도 순식간에 고려사람의 역사ㆍ문화ㆍ언어에 정통한 전문가로 간

주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저자의 저작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기록한 내용이거나 판에 박힌 듯이 도식화된 양식이 대부분이

었다. 더욱이 감정 표현이 있으나 대부분 공허한 것이고, 날카로운 분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글들은 전문 분야를 다루었다기보다는 개

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분량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37년의 강제이주 사건은 저자들의 관심과 독서계층의 인기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다. 재소 한인의 삶에서의 근본

적인 변화는 강제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고려사람의 역사

에서 도출되는 어떤 문제이든 강제이주와 여기서 비롯하는 갖가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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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 등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망 속에서 고찰하게 된다. 파벨 N. 김

Pavel Naumovich Kim은 이 방면의 권위로, 그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인 집단농장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활동(1937~1941)｣이라는 논문

을 발표했다. 또한 스테판 김Stepan Kim은 잡지에 연재한 자신의 글에서 

‘바실리 김Vasiliy Kim’이 언젠가 ‘이주 첫해와 그 다음해는 주제로 삼는 것

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기술, 자신은 시국을 고려하여 

1939년만 다루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스테판 김은 자신의 ｢소련 사

람의 참회｣라는 글에서 ‘바실리 김’이라는 가명만 설정하고, 잡지에 연재

된 ‘이유’를 설명한 논문의 저자 이름이나 논문 제목ㆍ연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논문에서 ‘바실리 김’의 입을 통해 판에 박힌 듯

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1937~1938년에는 무질서ㆍ기아ㆍ질병ㆍ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현실적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중앙국립고문서보관국과 각 주州 고문서보관국에는 강제

이주와 관련된 고문서 자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자료는 ‘죽어가는 사

람을 구하기 위한 편지, 소원서, 요청, 애원의 글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의 산업 구조에 따른 여러 종합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 문서들이

다. 한인 이주민 집단농장들에서의 건설업 계획, 요약 보고서, 식량과 종

자의 대부에 관한 구역집행위원회 결정 사항, 현금과 현물 자원의 분배

에 관한 당 기구와 소비에트 기구의 명령 등이 그것이다. 

강제 추방에 관한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의 초기 

생활에 관한 많은 역사학 논문들이 발표되었거나 발행 준비 단계에 있

다. 브루트 김Brutt Kim은 신문ㆍ잡지에 고려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관련 서적을 발간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저자이다. 우즈베

키스탄 타시겐트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 편집장인 그는 무엇보다도 

재소 한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천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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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장을 기사 또는 저서로 표명하고 있다. 그의 글은 문장에 생기

가 넘쳐흐르고, 사용된 주제가 철저하고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최근 잡지에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은 고려사람에 관한 자료 일부

를 두 권의 저서에 담아 새로 발행하였다.

재소 한인의 민족 자치 문제는 학술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치적ㆍ법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남S. Nam은 자비로 발행한 소책자28)에서 ‘1928~

1937년 연해주 변경 남쪽 지방에 한민족 구역이 형성되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예거하고, 최초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된 고문서 자료들에 기초

하여 정확하고 힘찬 주장을 펴고 있다. 포시에트 구역의 민족 구성은 사

실상 한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민족 자치제의 존재는 보다 충실한 

문서적 논증을 필요로 한다. 극동 고문서보관국의 자료들을 객관적 사실

에 입각하여 검토해보면 자치제의 형성과 그 실제는 훨씬 비관적인 근거

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한동안 역사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족학적 연

구에서도 금기시되었는데, 최근 복지 코우Bok Zi Kou는 그의 논문에서 역

사적 문제와 한국ㆍ일본에서의 제기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의 현안 문제, 

구소련 지역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29)

1980년대 말에 접어들어 연구자와 창작자들, 고려사람의 역사와 문화

에 자신들의 관심을 접목시킨 작가ㆍ극작가ㆍ시인ㆍ화가들의 활동이 

비로소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이후 10여 년 사이에 발표된 한인 문제에 

28) Svetlana Nam, The Korean National Raion-The Ways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Schol 
(Moscow: 1991).

29) M. Bok (Bok Zi’Kou), “To the Question ‘The Problems of the Sakhalin Koreans’,” In 
Nam zhizn’dana (Iuzno-Sakhalinsk: 1989), pp. 3~13; The Sakhalin Koreans: Problems 
and Per (Iuzno-Sakhalinsk, l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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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문과 저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것보다도 더 많은데, 이는 다음 

몇 가지 이유의 결과적 현상이라 하겠다. ① 고르바초프가 천명한 민주

화 및 개방은 통제의 재갈을 제거하여 비밀 공식문서 열람 허용과 함께 

학자의 눈을 열어주고, 신문ㆍ잡지에 역사적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고 출

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② 자신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민족적 관심의 

폭발과 유례없던 민족적 르네상스는 연구자의 생산성을 부추기는 요인

이 되었다. ③ 한인문화협회는 이주역사 연구에서 일정한 조직자 기능을 

수행하였다. ④ 한국 정부, 한국의 연구 단체와 재단ㆍ조합ㆍ협회 및 개

인들은 공식 문서의 조사ㆍ탐색ㆍ복사ㆍ출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아

끼지 않았고, 국내 연구자들을 서울에서 주관하는 어학 및 학문 연수 또

는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자극하였다.

1992년 알마아타에서는 D. V. 명D. V. Men, L. A.권L. A. Kvon, Z. V. 김Z. 

V. Kim, N. G. 반N. G. Pan 등 몇몇 학자들이 공동으로 백과사전식 열람서

인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알마아타, 1992)을 발행하였다. 제1장 ｢전쟁 

및 노동 영웅들｣은 내전 및 조국 전쟁의 참전자들과 10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위대한 어머니’라는 명예호칭을 수여 받은 여성

들, 그리고 구소련 및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

를 싣고 있다. 제2장은 요직에 근무한 한인들과 공업ㆍ농업ㆍ건설ㆍ학

술 및 문화 등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한인들, 그리고 명예호

칭과 정부 표창을 수여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소개, 360여 명의 카

자흐스탄 고려인들에 대하여 약술하고 있다. 이 책 부록은 A. D. 박A. D. 

Pak의 통계와 분석에 따라 알마아타 관리책임자의 사회 통계학적 평가

서, 알파벳 순서에 따른 명부로 이루어져 있다. 

1993년 출간된 고려사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는 최초의 개괄

적 사료편찬 작업이며, 혁명 전과 소비에트 시대 서적 및 해외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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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문헌학적 지침서이다. 이 책의 사료편찬은 3개 국어(러시아

어ㆍ영어ㆍ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은 G. N. 김G. N. Kim(사료편

찬 부분은 R. King과 공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혁명 전 러시아 문헌

에 대한 도서목록은 275편의 황실 관리ㆍ장교ㆍ순례자들의 서적ㆍ논

문ㆍ보고서ㆍ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400여 편의 소련 문학 목록과 

70여 편의 해외 발행 문헌도 수록하고 있다.

G. N. 김과 D. V.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알마아

타, 글름, 1995)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역사를 주제로 학문적 접근의 입

장에서 풍부한 공식기록 자료와 기타 서류들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서

술하고 있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극동에서의 강제이주, 이주

자들의 농경 정착, 인구학적 발전과정, 노동 활동 및 영적 문화발전을 연구

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중앙문서 보관소, 알마아타ㆍ

잠불ㆍ카라간다ㆍ크질오르다ㆍ탈듸쿠르간ㆍ침켄트주州 문서보관소, 

카자흐스탄 대통령 문서보관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단의 서류들이 포

함되어 있다.

G. V. 강G. V. Kan은 2편의 모노그래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개괄적 

역사｣(1994)와 ｢카자흐스탄의 한인 역사다(알마아타, ‘글름’, 1995)을 출

간한다. 이들 모노그래프는 문서들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저술한 카자흐

스탄 고려인의 역사서로서, 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역사 전체를 망라하

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생생하고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편중되지 않고 진실하게 머릿속에서 그

릴 수 있게 하는 데 집필 의도가 있다고 말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

고, 제1장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전사(前史)｣는 학계에 알려진 고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관계, 19세기 말∼20세기 초 최초의 한인 

이주, 1928년 극동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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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벼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2장은 강제이주에 

대한 내용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두 단계에 걸쳐 이주했

음을 밝히고 있다. 1단계는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에 걸쳐 이루어진 

극동으로부터의 강제이주이고, 2단계는 1938년 본 카자흐스탄 내부에서

의 이주로서 60%의 한인들이 이를 경험하였다고 지적한다. 제3장은 카

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착을, 제4장은 1940∼1950년대 카자흐스탄 고

려인들의 생활을 기술하고 있다. 제5장은 한인 신문과 극장의 역사에 대

하여,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6장은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과 문

화 부흥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주관한 ‘한인 강제이주 및 카자흐스탄 고려

인 거주 60주년을 기념’ 행사에 즈음하여 강G. V. Kan, 안V. S. An, 김G. N. 

Kim, 명D. V. Men 등의 작가들은 카자흐스탄의 한인들; 사진으로 보는 

역사(서울, ‘STC’ 출판사)를 내놓았다. 이 책 첫 페이지에 1997년 7월 초 

제4차 카자흐스탄 민족 간 화합대회에서 각 주州 고려인 문화원장들과 

함께 찍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N. A. 나자르바에프N. A. Nazarbaev 

사진을 싣고, 이 대회에서 밝힌 나자르에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소견도 소개하고 있다. “본인은 많은 한인들을 

알고 있으며, 공화국의 경제적ㆍ정신적 잠재력 성장에 있어 한인들의 유

입은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한인들은 각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들

이며, 학술ㆍ예술ㆍ문화의 영역에서도 돋보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

고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채Yu. A. Tskhay 회장과 카자흐스탄 주재 대한

민국 특별 전권대사 이영민의 인사말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역사는 ｢고대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기타 지역과 한반도와의 관계｣
로 시작하여, ｢21세기를 향하여｣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은 총 14장으

로 이루어졌고, 각 장은 3개 국어(러시아어ㆍ영어ㆍ한국어)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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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총 5백여 장의 흑백 및 칼라 사진과 150장의 슬라이드 등 사진자

료를 근거 자료로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엮었다. 한국어 

번역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장원창 교수, 영어는 동방학연구소 객원 

연구원 숀 로베르츠 등 각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있는 이들이 맡았

다. 마지막은 출처와 참고도서 목록으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지역적ㆍ국지적인 연구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V. S. 정V. S. Chen의 쿠스타나이(Kustanay) 한인 역사의 첫 장(쿠

스타나이, 1994)은 그 한 예이다. 

타민족 연구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운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즐겁고 충격적인 일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거주 60주년

에 즈음하여 코프좌사바Zh. U. Kovzhasava는 카스피해(海) 연안의 한인들
(알마아타, 1997)를 발간하는데, 여기서 그는 구르예프스키주州와 아이

티라우스키 주 문서보관소의 비밀문서를 바탕으로 강제이주ㆍ분산, 이

주민들의 농경 정착과 그 이후의 카스피 해海 연안 한인들의 생활 등을 

서술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전全소비에트 고려인연합은 분열되는데, 카자흐스탄

의 고려인 단체들은 조직원 결속력이나 활동 계획성 면에서 각 공화국의 

고려인 단체와 차별화됨을 보인다. 과거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의 선도

자였던 G. B. 한G. B. Khan 교수는 한민족 이동의 역사를 카자흐스탄 고

려인의 과거와 현재(알마아타, 1997)에 담고 있다. 이 책은 한인 집단의 

모든 보고서ㆍ발표ㆍ연설과 공식적 소송 기록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

회의 정관 및 계획, 강G. V. Kan과 명D. V. Men의 공동 논문, 각종 국제학술

회의ㆍ세미나 보고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가 발행하는 정보편람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의 각종 활동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현재 제2호가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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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 평범하지 않는 역사적 운명과 민족문화, 독

특한 민족적 성격과 심리를 주변의 다른 민족 사회에 소개하려는 욕구, 

그리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려는 창작 의욕 등은 

젊은 한인 작가들은 물론 기성 작가들과 극작가ㆍ시인ㆍ화가ㆍ사진작

가를 자극,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최근 재능 있는 한인 산

문작가의 작품들을 수록한 이야기 및 소설 모음집이 발간되는데, 월력

(月曆)의 장(章), 작은 대양(大洋), 상냥함의 요소 등이 그것이다. 이

들 작품집에는 라브렌치 송Lavrentiy Son을 비롯하여 한진, 겐리에타 강

Genrietta Kan, 알렉산드르 강Alexander Kan, 안드레이 한Andrey Khan, 미하일 

박Mikhail Park, 양봉식Yan Von Sik 등 카자흐스탄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

어 있다. 이 밖에 러시아 한인들의 작품도 다수 발표되는데, 대표적인 작

가로는 아나톨리 김Anatoliy Kim, 겐나지 니리Gennadiy Ni-Li, 호진Ho Din, 

그리고 아슈하바드Ashhabad의 블라디미르 푸Vladimir Pu 등이 있다.

몇몇 작가들은 성공적으로 작품집을 출판한다. 라브렌찌 송의 도움으

로 알렉산드르 강의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꿈(알마아타, 송 시네마, 

1994), V. 푸의 ‘마지막 시선(알마아타, 송시네마, 1995)가 세상에 모

습을 보이게 되고, 스타니슬라프 리Stanislav Li는 첫 시집 이랑(알마아

타, 인테르 북카자흐스탄)을 발간한다. 또한 1995년 미하일 박의 소설

집 바람을 타고 나는 해바라기 꽃잎이 서울에서 한국어로 번역 출판

된다. 

젊은 러시아어 세대 한인 작가의 창작 현실은 차후 전문적인 어학 연

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한인사회의 사회ㆍ문화적 활동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이는 알렉산드르 강을 제외한 모든 카자흐스탄 고려인 작가

들이 특별히 문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이는 미술학부를, 어떤 이는 영화예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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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이는 물리학을 전공한 작가들인 것이다. 오랜 변호사 생활을 팽

개치고 펜을 잡은 탈듸쿠르간Taldykurgan의 법률가 빅토르 김리Viktor 

Kim-Li는 2편의 자서전적 소설 충청도를 버린 사람의 운명(알마아타, 

베렌, 1993)과 가장 긴 밤(알마아타, 카자흐스탄, 1997)을 출판한다. 

이 작품들은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데, 

극동에서의 한인들의 생활, 강제이주, 새로운 땅에서의 고난, 점차 익숙

해져가는 타향 생활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품들은 내면

에 잠재되어 있는 타향인의 ‘뼈에 사무친 두려움’과 모국과의 보이지 않

는 고리, 자신만의 독특한 민족성, 남다른 세계관들을 적고 있다.

소비에트 전 기간에 걸쳐 고려인의 표현예술은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

족적 형태’로 표현되어야 했는데, ‘사회주의적 내용’의 원칙이 무조건 지

켜졌던 것과는 달리 ‘민족적 형태’라는 원칙은 단지 전통의상과 한인극

장의 무대장식 정도에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

반에 접어들어 일단의 화가들이 최초로 한인 얼굴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1990년대 초에는 보리스 박Boris Pak, 빅토르 문Viktor 

Mun, 미하일 박Mikhail Park, 아나톨리 리가이Anatoliy Ligay, 엘레나 테Elena 

Te, 안드레이 김Andrey Kim, 보리스 림Boris Lim, 알렉산드르 리Alexander Li, 

뱌체슬라프 리Vyacheslav Li, 조각가 세먼 한Semen Khan, 사진작가 빅토르 

안Viktor An의 개인전시회 및 단체전시회가 열렸다(한인 화가 전시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알마아타, 1997 참고). 

다음으로, CIS지역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한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연구자들의 학술적 탐구를 살펴보자.

P. G. 김P. G. Kim은 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 역사와 현재에서 1937~

1938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된 한인들의 역사를 공식 기록문

서와 정기간행물 자료,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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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학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한인들에게 닥쳐온 고난

과 이를 극복하려는 한인 이주민들의 투쟁을 담고 있으며, 우즈벸 원주

민과 한인 이주민의 민족관계 형성과 발전에 대해 분석해보이고,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 참여, 한인들의 

민족문화와 전통 및 관습의 부흥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타시켄트주州변호사협회 변호사이며, 레닌기치(고려일보), 프라

우다 바스토카, 민중의 말에 재소 한인에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실었

던 V. D. 김V. D. Kim은 두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첫 저서 두만강국경

의 강(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 1994)은 1904년에서 1922년까지의 일

제 침략자들에 대한 한인 유격대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

다. 이 책은 톰스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및 기타 도시

들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 유격대 간부 및 증인의 진술

을 실었는데, 이 자료들은 조국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싸우

는 사람들의 국적을 초월한 단합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저서 군

용열차 58(Eshelon 58)에는 극동 지역에서의 소비에트정권 건설에 크게 

활약한 바 있고 제17기 전全소련공산당(볼셰비키)대회 대표단인 A. A. 

김A. A. Kim에 대한 이야기 ｢죽은 후의 복권(復權)｣, ‘조국 전쟁’에서 용맹

하게 싸우고 조국(蘇聯邦)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소련 영

웅 A. 민Alexander Min에 대한 실화소설 ｢민중의 기억 속에 영원히｣, 그리

고 극동으로부터 한인들이 떠나오던 날의 비참함에 대한 작가 회고가 포

함되어 있다. 두 책에는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인사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30~40년대 러시아 한인사회의 강제이주에 대한 백서(Belaya Kniga

白書)(모스크바, 인테르팍스, 1992)의 출간은 학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에는 이전에 아주 엄격히 통제되었던 재소 한인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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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따른 지령과 법령ㆍ암호전문ㆍ신고ㆍ보고ㆍ서신 및 기타 특이

한 서류들이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들 서류는 ｢강제이주 전야｣, 

｢정부 테러 및 인권에 대한 음모로서의 강제이주｣, ｢사회주의 승리의 구

조에서의 한인 특별 이주민들｣ 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책 서문을 

대신하여 리우헤Li U. He 교수의 논문 ｢러시아 한인들의 비극 및 부활｣을 

실었다. 

한인 강제이주 60주년에 즈음하여 리우헤와 김영운Kim En Un은 백

서 제2부를 완성, 모스크바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연해주 이주 한인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서

류들과 대對 한인 관계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 정권의 상호 모순적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어떤 상황에서 강제이주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어디로 이주되었는지, 이주 후 한인들의 피해 규모에 대한 문제 등을 상

세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대담하게도 인용 서류들이 강제이주 

후 수년 동안 한인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죽어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

다. 제3장은 한인 추방 지역에서 이들의 수용 및 분산을 위한 소련 정부

의 노력과 관련된 서류들이 그 내용이며, 제4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

키스탄 한인의 정착과 관련한 서류들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재소 한

인들의 복권에 대한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회의의 법령 채택 및 복

권에 대한 서류 취득 절차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루고 있다.

기억의 책(모스크바, 1997)은 한국의 박종혜와 러시아의 O. A. 리O. 

A. Li가 공동 출간한 서류 모음집으로, 1937년의 강제이주 한인 명부를 

수록하였다. 이 명부는 연해주 지역 정부문서보관소에 기적적으로 보존

된 원본 서류를 복사한 것으로, 가족 단위(열차별)로 이동지역에 따라 작

성되어 있다. 명부는 먼저 각각의 강제이주 한인에게 번호가 붙여져 있

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성, 이름, 부칭, 생년월일, 당원 여부, 여권번호 및 



68   나는 고려사람이다

비고란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로부터 오른쪽, 명부 앞에 협동농장 및 협

동조합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쪽 중간쯤에는 손으로 여권

의 총 숫자를 기입하였다. 당 명부는 다양한 연구, 잃어버린 가족관계 회

복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착 이주자 명부와의 비교를 통

해 보다 정확한 인적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성스럽게 타이핑되고 아

주 꼼꼼히 손으로 쓴 명부는 한인들의 강제이주가 황실과 소련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이며, 한인에 대한 민족정책의 논리적 완성이라는, 극동

지역에서의 한인 강제 추방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되고 계획되어 수행

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하면서 강제이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킨다는 소비에트 정부

의 발표와 낯설고 머나먼 지역으로의 여정을 기억하는 한인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참담했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M. N. 박M. N. Pak, V. 

V. 장V. V. Tyan의 감수로 출간된 가슴 아픈 시련의 길(모스크바, 1997)

은 강제이주를 몸소 경험한 이주 한인 30명의 회고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한 업적이라 할 것이다.  

이르쿠츠크의 교수 B. D. 박B. D. Pak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학문적 탐구

와 연구를 묶어 2권의 저서를 펴낸다. 러시아 제국에서의 한인들, 극동 

시절(모스크바, 1993)은 유라시아 한인들 시리즈 제1편이다. 이 책은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의 이주 원인, 그들의 사회ㆍ경제적ㆍ법적 상황, 

한국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과 짜리즘에 대한 혁명운동에서의 이주 한인

들의 활동을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짜르 전제정권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주진영의 한인 이주민 유입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그의 두 번째 모노그래프 연방 러시아의 한인들(1917~1930년 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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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바이르쿠츠크상트페테르부르크, 1995)은 러시아, 소련, CIS의 

운명 속의 한인들 시리즈로 발간되었는데, 이 책은 총 3권 계획으로 집

필되었다. 이 책은 1917년 소련정권 수립 시점부터 스탈린 정권에 의한 

강제이주까지 연방 러시아에서의 한인들의 경제적ㆍ정치적ㆍ법적 상황

이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기록문서들과 처음 학계에 알려진 기

타 자료들을 근거로 극동지역에서 외국의 간섭에 대한 한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모노그래프의 핵심은 변방 지역의 소비에

트화化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며, 특히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의 

이른바 ‘선진사회주의의 건설’ 기간의 토지정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

하고 있다. 제7장은 한인 강제이주에 대한 내용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 

부교수 E. U. 김E. U. Kim과 V. F. 리V. F. Li 교수의 공동 집필이다.

199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들에서는 외국 학술재

단 지원으로 한국학 관계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학술회

의나 세미나를 전후하여 주제발표 논문들을 묶은 자료집을 출간한다. 

1993년 9월 라브렌찌 송의 주관으로 ｢한인사회와 다민족적 환경에서의 

그 미래형｣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이 알마아타에서 개최된다. 또한 

1996년 12월 모스크바 국립대학 한국학국제센터는 ｢한국문화사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러시아ㆍ한국 등 여러 국가

의 한국학 학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양의 주제로 수준 높은 논문을 발

표한다. 서울대학 김광규 교수는 ｢소련 붕괴 후 재소 한인의 생활에 있어 

전통과 혁신의 예로 본 한인 해외 교포의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997년 7월 17일∼23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알마아타 한인 교

포문제를 연구하는 서울연구소(소장 이 윤기)와 공동으로 한인 강제이주 

및 카자흐스탄 고려인 거주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 및 언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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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한국ㆍ일본ㆍ미국ㆍ캐나

다ㆍ프랑스 등에서 6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36명이 주제발표를 하

고, 이들 논문을 묶은 학술회의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이 학술회의의 개

최와 자료집 출간은 한국의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재정 지

원을 하였다. 

1997년 10월 8일∼12일 국립아카데미는 ｢카자흐스탄의 학계 및 산업

에서의 한인들의 기여｣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학술ㆍ

과학 단체 ‘과학’의 I. T. 박I. T. Pak 교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학술회의

에서는 물리ㆍ수학 분야를 비롯하여 화학ㆍ화공학 분야, 신기술ㆍ기술 

관련학 분야, 의학ㆍ생물학 분야, 농학 분야, 자원학ㆍ지질학 분야, 건

설ㆍ건축 분야, 사회학 분야 등이 다루어졌다. 130여 편의 발표논문은 

잡지 협력(한국어로 두레) 특별호에 수록되었는데, 총 1,100여 페이

지로 2부로 나뉘어 출간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거주 60주년 기념 10월 학술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카자흐스탄 학계의 한인들(I. T. 박 책임감수, 알마아타, 1997)이 발간

되었다. 이 책 제1장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카자흐스탄 고

려인의 기여에 대한 논문(러시아어 및 영어로 발표) 개요이다. 제2장은 

한인들이 저자 또는 공동 집필자인 모노그래프적 서적의 도서목록이다. 

제3장은 구소련 및 구舊카자흐스탄연방공화국 정부포상 수상자, 카자흐

스탄공화국 학계 원로, 소련 및 카자흐스탄공화국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과 준회원, 기타 사회 아카데미의 정회원과 준회원, 과학아카데미 박사 

명단이다. 부록은 명단 보충과 참고서적 및 지침서들의 도서목록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한국학의 당면 문제를 비롯하여 한인사회의 역사

와 현실에 대한 학술논문이 쏟아져 나오자, 정기간행물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고송무 교수는 이 분야 개척자로, 그의 열정과 노고에 힘입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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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부의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소식이 발행되었다. 러

시아어와 한국어 논문 50여 편과 논고집이 발간되었으며, 첫 호는 38페

이지, 2호는 10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5호 발행을 목전에 둔 시

점에서 고송무 교수의 비극적 죽음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

1996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부속으로 창설된 카자흐스탄 고

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 한국학 소식(알마아타, 글름) 첫 호를 발행하

였다. 이 저널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현안, 극동에서의 시간들, 

강제이주, 한인 지식인들의 형성과 발전 특성, 기독교의 전파 문제, 조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그리고 현재의 당면 과제들과 관련된 현실적 

테마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ㆍ우즈베

키스탄ㆍ한국의 30여 명의 학자들이 작성한 샤머니즘의 어원적 연구(터

키어 및 기타 언어와의 비교 연구), 한국 철학과 문학사, 가족관계 특수어

에 대한 방언적 특성의 어원적 연구 등의 논문들을 수록하였는데, 논문

은 3개 국어(러시아어ㆍ영어ㆍ한국어)로 발표되었다. 현재 제4호까지 발

행되었고, 제5호의 발행을 앞두고 있다.

19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동방학부의 한국어한국문화센

터는 한국어한국문화센터 회보(상트페테르부르크, 1996)를 발간하

였다. 소개된 논문들은 언어적 연구에서부터 최근 한국 경제에 관련한 

짧은 논평에까지 한국 관련 연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저널은 저명

한 학자의 작업뿐만 아니라, 젊은 저자들의 처녀작도 수록하고 있다.

1994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학자 게오르기 F. 김Georgiy Fedorovich Kim

을 추모하는 논문집 러시아 동방학의 당면 과제들이 발간되는데. 제2

장과 4장은 러시아 한인들의 역사를 다룬 논문들과 자료들을 싣고 있다.

재소 한인의 역사적 발전 단계, 물질적ㆍ정신적 문화 영역의 민족적 

활동 과정, 전문적 극장 예술, 언어ㆍ언어행동 및 민요, 학교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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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반 연구도 일정 부분 축적되어 있

다. 오늘날 현존하는 학문적 그리고 통속과학적 문학은 대부분 서술적 

성격을 가지며, 이미 일반에게 알려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 및 기본명제들의 동어 반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동시에 많은 복

합적 문제들이 아직은 연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

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당면과제는 지난 시기의 고려사람보다 더 심화되

고 더욱 전문화된 연구 활동, 한인사회의 현재 생활에 대한 분석의 경험

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나아가 고려사람의 정치적ㆍ사회

경제적ㆍ민족적 발전 경향에 주목하는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소련 

붕괴 후 형성된 새로운 주권 국가의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조

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에 기능하게 될 민족 사회

적 모델의 형성은 학문과 실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Ⅳ. 외국 문헌

서구사회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은 겨우 지난 세기 

후반으로, 오랜 동안 쇄국정책을 견지해온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

열강의 압박을 받게 된 시기이다. 따라서 극동 한인 이주민에 관한 혁명 

전 외국문헌이 사료편찬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서구사회의 연구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적다. 안타깝게도 이에 관련된 문헌들을 모두 충분

히 파악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저명한 저작들은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본 바 있다. 영국의 여류여행가 이자벨라 비숀Izabella Bishon의 일기형

식의 기록은 그 한 예인데, 이 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시에트 지역

에 살고 있는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한 대로 기록한 것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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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9장에서, 한인 마을의 자치 현황, 가구당 과세 현황, 생활 상태, 주

거지, 노동 현황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조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한인들과 그들의 근면성에 호의를 드러낸다. 

독일의 육군소장 체펠린C. Fon Cepelin30)은 그의 저서에서 극동지역 이

주 한인들의 인구수, 거주 지역 분포, 그리고 금 채굴과 벌채에 종사하는 

한인 노동자 현황 등 한인들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1950년대 중반 서구사회에서 고려사람에 관한 언급과 몇 가지 정보를 

담은 저작들이 출간되는데, 서독의 정치학자 콜라츠V. Kolarz의 저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31) 그는 이 책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 

그들의 산업ㆍ문화적 적응과 생산 활동, 민족학교ㆍ민족 언론ㆍ민족 문

학의 총체적 발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실었고, 진위를 따져 볼 

여지가 있거나 정정을 가해야 할 자료들도 담았다. 예컨대, 30만 명에 이

른다고 기술한 1920년대 재소 한인의 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콜라츠는 

한인 강제이주라는 주제에 최초로 접근한 서구 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그는 이 책에서 강제 추방 직전에 형성된 극동지역의 내외적 정치 상황

을 올바르게 평가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 학자들은 과거의 고려사람과 1960년대의 고

려사람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저서들을 발간하였다. 하와이대학 교수이

며 소련 중앙아시아와 극동지역연구센터 소장인 역사학자 스테판J. Stephan

의 초기 논문은 그 한 예이다.32) 스테판은 재소 한인들에 관한 정보를 총

괄할 필요성과 더 조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서구 학자들의 관

30) C. Zepelin, Der Ferne Osten : Seine Geschichte, Seine Entwicklung in der Neuesten Zeit und 
Seine Lage nach dem Russisch-Japanischen Kriege (Berlin: 1909).

31) W. Kolarz, The People of the Soviet Far East (London : 1959).
32) J. Stephan, “The Korean Minority in the Soviet Union,” MIZAN (Central Asian 

Review) 13. 3 (1970): pp. 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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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불러일으킬 문제들을 설정하는 데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고 말한다. 

그의 논문은 연대기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제목들을 보

면 다음과 같다. ‘1917년까지의 재在 러시아 한인들’, ‘1917~37년의 한인

들의 소비에트화化’, ‘1937년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1941~57년 북한과 

사할린에 거주하던 전시의 재소 한인들’, ‘최근의 재소 한인들’ 등이다. 

스테판은 김승화의 논문을 비롯하여 많은 다른 저자들의 논문과 소련에

서 나온 정기간행물을 널리 이용하였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할린 한인들의 수와 정치 현황, 북한의 전후 민주체제에서의 재소 한

인들의 역할 등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라트게로프대학 법학과 교수 긴스버그J. 

Ginsburg는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몇 논문들

을 발표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구조 연구｣, ｢소련의 공민권 관련 

법률｣, ｢소련의 한국 관계 문헌(1845~1970년)｣ 등이 그것이다.33) 그의 

｢혁명 이전 러시아와 소비에트정권 초기의 한인들의 공민권에 관련된 

지위｣는 김승화의 ｢재소 한인 역사 지평｣의 아류작으로 짐작할 수도 있

는 논문이다. 실제로 김승화는 긴스버그와의 공동 연구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글에는 197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재소 한인에 대한 통

계자료가 분석되어 있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통

계자료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사 정도를 비롯하여 성별ㆍ주소(시 혹

은 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재在러시아 한인들

33) G. Ginsburgs,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s in Pre-Revolutionery Russia and 
the Early Years of the Soviet Regime,” Korean Affairs V. 2 (1975): pp. 1~20; “The 
Citizenship Status of Koreans in the USSR : Post-World War II Developments,” 
Korean Affairs VI. 1 (1976) : pp. 1~17; G. Ginsburgs, and H. Ginsburgs, “A 
Statistical Profile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oviet Union,” Asian’Survey XVII. 
10 (1977) : pp. 95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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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으로, 극동 즉 연해주 지역을 비롯하여 하바롭스크 지역, 캄차

카주州, 코라크 민족관구, 사할린주의 한인들에 관한 통계자료도 기술하

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한인 공동체에 관한 내용은 

없다. 북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구소련의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을 

다룬 주제는 오랜 동안 국가 학술문헌과 사회ㆍ정치 문헌에서 다룬 적이 

없던 주제들인데, 긴스버그의 후기 논문 중 하나가 이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에 과거와 현재의 고려사람 연구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연구

자는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학자들이다. 킬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연수는 소련 여행 기록, 한국의 한국학 사료편찬 형식, 재소 한인

의 역사ㆍ문화 개요 등을 담은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국내외 한국

학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책과 함께 재소 한인 

작가들의 서정시 선집과 수필집 등 세 권의 책을 출판하는데 기여했다.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한 신연자도 책을 펴냈는데, 이는 김연수

의 것과 마찬가지로 학술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다. 신연자의 재소 한

인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구소련에 산재해 있는 한인 집단 대표자들과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접촉과 단편적 사료편찬 자료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 책 부록으로 재소 한인 문인들의 단편소설과 시 등을 실은 것이 눈에 

띄며, 재소 한인 인구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돋

보인다. 저자는 1979년 소련 인구조사 자료에 한인 수가 38만9천 명으로 

기술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구소련에 산재해 있는 한인은 약 75만 

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처럼 신연자의 논문과 저서에 나

타나는 오류와 부정확한 진술들은 그녀가 접촉 면담한 한인들의 지식수

준이 낮고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헬싱키대학 고송무 교수의 논문34)은 구소련의 한국학 문제에 대한 서

34) Songmoo Kho, Koreans in the Soviet Central Asia 61 (Helsinki: 1987); Soryon chu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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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논문은 관련 문제들을 여러 스펙트

럼으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러시아에 한인이 나타난 역사, 카자흐

스탄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고려사람의 민속 문화, 한인 집단농장

과 국영농장에서의 벼농사, 그리고 언어ㆍ한인극장ㆍ문학 등에 대한 논

의들이 그것이다. 또한 논문의 부록은 소련의 지리학 지도와 사진, 지명

과 이름 명시표 등과 함께 소련 문헌과 외국 문헌 목록, 그리고 매 장마다 

참고서 목록ㆍ색인 등을 첨부해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는 본문에 결코 

뒤지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

다. 이 때문에 고송무의 논문은 관련 학계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특별 연구과제로 재소 한인에게 나타난 민족 언어의 변화양상을 들 수 

있다. 다민족 국가에서의 2개 언어 동시 구사현상에 대하여 15권 이상의 

책을 펴낸 사회언어학자 하아만H. Haarman 교수는 1970년 인구조사 자료

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한국어ㆍ러시아어 2개 국어 병용현상의 측면들을 

고찰하였다. 그의 저서는 세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35) 소련의 한인들 

가운데 다수 언어 병용현상을 창출해낸 일반 조건, 한인들의 2개 언어 병

용 혹은 다수 언어 병용에서의 의사소통 구조, 그리고 한인 이주 그룹의 

언어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특징들이 각 장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

러나 하아만 교수는 1959년과 1979년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써 재소 한인에 대한 2개 언어 병용현상의 발달 과정과 20년이라는 기간

의 역동성을 고찰할 수 없었다. 

언어학자 로스 킹R. King은 몇 년째 한국어 방언, 특히 북쪽지방 방언을 

asia-ui hanindul (Seoul: 1984); Soryon hanindul koryo saram (Seoul: 1990); “Koreans in 
the Soviet Union,” Korea and World Affairs 14. 1 (1990): pp. 137~175.

35) H. Haarmann, Aspekte der Koreanisch-Russischen Zweisprachigkeit (Hamburg: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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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있다.36) 재소 한인의 조상은 거의 다 북쪽지방 출신이기 때문

이다. 킹은 고려사람의 말 속에는 한국어 음운ㆍ형태ㆍ어휘의 고어적인 

요소와 방언적인 요소가 명백하고 광범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한 보수성은 한국 북쪽지방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립되었

고, 재在러시아 한인 이주민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준 문학어로서 한

국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연구는 그가 고려사

람과 함께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여 얻은 풍부한 현장 자료와 한국어에 

관한 혁명 직전까지의 러시아 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

다. 현재 킹은 다섯 권짜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알려

져 있는 그의 저작들도 실릴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들뿐 아니

라 연구되고 있는 문제들의 이론적 측면도 포함하게 된다. 

1987년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는 소련의 한인들 열두 번째 판을 출

간하는데, 다음은 저자들과 이 논문집에 실린 자료들의 정보들이다. 시

베리아에서의 혁명운동에 참가한 한인들에 대한 저서를 출간한 아이치

대학 하라Hara Tereuki 교수는 ｢1905~22년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한인

들의 운동｣을 게재했고, 두 권의 러시아 역사 연구 논문을 발표한 동경대

학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1917~37년의 소련 극동 지역 한인들｣
을 실었다. 신연자와 요코하마대학 기무라 히데스케(木村秀介) 교수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에 대한 공동연구 논문을 게재했고, 한

국학센터의 논문집을 편집한 하와이대학 서대숙 교수의 논문 ｢재소 한

36) R. King, “An Introduction to the Soviet Korean,” Language Research 23. 2 (1987): pp. 
233~274; “The Korean Dialect Materials in Matveev’s,” Reference Book to the City 
VladiLanguage Research 24. 2 (1989): pp. 281~329; “Archaisms and Innovations in 
the Soviet Korean Dialects,” Paper delivered at the 1990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hicago, Illinois, 58 April, 1990; “Russian Sources 
on Korean Dialects”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1991), pp.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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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북한｣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서대숙 교수는 이 논문에서 국내 문헌이 다룬 바가 없는 문제들을 고

찰하고 있는데, 그의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427명의 재소 한인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북한노동당을 필두

로 한 국정 분야, 학문ㆍ교육ㆍ문학ㆍ언론ㆍ출판ㆍ군 분야에서의 재소 

한인의 활동을 고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원, 최고인민회의 대

표의원, 정부 요원, 외교관 한인 명단을 함께 실었다. 서교수의 저작에 앞

선 논문으로 이천식과 오기완의 ｢북한의 소련파(派)｣를 들 수 있는데, 내

용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앞의 논문과 비슷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필

자는 북한에서의 재소 한인의 활동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

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김일성의 국내외 정치 노선에 대해 재소 한인

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

소 한인 활동을 논의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

하며, 해당 고문서 자료와 국외의 것을 포함한 다른 사료들에 대한 기본

적 연구와 함께 북한에 있는 재소 한인 그룹을 목격한 자들, 거기에 참여

했던 자들의 증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것이 요구된다.37) 

고려사람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각종 국제학술회의와 세

미나ㆍ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1983년 3월 일본 동경

에서 하와이대학 한국학 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시작으로 1984년에

는 서울에서 한국 국제문화협회가 ｢해외 한인들의 사회와 문화｣라는 주

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발표 논문들을 같은 주제의 논문집으로 출간

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서대숙ㆍ이문웅ㆍ고송무가 재소 한인에 대

해 개별 발표를 하였다. 이후 한국학 문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의

37) Suh Dae-Sook,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12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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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히 고려사람의 사회ㆍ경제ㆍ민족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

고, 1991년에는 수십 편에 이르는 발표논문집이 출간되었다. 이 논문집

은 프랑스 두르단Durdan에서 열린 AKSE(유럽한국학학회) 회의, 소련의 

한국어학과 어학교육 문제를 주제로 열린 모스크바 국제세미나, 서울에

서 열린 제1차 전세계 한국학 학자회의에서 발표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

다. 소련 발표자들은 한국어나 다른 외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충

분히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학 전공학자가 아닌 학자들도 참여했

다. AKSE회의의 타국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젊은 연구가들에게도 국제심포지엄이나 세미나ㆍ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고려사람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제, 민족문화와 언어

를 보존하고 부흥시키는 문제는 저명한 외국 학자들의 학술논문에서 뿐

만 아니라 학위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와다 하루키 교수의 제자인 

동경대학 대학원생 나츠코 오카(夏子岡)는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

는 학생으로, 재소 한인의 민족 자치제의 역사와 시대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수준 높은 학위논문을 작성했다.38)

소련 붕괴와 독립국가의 탄생, 이와 관련된 재소 한인의 법적 지위의 

변화, 새로운 대외 정치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 확대는 국제법 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영돈의 박사학위논문은 그 대표적인 

예로, 소수민족인 재소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공민

권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고려사람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권리 옹

호를 받아야 하며, 이론적으로 본국 송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한인들 역시 법과 권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 

38) Nazuko Oka, “To the Question of the National’Autonomy of the Soviet Koreans: 
History and Present-day,” Manuscript (In Russian) (1991), p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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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9) 이들 사할린 한인은 대부분 한국의 남쪽지방 출신으로, 1970년

대 초까지 소련 공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훗날 그들은 자신의 의

사와는 상관없이 북한 공민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일부는 공민권 없이 

생활하고 있다.

1991년 동경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재소 한인이 발간되는데, 이 책

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6월 사이에 레닌 기치에 게재되었던 논문

들과 여타 자료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권두 논문은 하루키 와다 교수가 

집필하고, 고치 우에다(高知上田)가 레닌 기치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 

목록을 자료로 제공한다. 수년 동안 한국학에 관한 문헌의 색인목록을 

작성한 아다미N. Adami도 이 책 발간에 일조한다. 아다미의 논문 ｢러시아 

제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사｣는 극동 한인사회의 러시아 정교회 확산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정보들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초 ‘고려사람’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 역사학ㆍ인류학ㆍ언

어학ㆍ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각양의 논저들

이 출간된다. 이광규ㆍ정경수의 모노그래프 재소 한인(서울, 1993)은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학문적 업적이다. 저자가 카자흐스탄ㆍ우즈베

키스탄ㆍ러시아 현지답사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와 2차 자료들을 사용한 

이 책은 도입과 결론 및 10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186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초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와 관련된 문

제들을 살피고 있으며, 스탈린 시대의 이주정책과 강제이주 결과들을 파

헤치고 있다. 제2장은 1989년 소련의 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재소 한인의 

인구학적 평가서이다. 연방공화국에서의 인구 분포, 인구조사 기간의 절

39) Noh Yeong Don, “The Legal Protection of Korean Minority in the Soviet Union” 
(Ph. D. diss., Sung Kyun Kwan Universit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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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치 및 기타 거주 민족의 상대적 수치 등의 자료들이 도입되었다. 제

3장과 4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농업분야에서의 노동

활동, 한인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에서의 앞선 경험, 경작 작물의 농업 기

술 등에 대한 연구이고, 농촌 및 도시 지역 고려사람의 결혼과 가족 형성, 

가족 간 인간관계 등에 관련한 문제는 제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6

장은 물질적ㆍ정신적 민족문화, 의식주ㆍ관습ㆍ전통ㆍ의식에 관한 내

용이고, 제7장은 민족문화의 중추적 단체들, 한인 극장ㆍ한인 신문ㆍ한

국어 라디오방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제6장과 9장은 현재 극동지역, 

즉 하바롭스크ㆍ블라디보스토크ㆍ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 대하

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고려사람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보이다. 이 책은 사진과 지도, 사료와 관련 서적 목록도 싣고 있다. 

한국 수원대학 박환 교수는 자신의 모노그래프 러시아 한인의 민족

운동 역사(서울, 1995, 제1판; 1997, 제2판)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광범위한 러시아 사료를 근거로 한인사회 형성과 활동, 극동지역

에서의 백색군대와 일제에 저항한 민족해방 및 유격활동 조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극동지역 혁명투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알렉산드

르 김스탄케비치에 대한 잘 알려진 그리고 새로운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다. 저자는 극동지역에서 최초로 발간된 해조신문, 대동공보, 권

업신문과 같은 한국 신문들과 ‘권업회’ 같은 한국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문서들을 자료로 사용, 다른 논저들과 차별화한다. 또한 많은 사진

과 함께 관련 서적, 기록문서 자료목록 등을 제공한다.

한국 통일문제연구소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총 10권으로 된 세계 속

의 한인사회 발간하는데, 제5권 CIS의 한인들(서울, 1996)은 권해용

이 집필한 것으로, 내용은 사회평론적인 개설서 성격을 띠고 있다.

CIS 및 한국 학자들의 공동연구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P. G. 김P.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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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교수와 한국 방산현 교수의 모노그래프인 재소 한인들의 이주 역사
(서울, 1994)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김택과 강용권은 극동지역과 만주에서 활약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픽션 전기소설을 집필, 장군 홍범도(서울, 1996)를 출판하는

데, 이것은 한인 장군의 생애와 영웅적 전투에 대한 가장 상세히 묘사일 

것이다. 이 책 끝부분에는 한인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한인 

극작가 츠하이 장준Tkhay Dyan Chun의 희곡 홍범도가 실려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사료편찬에서는 러시아와 구소련 

한인의 사회ㆍ경제 활동과 민족문화 등 한인 생활을 연구하는데 있어 상

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국의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 경험론적인 성격의 글은 부정확한 진

술이나 오류가 적지 않으며, 또한 사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이론체계가 

견고하지 못한 글도 눈에 띈다. 더욱이 외국 학자들의 갖가지 관점이나 

평가ㆍ결론이 근본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예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료편찬 연구의 과제로서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실증적인 지식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결론을 내려 보면, 고려사람의 역사ㆍ문화ㆍ언어

는 제정러시아 문헌을 비롯하여 구소련 문헌과 외국 문헌에서 각각 일정

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재소 한인에 대

한 연구가 보다 활기를 갖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공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사료편찬적인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통계학ㆍ민속학ㆍ

문화인류학ㆍ언어학ㆍ역사학 등의 학제간 관점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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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람 

 러시아제국, 소비에트유니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한인들

현재 구소련, 즉 CIS에 거주하는 고려사람은 어림잡아 50만 명 정도이

다. 이 중 2/3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나머지 1/3

은 러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사람

은 러시아 전역에 산재하여 살고 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고려사

람이 CIS 지역에서 최초로 정착했던 러시아 극동과 사할린이지만, 이외

에도 모스크바ㆍ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하여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에

도 대규모 고려사람 공동체가 존재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대륙적 기후가 

농후한 건조 지대이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초창기 고려사람들은 농경지역에 밀집하여 살았지만, 오늘날 많은 고려

사람은 기존에 살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

베키스탄의 다수를 이루는 카자흐인과 우즈벸인은 공용어로 터키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 하지만 고려사람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

한다.



84   나는 고려사람이다

CIS에 거주하는 포스트소비에트 한인을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고려사람’이라고 부른다.

Ⅰ. 역사

조선 왕조(1392~1910)가 쇠퇴할 즈음까지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 시

대로 진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

된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요구는 한국의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를 자기 나라의 보호령으로 선포했고, 그 5년 후 합병했다. 이 시기 많은 

한국의 농부들은 엄청난 기근과 궁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반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1850년대 말에서 1860년대 초 흔히 연해주로 불리는 러시아 극동 지

역에 최초의 한인 이주자들이 나타났다. 러시아 행정부는 그 땅을 개척

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들 한인을 이용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이르러 한인 이주민은 ‘한러 협정’으로 러시아 제국의 시

민으로 등록할 권리를 회득했다. 이 시기 러시아 극동으로 이주한 한인

은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

어지는 해로를 이용하거나 두만강을 건너 극동에 도착했고, 중국을 경유

해서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한인들도 있었다. 혁명 이전 시기에는 수

천 명에 불과했던 한인은 1917년경에는 8만5천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

가 증가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 초기 한인 이주민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

져 살았는데, 그들의 일상과 사회관계, 민족 특유의 문화, 언어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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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1917년 10월 혁명은 모든 민족 집단의 노동자

를 정의ㆍ자유ㆍ평등권의 기치 하에 하나로 결집시켰다. 한인은 소련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극동 지역의 한인 수천 명은 2차 세계대전

에서 소련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의 

해방을 낳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1930년대 들어, 극동 지역 한인들은 지신만의 독특한 정체성ㆍ문화ㆍ

전통을 확립하게 된다. 수천 개의 한인 농업 콜호즈과 어업 콜호즈가 생

겼고, 이들은 정부 조직과 사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한인의 전

통 문화는 보존되고 발전했으며, 한인 인텔리겐치아는 수적으로나 양적

으로 증가했다. 한인 극장과 여타 다른 교육기관, 문화 제도들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한인은 소비에트화되었고 새로운 정치적ㆍ사회경제적 시

스템에 동화되고 합병되었다.

하지만 1937년, 극동 지역 한인은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

로 강제이주를 당하게 된다. 한인은 소련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당

한 최초의 민족이었다. 1937년 8월 21일에 작성되어 몰로토프와 스탈린

이 서명한, 소비에트 정부와 공산당의 탑 시크릿 명령 넘버 1428326 cc

인 <극동의 한인 강제이주 문건>은 국가의 소수 종족과 연관된 초기 차

르체제와 소비에트의 정책들을 잇는 논리적인 조처였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한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정착하여 새로

운 삶에 필요한 토대를 확립했고, 이 새로운 지역에서 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치욕적인 강제이주에도 불

구하고 한인은 기꺼이 제 나라 소련을 지킬 준비가 된 애국자들이었다. 

한인 남자들은 흔히 노동자 군대로 알려져 있는 노동자단에 가담했고, 

전쟁 기간 내내 국가와 군대의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많은 한인들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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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서 기꺼이 전투에 가담하길 원했지만, 실제 파병은 극소수에 그쳤

다. 그들 중 알렉산더 민 대위는 소련의 영웅이란 칭호를 수여받았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강건함, 근면한 노동습관, 용기를 잃지 않

았기에 한인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나갈 수 있었다. 전후戰

後에 한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

워, 1940년대와 1950년대만 해도 백 명 이상의 한인이 뛰어난 노동생산

성으로 소비에트 최고 훈장인 ‘사회주의 노동자 영웅’ 훈장을 받았다. 다

른 모든 소련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한인들의 삶 역시 스탈린이 죽고 정

치 체제가 자유화하기 시작한 1953년에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1950년

대와 1960년대에 한인들은 단순 농업에서 벗어나 면화ㆍ사탕무ㆍ채소 

경작에 관여하게 된다. 또한 소비에트 전역에서 경작된 양파 재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조직적인 방식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한인은 우수한 교육적 수준

에 힘입어 산업분야와 정부 조직의 여러 분야에서도 전문가와 지도자로

서의 경력을 쌓을 수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레닌 프라이즈’, ‘국가 프라

이즈’와 같은 명예로운 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게다가 150명 이상의 

한인들이 산업ㆍ농업ㆍ건설ㆍ건축, 다른 경제 분야에서 장기간 봉사함

으로써 다방면에서 명예로운 훈장을 수여받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한인은 전후시기에 과학ㆍ예술ㆍ문학ㆍ교육,　그리고 전문

적인 리서치 작업과 건강관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다. 1970

년대 초에 이르러 대학과 리서치 기관들에서 교수나 학자로 재직하고 있

는 한인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소련이 무너지고 신흥 독립국가가 등장하면서 한인 역사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다. 고려사람들은 또다시, 이번에는 중앙아시아의 민족공화국

에 적응해야만 했다. 이전 십년간의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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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삶의 조건 때문에 구소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

해 갖는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무렵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된 고려

사람의 이주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과 연관되었다. 이 시기 고려사람의 이주는 1세대 한인의 정착지

였던 러시아 극동으로 되돌아가려는 욕구와 고려사람에게 독특한 농업

활동, 즉 고봉질 사업을 세대를 이어 가문과 씨족들이 계속 해보고자 하

는 의지, 높은 수준의 도시화와 교육에 따른 개인주의 추구 성향, 성공을 

지향하는 품성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으로 이주하는 고려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대다수

의 이주민들은 ‘해외 근방’을 선호했다. 1990년대 중반 수천 명의 고려사

람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극동 해안가로 옮겨갔고, 1990년대 후반 

한인 가족 수십 명이 새로운 한인마을이 만들어진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번 이주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씨족)의 형태로 동시에 진행

되었는데, 남한의 비정부단체와 교회에서 이들의 이주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 대부분은 자발적이었지만, 타지키스탄 고려사람의 경우는 

1937년에 이어 제2의 강제이주를 겪었다. 1만2천 명이 넘는 타지키스탄 

고려사람이 내전 때문에 거주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주는 집단

적이고 강제적이었다. 현재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남아 있는 고려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하고, 지역의 당국과 러시아 군대의 통제를 다소

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타지키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사람은 전쟁난민

으로 불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하는 고려사람의 

유형은 정해져 있고, 이주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람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이

주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려사람의 이주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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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언어

고려사람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방언인 ‘고려말’은 기본적으

로 구어 형태로만 남아 있고, 고려인 가족들 사이에서만 통용된다. 러시

아 극동에서 이주한(그리고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사람은 함경도 북부지방 출신이다. 그들은 15세기와 16세기에 한반

도의 남쪽지방에서 함경도 북부로 이주한 사람이다. 글로 전해지지 못하

고 구어로만 통용되면서 오랜 기간 고립되었고, 남부 사투리의 여러 특

징을 흡수하여 보존하고, 거기에 러시아어의 영향까지 섞이면서 특수한 

언어학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고려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언어 구사능력과 발성법은 세대와 사회집단에 따라 제

각각이다. 서른 살 가량 혹은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려말을 전

혀 모른다. 서른 살에서 예순 사이에 속한 세대는 대부분이 고려말을 수

동적으로 습득한 이들로, 집에서 가족끼리 주고받는 말을 이해할 수 있

는 정도이다. 오직 예순에서 여든 살 사이의 노인들만이 고려말을 유창

하게 할 줄 안다.

Ⅲ. 성 역할과 가정 일

전통적인 고려인사회는 가족 안에서나 밖에서나 지도자 역할을 남자

에게만 부여하는 유교적 관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남녀 성 평등정책이 추구되었다. 여성의 교육이 권장되었고, 여성은 적

극적으로 노동 및 사회생활에도 참여했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의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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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지방의 여성보다 더 많이 해방되고 자유로

워졌다. 한인 여성의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우

수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시장경제로 이행하

는 동안 여성은 남성보다 새로운 생활조건에 더 빨리 적응했고, 소규모 

사업교육과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인 여성은 

가정주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그들은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 

나가고,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화된 아파트, 다시 말

해서 방의 배치방식이나 가구의 배열방식, 인테리어 디자인, 공간 사용

법에서 별다른 특징이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한인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며 극소수가 시골에 살고 있다. 이들은 민족적 특징이 강하게 배

어나는 특이한 건축양식과 방 구조문화적 기능에 봉사하는를 고수

하면서 살아간다. 가령 그런 시골 가옥이나 가옥을 확장한 별채에는 온

돌(고려말로는 구두리)이라고 불리는, 열을 전달하는 마루를 깐 방이 있

다. 그러나 시골에서도 한옥의 구들은 이제 보기 힘들다.

Ⅳ. 사회화와 교육

강제이주 이후 70년 동안 한인 아이들은 여타 다른 소비에트 유니언의 

아이들처럼 엄격하고 강제적인 국가교육 시스템에 따라 사회화되고 교

육되었다. 일반적으로 1학년부터 엄격한 규제를 따르며 집단행동의 규

칙을 습득하고 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그런 집단사회화는 성인뿐만 

아니라 고학년 아이들의 삶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다. 한인 

아이들의 사회화에서 항상 강조된 것은 어른에 대한 존경의 중요성이다. 



90   나는 고려사람이다

유교의 윤리기준에 따르면, 젊은이는 사회적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어른을 무조건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며, 어른은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

런 이유로 높은 교육을 받은 정규직 한인의 임금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평균임금보다 보통 두 배 이상 높다.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문맹은 존재하지 않으며, 16세에서 26세 사이에 속하는 이들 중 중등교

육을 끝마치지 못한 이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낮다.

Ⅴ. 공동체 조직과 사회 계층화

구소련 당국은 자치적 조직화를 꾀하는 모든 민족공동체의 시도를 억

압했다. 강제이주된 디아스포라들의 민족공동체의 복구를 위한 시도는 

더욱 감시와 억압을 받았다. 러시아 이주 초기의 한인들은 수 세기 동안 

전해져온 지역공동체 전통과 구조 및 기능을 러시아 극동으로 가지고 갔

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은 독립적인 집단농장을 형성

해서 과거 공동체의 몇몇 특징, 가령 1인 경영, 지도자에 대한 존경, 현명

한 어른들의 말씀 경청하기, 공휴일 임무에 참여하기, 기념일 경축하기

와 같은 것들을 보존했다. 공동체 조직은 집단 노동활동과 땅ㆍ건물ㆍ장

비ㆍ도구의 집단적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구소련의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나 ‘한인 타운’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 밀집 형태의 삶이 불가능한 대도시에서의 삶은 민족공동체나 가족 

내부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개인주의는 더욱 만연하

게 되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도 왕래를 

했지만, 도시에서는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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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인들은 교회나 공회당을 통해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는 소비에트 독일인이나 유대인처럼 공통의 종교로 묶이지도 않

았다.

전통 한인사회의 사회적 계층화는 두 개의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매개 변수인 사회계급과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통치계급이자 교

육받은 계급을 대표하는 양반은 모든 공식적 지위를 독차지했다. 오랜 

기간 고려사람은 구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념으로서의 사회적 위

계 서열에 충성심을 표했는데 그 서열의 맨 꼭대기에는 정부 대표들이 

있었다. 거의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산당의 위계서열이 국가권력의 

서열보다 더 중요했었다. 문화와 교육 분야의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은 세 

번째 서열을 차지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대

학 졸업장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전통적인 한인사회가 배양해온 가치와 소비에

트 기간에 배양된 가치 모두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계층화

를 결정하는 추진력은 점점 자본으로 바꾸었고, 사회적 신분은 새로운 

경제적 조건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성공했는가를 기준으로 평

가되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내부에서는 여전히 

특정한 한 세대 집단, 즉 연장자 집단에게 중요성이 귀속되고 있다. 고려

사람에게 있어 공동체 내부에서의 위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진다.

Ⅵ. 디아스포라적인 조직과 활동들

소련 해체 후 10여 년 동안 독립국가연합의 수십 개 한인 단체와 조직ㆍ

센터가 설립되었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이런 조직체의 우선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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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한국어 및 한인의 민족적 관습과 전통의 쇄신이었다. 즉, 한국사 연

구,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 및 문학의 발전, 사법적 권리 및 한인 디아스포

라의 이해관계 보호, CIS 국가들 간의 우정 강화, 국제적 문화와 경제적 

유대관계의 증진 등이 주관심사였다. 조직체들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민족 문화와 예술, 축제, 이외에도 한인 예술가들의 전시를 조직했고, 고

려사람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출간해왔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들의 지

도자는 자기들이 거주하는 각 나라의 통치 체제를 열과 성을 다해 지키

려고 하고, 조직 단체들은 정치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인 성향이 강하다.

한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고, 따라서 러시아 제국에 정착

한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농업에 종사해 왔다. 그럼에도 많은 

한인들,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한인은 대규모 산업체의 사장이 되었다. 

소련 시기에 과학ㆍ교육ㆍ문화ㆍ예술의 영역에 참여한 한인 지식인의 

수는 상당하다.

소련이 붕괴되고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시기에 많은 한인이 사업 분야

에서 성공했다.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의 한인들 중에는 

소규모 사업이나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이들이 상당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이런 성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Ⅶ. 종교, 기념일, 휴일

소비에트 시기 공산당의 호전적인 무신론으로 인해 유교적 의례의 여

러 형식들, 가령 장례식이나 제사와 같은 것을 고이 간직해온 한인들의 

전통적인 신념과 종교ㆍ의례는 후대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디아스

포라의 연장자 세대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그런 전통 의례의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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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중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기계적인 형식만을 이어가

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과의 수교 후 시작된 한국 교회의 선교는 대단히 전면적이었고, 

한인 디아스포라를 기독교도로 개종시켰다. 그러나 개종한 이들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식적 통계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중교는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의 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인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념일, 가령 첫 생일(돌), 결혼(결

혼 잔치), 60세 생일(환갑)을 중요한 날로 기념해왔다. 이런 날에는 흔히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동료 노동자들이 초대된다. 기념일 준비는 경제

적 비용만이 아니라 축제에 쓸 음식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고된 노동도 

요구한다. 때문에 이제 통상 백 명에서 5백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그

런 이벤트는 대부분 식당서비스와 요리ㆍ음료가 제공되는에서 거행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한국음식은 집에서 만들거나 시장에서 

구입해 식당으로 옮겨진다. 주빈은 기념일에 선물을 받기도 하지만, 요

즘은 선물 대신 돈 봉투가 전해지는 것이 흔한 관례가 되었다.

한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경일도 기념하지만, 한국의 명절

을 기념하는 일도 잊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모든 한인들이 조상의 묘지

를 방문하는 춘분(한식)과 추분(추석)이 포함된다. 가장 흥겹고 토속적인 

한국의 명절은 설날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설날은 가족경사이지만,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그것은 공적이고 집단적인 기념일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축하고, 대회가 열리고, 축제가 조직되고, 이름난 이들에게 감

사와 존경이 전해지고 선물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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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술 

재소 한인들에게 전통예술은 한국 연극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러

시아 극동에 토대를 둔 것으로, 지금도 이어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꾸준히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한인 예술의 특징적 성격은 연극의 무대 

배경과 음악ㆍ의상ㆍ춤 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구소련 시절 전통적인 

한국화나 서예를 고수한 예술가들은 대중성이나 인기를 거의 얻지 못했

다. 게다가 직업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전무했다. 따라서 구소

련 한인 미술은 민족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당시 한인극장에서 열린 

음악 공연과 춤 공연에서는 북한의 영향이 말끔히 제거되었으며, 모든 

민족적 미술과 공예를 사실상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고려사람 예술가들은 민족적 상징과 형태들을 통합해 자기 것으

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비로소 고려사람은 전통

적인 가면극과 춤을 볼 기회를 갖게 되었고, 사물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일도 가능해졌다.

오늘날 구소련에서 한국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오고가는 방문객

은 수천 명에 달한다. 삼성ㆍLGㆍ대우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ㆍ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수백 개의 한국 기

업들(한국기업이 합작한 벤처기업은 물론이고)이 구소련에서 사업을 벌

이면서 지역 한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온 교사

들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

은 알마티에 그 뒤에는 타시켄트와 비쉬켘에 교육 센터를 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들

은 또한 전통적인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리고 한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록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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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

은 기여를 했다.

Ⅸ. 정체성

역사적으로 고려사람들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 즉 

언제나 새로운 생태학적ㆍ경제적ㆍ사회문화적 조건에 잘 적응하는 특

수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려사람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위기와 격

변에 매번 적응했고, 나아가 그 위기를 미래를 위한 기회와 가능성으로 

삼아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이주 1세대 고려사람은 차르제국과, 이후

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새로운 생존 조건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 세대는 러시아어를 습득했고, 전통 종교인 정교회를 받아

들였고, 공산당이 들어선 뒤에는 공산당의 노선을 따르면서 전통 종교를 

재빠르게 거부했다. 그들은 쌀농사보다는 밀 경작에 더 많이 관여했고, 

러시아의 ‘이즈바(목조건물)’에서 살았다. 그들은 황무지를 경작했고, 씨

를 뿌릴 농토를 마련했다. 

한인 이주 2세대는 새 땅에서 자신들이 뿌린 노동의 첫 번째 결실을 맛

보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이주 1세대의 

임무를 반복하게 되었다. 새로운 땅, 즉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하여 그

곳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곳은 그들이 떠나온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이주한 곳 역시 구소련에 속하는 같은 나

라여서 앞 세대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필요

가 없었다는 것이 유일한 행운이었다. 이주 2세대는 강제이주 이후 닥친 

모든 어려움을 영웅적으로 견뎌내며, 3세대를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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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갔다.

3세대 한인 역시 이러한 진취적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들은 카포스

트소비에트라는 변화된 환경을 맞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우즈베키

스탄ㆍ러시아 등의 독립국가연합으로 변화된 체제에서도 뛰어난 적응

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그들은 한국인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두 

나라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발생학적 기원이 같고, 똑

같은 인류학적 타워에 속하고,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 반면에 그들은 

두 한국과 아주 다른 면도 다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그들의 

심성과 민족적 정체성, 언어ㆍ관습ㆍ요리법, 심지어 외모에서도 많은 변

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사람은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고, 국적이 

어딘가를 누군가 물으면 ‘한국인’이라고 대답한다. 고려사람의 민족적 

기원은 항상 여권이나 다른 공식적 기록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즉 그들

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들을 그렇게 

분류한다. 한인 성인들의 자존감과 민족적 정체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인들은 대체로 거주국의 대도시에 거주하는데, 표준화된 생활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도시는 도가니(melting pot)처럼 느껴진다. 도시 한

인들의 재혼 비율은 매우 높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적 정체성이 약한 한

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일반적 경향과 삶이 점

점 더 열악해져간다는 위기의식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수는 점점 감소

되어가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한인들의 감소와 일탈로 인해 고

려사람이 독특한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더 감소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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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정권을 위한 투쟁 또는 민족해방 투쟁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학자들은 1918~1922년 원동에서 소비에트 주

권 수립을 위한 투쟁에 고려인들이 참가한 사실을 보다 깊이, 체계적으

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1) 사상적인 금지로 

인해, 볼셰비키 레닌당이 선포한 사회주의 평화 이상, 평등권, 형제적 친

선을 이전 군주러시아의 모든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묘사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대로, 여러 문헌들에는 다음

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고려인들은 이 혁명의 결과 이전에 억압을 받던 

러시아의 모든 다른 민족들(러시아인이 아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되었

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 부대(빨치산)는 비교적 빨리 편성되었다. 

다수 고려인들은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러시아의 원동에서) 착취를 당하

였으며, 오직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의 결과 토지를 받게 된 것 

때문에 혁명에 협조하였다.”2) 역설적인 사태가 이루어졌다. 10월 혁명에 

1) Internacionalistskie uroki Oktyabrya i sovremennye problemy nacionalnyh otnosheniy // 
Politobrazovanie, No. 10, 1987, p. 47.

2) Kim Syn Hva, Ocherk po istorii sovetskih koreicev, Alma-Ata: Nauka, 1965,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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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저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 진실한 역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비에트 시기에 이 획기적인 사변,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전례 없던 인

민대중의 사회적 운동에 대하여 만들어낸 이야기, 판박이식 거짓 또는 

지금에 와서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때로는 노골적인 위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건국의 역사에서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시기 연구, 수다한 정보 조성 및 체계화에서 대 성과가 이룩되었다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러시아 극동에서의 국내 전쟁, 외래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고려

인들을 이끌어 들인데 대해 새로운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 현 단계 사료

편찬 분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자세는 러시아 극동에서 고

려인들의 무장투쟁 역사를 일본 식민주의 정체로부터의 조선 독립을 위

한 민족 해방운동의 구성 부분으로 해명하는데 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외국 연구자들, 특히 한국 역사학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었다. 소비에트 고려인들의 역사를 연구한 유명한 학자

인 헬싱키종합대학의 고송무 교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많은 고려인 애국자들은 조선러시아 국경을 넘어와 러시아 극동에

서 일제에 반대하는 빨치산 전쟁을 하였다. … 의병운동이는 정의를 

위한 항일 빨치산부대인데, 원동에서 전개된 항일투쟁은 함경도ㆍ평안

도ㆍ만주에서 전개된 민족 해방투쟁과 연관되었다.”3)

이 기록이 있기 20년 전 카자흐스탄 역사학자 김승화는 문제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사실대로 쓰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발표된 짧은 글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지나서 북조

96~97. 괄호 속 내용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
3) Kho Song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Vol. 61, Helsinki, 

198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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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ㆍ간도(만주)ㆍ소비에트 연해주의 고려인 빨치산부대들 간에 연계가 

맺어졌다. 고려인 빨치산부대들은 국경을 넘어가서 프리모리야와 원동

의 기타 주들에서 일본 강점자들을 까부시는데 러시아 형제들을 도와주

었다.” 그 부대들 중에는 ‘의군 군단(정의군)’, ‘국민회 군단’, ‘군비단’, ‘혈

성단’ 및 기타 부대들이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부대들과 합쳐 단합된 힘

으로 소비에트 프리모리야에서 적을 반대하여 싸웠다.4) 

러시아 극동에서 있었던 혁명운동의 격렬한 소용돌이, 그리고 그 혁명

운동에 소비에트 고려인들이 참여한 것에 관한 최초의 자료들은 1920년 

말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그 혁명운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가한 많

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던 때

에 관련 자료들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직도 중요한 기록 자료

들을 고문서과에 특별히 보관하지 않았고, 민족주의ㆍ수정주의ㆍ트로

츠키주의ㆍ간첩행위ㆍ반역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 붓지 않

은 시기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1930년대에 사회주의 이상을 위한 진실

한 투사들, 전설적인 붉은 군대 지휘관들, 재능 있는 학자와 문화 활동가

들, 그리고 민족성ㆍ교육 수준과 직책에 관계없이 평범한 노동자들과 농

민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당시 발표된 자료 중에 김승화가 번역한 10월 혁명 10주년과 소비

에트 고려민족5)이라는 귀중한 책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

았는데, 100페이지 남짓 되는 이 책의 원본은 희귀하여 현재는 카자흐스

탄과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 공동도서관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도서관들

에서도 소장하고 있지 않다. S. A. 한S. A. Khan과 V. V. 김V. V. Kim의 번역

문에는 10월 혁명 10주년과 소비에트 고려인 주민들, V. 박V. Pak과 F. 

4) Kim Syn Hva, ibid., p. 100.
5) 10월 혁명 10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Vladivostok, 1927,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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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시나의F. Shabshina 자료에는 10월혁명 10주년과 고려민족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고송무도 고려인 혁명가들, 붉은 군

대 지휘관들과 투사들의 사진을 이 책에서 인용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

로, 시급히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참고자료와 해설을 보충하여 출판할 필

요성이 있다.

일류호브N. Ilyuhov와 티토프M. Titov 작품에도 체계적은 아니지만 일련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리모리야에서 빨치산운동(레닌

그라드, 1928)이 그런 책이다. ‘혁명구조위원회’ 조직자들 중 한 사람인 

일류호브는 1918년 11월에 수찬 구역의 빨치산운동 사령관이 되었으며, 

세르게이 라소가 프리모리야 빨치산운동 사령관이 된 후에는 그의 부사

령관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20년에는 극동에서 소비에트 주권 수립, 조선에서 항일 해방

투쟁 조직에 고려인 망명가들이 참가한 것에 관한 몇 개의 짤막한 논문

들이 게재되었다. 아노소프Anosov S. A.의 책에는 ｢혁명운동에서 고려인

들의 역할｣(19~25)6)이라는 작은 장이 있다. 저자는 여기에서 1918~

1922년 극동에서 있었던 사변에 고려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시

기, 즉 초기와 말기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소비에

트 주권을 위한 고려인들의 광범한 운동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

다. 저자는 주로 고려인민족협회ㆍ동맹ㆍ위원회들의 각종 창립대회와 

회의, 그리고 아노소프에 의하면, 러시아 공민권을 가진 고려인들(반혁

명의 입장에 서 있는 부유한 자들)과 러시아 공민권이 없는 사람들로 나

뉘는 고려인 그룹들 간 모순과 반항에 대하여 적고 있는데, ‘메르쿨로브

의 모험’의 성과에 대한 고려인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21년 5월 26일 백파들은 프리모리야 지방 자치정부를 전복하고 메르

6) Anosov S. A., Koreicy v Ussuriyskom krae, Khabarovsk-Vladivostok, 1928,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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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로브 형제를 대표로 이른바 ‘반사회주의단체 뷰로’라는 정권을 수립하

였는데, 저자는 메르쿨로브 정권이 러시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려인

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 장에는 홍범도ㆍ오하묵ㆍ한창

길ㆍ리중규 및 기타 빨치산부대 지휘관들의 이름이 하나도 거론되지 않

고 있으며, 저명한 고려인 공산당원들, 혁명가국제주의자들에 대해서

도 묵과하고 있다. 김스탄케비치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Kim-Stankevich

 Alexandra Petrovna 영웅적 생활도 두 문구에 담았다: “널리 알려진 교살

자 칼믜코브 두목은 고려인들에게 동정을 베풀었다. 고려인 여인 한 명

만 가둬두고 나머지 고려인들은 다 석방시켰다.” 그런데 실제 칼믜코브7)

의 ‘판결’에 따라 김 알렉산드라는 다른 볼셰비키들과 함께 총살되었다. 

칼믜코브의 앞잡이인 율리네크는 김 알렉산드라가 총살형을 어떻게 받

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또 고려인 여성 한 명이 영

웅답게 죽었다. 그는 위원이었고 유식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말하

였다.” 

러시아 극동에서 부유한 고려인 주민계층이 행했다고 하는 반혁명적 

항의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

부 고려인 부대는 전체 빨치산부대들을 해산하라는(1922년) 붉은 군 혁

명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중국지역으로 퇴각한 후에 소비

에트 주권을 반대하여 선동사업을 하였다.”8)는 아노소프의 규탄이 얼마

나 정확한가를 밝혀보아야 한다. 그는 1923년에 진행한 첫 번째 ‘당 숙청’

을 전적으로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 그때 1천여 명의 고려인 볼셰비키 당

원 중 25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1926년 말에는 그들의 수가 671명까지 

7) Taezhnye pohody, Moskva, 1935, p. 21.
8)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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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었다. 이 장이 가장 미약하며, 모든 면으로 보아 비판의 대상이 된

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원동에서 국내 전쟁의 에피소드를 그린 선집 밀림에로의 원정9)은 

1918~1922년간에 무장 간섭자들, 주로 일제와의 투쟁에 참가한 지도자

들과 평민들의 회상록이 담겨있다. ｢일본 무장 간섭자들의 전모｣라는 논

설의 저자 구벨만M. I. Gubelman제1원동 사회주의부대 군사위원, 러시

아공산당(볼셰비키) 프리모리야주위원회 위원장은 1920년 4월 4~5

일에 프리모리야에서 일본 무장 간섭자들이 고려인들에게 저지른 야만

적 행위를 묘사하였으며,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기병연대장 I. V. 김I. V. 

Kim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다. 연대장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온갖 고

문을 다 겪다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빨치산 운동 조직자, 아무

르주보건부위원인 V. 브쉬브코프V. Vshivkov는 ｢매복｣이라는 논설에서 최

평탁의 지휘 하에 편성된 무장부대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다. 이 부대는 

적은 인원으로 작전을 펼쳐 전투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그 결과 두 

배나 많은 일본 기병부대를 까부시고 무기ㆍ장비ㆍ말 등을 노획하였다.10)

극동 지역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이주시킨 스탈린은 고려인을 ‘믿지 못할’ 민족으로 간주하고 정치권

과 공민권마저 박탈한다. 이와 같은 조치 스탈린의 편견에서 비롯한 것

이지만, 이 때문에 스탈린 사망 전까지는 고려인들은 고려인의 혁혁한 

혁명 활동은 물론, 일제에 저항한 빨치산 운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

했다.

그러나 정치적 정세가 ‘온화해진’ 흐루시초프 통치시기에 접어들어 비

로소 10월 혁명의 국내전쟁과 빨치산 투쟁 등은 민족적 관점의 사료편찬

  9) ibid., pp. 218~220.
10) ibid., pp. 3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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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1950년 하반기와 1960년 상반기에 역사학

자들은 극동에서 소비에트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 

그 투쟁 조직자들과 지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한 것

이다. 1950년 말 일련의 논설을 발표한 I. I. 바비체프I. I. Babichev의 논의

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원동에서의 국내전쟁에 중국인 근로자들과 

고려인 근로자들의 참가11)에서, 먼저 고려인들의 극동 이주에 대한 간

단한 전사, 혁명 전야에 법적ㆍ경제사회적 특징을 말하고, 프리모리야

의 빨치산부대에서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우랄의 붉은 군대에서 고려인 

국제주의자들이 활동한 사실에 대해 서술하였다. 프리모리야에서 투쟁

한 많은 국제주의 빨치산 그룹에는 고려인 투사들도 있었다고, 인원수가 

3백에서 450명의 큰 독립적인 고려인 빨치산부대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인들 사이에서 소비에트정권의 과업과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해

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였다. 때문에 규모가 큰 빨치산부대는 신문ㆍ선

전문ㆍ호소문을 한국어로 발간하였다. 바비체프는 빨치산들에게 식량

을 공급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프리모리야, 프리아무리예, 아

무르주 빨치산부대들은 국내전쟁의 전 기간을 두고 원동에 사는 고려인

들이 모은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수찬, 올린스키, 스코톱카 구

역 고려인들이 한창길의 부대에 식량을 공급하였는데, 한 농가에서 1년

에 수수를 한 포대씩 거두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빨치산부대와 국제주

의 빨치산부대에도 식품과 담배를 공급하였다. 바비체프는 이때 일부 고

려인 지휘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창길 부대는 

체히야장령 가이다의 봉기에 참가하여 에세르와 멘세비크들과 함께 꼴

차크 해군대장의 정체를 반대하여 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봉기

11) I. I. Babichev, Uchastie kitaiskih i koreiskih trudyashihsya v grazhdanskoi voine na 
Dalnem Vostoke, Tashkent, 1958,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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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하여 가이다는 자기 측근들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쳤다. 저자는 

주, 구역, 농촌들에서 고려인 공산주의 단체, 당 세포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 통계자료는 고려인 사이에서 혁명사상의 영향이 커가는 것

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비체브의 자료에 따르면, 1921년 5월 프리모리야 

고려인 공산주의 단체에는 5백 명의 당원과 1천 명의 후보당원이 있었

다. 또한 저자는 1920~1922년에 활동한 큰 고려인 빨치산부대에 대해

서도 상술하고 있는데, 솔바콴에서 활동한 이동규(그가 전사한 후에 이

중규가 지휘관이 되었다)의 부대에는 400~450명의 빨치산이 있었고, 

한창길의 부대에는 5백여 명이 있었다. 수찬 고려인 빨치산부대(타우데

미촌)에는 350명, 박 그리고리 체렌치예비치의 부대(아누치노촌)에는 3

백 명이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명의 지휘 하에 모든 고려인 빨치산부대를 통합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1920년 말, 박 

일리야 하리토노비치, 박 그리고리 체렌치예비치, 황하일(치모페이 바

실리예비치), 최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치, 그리고 홍범도(중국에서)ㆍ

안무ㆍ최진동ㆍ허제욱의 부대들이 스워보드노예시로 왔다. 그들은 고

려인 혁명군사소비에트에 소속되었는데, N. A. 칼란다리쉬빌리N. A. 

Kalandarishvili가 그 소비에트의 임시위원장이었다. 얼마 지나서, 이 부대

의 일부분이 서부전선으로 이동되었다. 그곳 사바이칼리예에서는 제5군

의 성원으로 고려인 여단이 편성되었다. 

바비체프는 중앙고문서와 원동고문서의 기록 자료들을 이 책을 저술

했는데, 수록된 몇 장의 사진은 이전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유감스럽게도 저자는 연구하는 문제들의 사료편찬을 하지 않

았으며, 고려인 빨치산들이 활약한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도 넣지 않았

고, 관련자들에 대한 프로필과 지리적 명칭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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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책의 가치는 훨씬 높이 평가되었을 

것이다. 바비체프는 1961년에 “공산당원들은 소비에트 원동에서 (1918~

1922년) 무장간섭자들과 백군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고려인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하도록 고무하고 조직했다.”12)라는 주제로 학사논문을 

썼다.

칩킨S. A. Tsypkin은 그의 ｢원동 무장간섭자 반대 투쟁에 고려인근로자

들의 참가｣라는 논설에 소련군중앙국립고문서와 10월 혁명 중앙국립고

문서, 하바롭스크변강 당 고문서 등에서 찾은 간단한 기록 자료들을 수

록했는데, 소련중앙국립고문서(원동)의 풍부한 기록 자료들은 빠뜨렸다. 

또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해석하는데 머물렀다. 논설에는 6개의 고려인부대와 빨치산부대만 지적

하였는데, 이보다 몇 십 배 더 많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13)

한S. A. Khan의 다년간 심도 깊은 과학적 관심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논설 ｢러시아 원동에서의 국내전쟁에 고려인 근로자들의 참가(1918~

1922년)｣는 1950년 말 발표되었다.14) 그 후 발표된 그의 논설 ｢원동에서

의 소비에트정권을 위한 투쟁에 참가한 고려인 빨치산들｣에는 다양한 

사료를 이용한 것이 주목을 끈다.15) 그 역사적 원천들 중 일부는 이제까

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은 필자가 사실을 더 정확히 보

12) I. I. Babichev, Kommunisty-vdohnoviteli i organizatory uchastiya koreiskih i kitaiskih 
trudyashihsya v borbe protiv interventov i belogvardeicev na Sovetskom Dalnem 
Vostoke (1918~1922) // Avtoreferat kand. diss., Moskva, 1961, p. 17.

13) S. A. Tsypkin, Uchastie koreiskih trudyashihsya v borbe protiv interventov na 
Dalnem Vostoke // Voprosy istorii, No. 11, 1957, pp. 171~175.

14) S. A. Khan, Uchastie koreiskih trudyashihsya v grazhdanskoi voine na russkom 
Dalnem Vostoke (1918~1922) // Korea: istoriya I economika. Moskva, 1958, pp. 
52~65.

15) S. A. Khan, Koreiskie partizany v borbe za vlast Sovetov na Dalnem Vostoke // Voenno-
istoricheskiy zhurnal, No. 5, 1963, pp. 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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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가능성을 주었다. 실례로 스보보드노예(현재 알렉세에프스크시, 블

라고웨센스크 북쪽 150Km 정도에 있다)에 집중된 고려인 빨치산은 그 

수가 5천 명 이상에 달하였다. 그는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원동 인민

혁명군과 전투적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부전선 

사령관 S. 세뤼세프S. Seryshev가 1921년 가을에 김홍일ㆍ최계립의 지휘 

하에 있는 고려인 투사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는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

였다. 그들은 블라디미롭카촌(하바롭스크 근처) 가까이에서 백군파 기병

대를 반대하는 의미 있는 전투를 벌였다. 이 글에는 김스탄케비치Kim 

Stankevich, 오하묵, 최호림의 간단한 이력과 사진도 들어 있다(110∼112쪽). 

한편, 이 글은 ‘10월 혁명 10주년과 소비에트 고려민족’이 ‘10월 혁명 10

주년’으로 번역되는 등의 사소한 오류도 눈에 띈다.

S. A. 한S. A. Khan과 V. V. 김V. V. Kim 공저의 논설은 흩어져 있는 고문

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어로 된 일부 역사적 문헌을 러시아어로 번역

하며, 자료의 출처를 체계화하여 간행하기 위한 복잡한 사업을 총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6) 저자는 고려인의 원동 이주, 소비에트정권의 민족

정책, 일제의 압박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해방 투쟁, 10월 혁명으로 제

고된 고려인들의 정치적 적극성, 사회적ㆍ민족적 해방을 위한 고려인근

로자들의 투쟁이라는 새로운 부분에도 주목을 돌리고 있다. S. A. 한과 

V. V. 김은 원동의 고려인 청년단체를 처음 연구하였다. 1920년 9월 고려

인 청년들은 ‘아무르주 고려인청년동맹’, 1921년 초 ‘프리모리야 변강 고

려인청년동맹’을 설립하였다(50쪽). 이들이 거론한 사례 중에는 1921년 

12월 4일에 발생한 루키야놉스크 육군사관학교 고려인 학생들의 영웅적 

16) V. V. Kim, S. A. Khan, Koreiskie internacionalisty v borbe za vlast Sovetov na Dalnem 
Vostoke (1918~1922) // Uchenye zapiski Kemerovskogo pedinstituta, 25 ed., 1970, 
pp.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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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가 있다. 50명의 학생들이 생명을 바쳐 우수리스크 철도를 따라 진

격하는 백군파를 몇 시간 동안 가로막았다(51쪽). 이들은 또한 인민혁명

정비군의 대열에서 싸운 고려인 소구분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록

하였다. 이것은 특히 강력한 방어선인 월로차옙카, 스파스크 점령을 위

해 벌인 1921년 가을과 1922년 겨울의 전투작전, 하바롭스크, 비킨, 이

만,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그로데코워 해방전쟁에 대한 것이다(51∼54

쪽).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1921년 여름과 가을에 활동한 

원동인민혁명군과 제5군ㆍ빨치산부대들에서 싸운 고려인 수가 6천여 

명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린다(51쪽).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바비체

프, 김승화, S. 칩킨, S. 하스키나S. Haskina 및 기타 저자들의 글을 상기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즈곤I. Razgon, 플레로프V. Flerov, 하스키나는 공동으로 ｢원동 소비에

트 주권 투쟁에서 고려인근로자들과 전투적 우호관계에 대한 역사｣17)라

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고문서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소비

에트화에 고려인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1919~1922년에 원동에서 활동한 47개의 고려인 빨치산부대의 명

단을 처음으로 게재하였다. 거기에는 부대명과 그 지휘관, 활동 시기와 장

소가 포함되어 있다(314∼318쪽). 개별적 고려인 빨치산부대 외에 고려인 

그룹들이 속한 30여 개의 다른 부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311쪽).

S. 하스키나는 ｢원동 소비에트 주권 투쟁에 고려인이 참가한 자료들｣18)

17) I. Razgon, V. Flerov, S. Haskina, K istorii boevogo sodruzhestva s trudyashimisya 
koreicami v borbe za Sovetskuyu vlast na Dalnem Vostoke (1919~1922) // Trudy 
Centalnogo gosudarstvennogo arhiva RSFSR DV (Dalniy Vostok) Vol. 1, Tomsk, 
1960, pp. 67~72.

18) S. Haskina, Dokumenty ob uchastii koreiskih trudyashihsya v borbe za vlast Sovetov 
na Dalnem Vostoke. Trudy Centralnogo gosudarstvennogo arhiva RSFSR DV 
(Dalniy Vostok) Vol. 1, Tomsk, 1960, pp.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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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논설에서 소련중앙국립고문서의 자료들을 처음으로 참고하였다. 

하스키나에 의하면, 이들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무르주집행위원회, 아무르주 근로자대회, 고려인

농촌회의의 의정서들, 그리고 10월 혁명 승리에 대한 고려인들의 관계를 

특징짓는, 러시아 노동자ㆍ농민들과의 연대성을 반영하는 신문지상의 

기사들이다. 둘째는 원동전보통신사의 정보, 아무르전선 참모부의 정탐

보고서, 군 내무서장들의 보고서, 고려인 빨치산부대에 대한 신문의 보

도들이다. 셋째는 빨치산위원회의 14개의 폰드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인 

빨치산들의 이력서들이다. 여기에는 앙케트ㆍ이력서, 빨치산부대들의 

전투작전과 그 작전지대, 부대들의 사회적 성분, 당 소속 등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고문서에는 한창걸ㆍ이진집ㆍ이인섭ㆍ홍범도ㆍ이영호ㆍ이

병국ㆍ장기영ㆍ장도정ㆍ윤덕보ㆍ박 일리야 하리토노비치 및 기타 빨치

산 지휘관들의 이력서가 보관되어 있다. 빨치산들에 대한 문건에서는 조

선의 각각 다른 지리상 명칭, 빨치산부대들의 명칭, 그 부대 지휘관들의 

성명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부 문헌을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하스키나

는 일본군과의 투쟁에 알렉산드라 이와 노브나와 마리야 등의 고려인 여

성들이 참가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 보였는데, 이들은 비밀리에 무기를 

구매하여 보관하였다가 목적지로 보내는 활동을 했다(71쪽).

김승화의 논문 ｢소비에트고려인들의 역사에 관한 논집｣에는 이 문제

를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19) 그는 선행 연구자들이 축적한 자료뿐만 아

니라 새로운 기록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고 있다. 이전 연구자들의 경험

을 토대로 하면서, 연구 대상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로 그는 

원동에서 안팎의 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고려인근로자들이 참

가한 사실을 보다 자세하고 통일성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가 소련

19) Kim Syn Hva, ibid., 1965, pp. 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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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고문서(원동) 자료만을 참고한 것은 유감이다. 만약 그가 선행 

연구자들이 중앙 및 원동 고문서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인용하지 않았더

라면, 사료의 범위가 현저히 좁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화는 자

신이 참고한 원전을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에쓰 

하스키나, I. 라즈곤, V. 프렐로프의 논설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저자와 출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20) 빨치산부대에 대한 자료를 부록

으로 수록하면서도 역시 저자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표절로

서, 동료 학자들에 대한 예의 없는 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1950년 말과 1960년 초, 군사회상록과 원동 빨치산운동 지휘관 회상

록 선집들이 발행되었다. 그중 일부 회상록은 “소비에트 땅에서 전사한 

고려인 빨치산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구벨만의 소비에트원동을 위한 

투쟁21)은 일본군에 대한 고려인 빨치산들의 무장투쟁, 1920년 4월 4~

5일에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그리고 프리모리야의 기

타 도시와 농촌들에서 고려인 주민들에 대하여 자행한 잔인한 학살에 대

해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182∼186쪽).

일류호프와 I. 사무센코I. Samusenko의 저서에는 “고려인 및 중국인 근로

자들이 투쟁에 나선다(131∼133쪽).”22)라는 짧은 오체르크Ocherk가 있다.

밀림으로의 원정23)은 1백여 명의 혁명 노병들과 국내전쟁 노병들

의 회상기를 묶은 것인데, 그 중 고려인 저자가 한 명 있다. 그는 이만역 

방어전에서 한우령의 지휘 하에 영웅적으로 싸운 빨치산부대원 박순진

이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회상록 선집들, 즉 원동에서 국내전쟁(모스

크바, 1937), 소비에트원동을 위하여(블라디보스토크, 1982) 등에는 혁

20) ibid., pp. 241~245.
21) M. I. Gubelman, Borba za sovetskiy Dalniy Vostok, Moskva, 1958.
22) I. Ilyuhov, I. Samusenko, Partizanskoe dvizhenie v Primorie, Moskva, 1962.
23) see: Taezhnye pohody, Khabarovsk,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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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고려인 노병들, 국내전쟁 고려인 노병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공백은 M. 김Matvey Kim의 원동 소비에트 주권 투쟁에서의 고려인 

국제주의자들24)이 얼마간 채워준다. 혁명가, 지하활동가, 빨치산운동 

참가자, 소비에트 기관일군, 과학일군이며 기자인 김 마트웨이는 70여 

명의 고려인 혁명가들의 형상을 되살리기 위한 자료수집에 20여 년을 바

쳤다. 그는 빨치산운동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

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것을 이미 알려진 역사적 자료와 대조해본 후에 

책을 쓰는데 이용하였다. 이때 그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뿐, 자료가 부족

하다고 ‘전설’로 보충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어떤 오체르크는 페이지의 3

분의 1을 겨우 차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책의 가치가 낮

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점은 V. 박과 F. 샤브시나가 머리말을 통해 

고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서울에서 발간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편, 공개성, 민주화’ 시대에 재소 고려인의 역사연구 

전반 그리고 위의 테마 연구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정책적으로 금지되었던 고문서 자료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학자들이 점차적으로 사상적 편견을 벗어나기 시작하

였으며, 자기의 사색과 과학적 분석 결과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되었다. 

기자들,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변 목격자들과 노병들, 창작 인테리어, 관

심 있는 사회계층에서 과거의 사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80년 후반기에 발표된 자료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소비에트 

사료 편찬의 전통을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초 역사학 학사 V. S. 보이

코V. S. Boiko가 옴스크에서 레닌기치에 보내온 ｢서부시베리아의 고려

24) M. T. Kim, Koreiskie internacionalisty v borbe za vlast Sovetov na Dalnem Vostoke, 
Moskv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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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제주의자들｣25)이란 기사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이 기사에서, 

서부시베리아를 예로 삼아 러시아 고려인 사회운동에서의 새로운 현상

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전파, 공산주의 그룹 발생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국내전쟁 시기에 시베리아에 5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이

들로부터 1919년 11월 17~20일 옴스크에서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핵심

을 형성한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나왔고, 안영학ㆍ안경역ㆍ

리인섭ㆍ김길보ㆍ최구봉을 비롯하여 14명이 핵심을 이루었다고 말한

다. 그에 의하면, 1920년 봄에 이르러 그것이 현저히 조직적으로 튼튼해

지여 핵심의 인원수가 82명이 되었는데, 그중에는 여자도 한명 있었다. 

같은 해 고려인공산주의 단체들이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 즉 옴스크, 톰

스크, 노보니콜라예프스크Novonikolayevsk,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

크, 베르흐녜우딘스크Verkhneudinsk, 치타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흥미로

운 것은 이런 단체가 세미팔라친스크Semipalatinsk에서 결성된 것이다. 옴

스크에 있는 붉은 장교학교 소속 제1시베리아 소비에트 보병강습소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젊은 고려인들, 황운백ㆍ김덕수ㆍ리진순ㆍ이병철 등

이 세미팔라친스크에서 파견되었다. 1921년까지 고려인 공산주의 핵심

과 옴스크와 이르쿠츠크 현당위원회에서 각각의 구조조직에 변동이 

있었다. 이후 고려인 일부가 원동과 한국으로 되돌아갔으며, 그리 크지 

않은 그룹은 모스크바와 타시켄트로 갔다. 1926년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

면, 시베리아 지역에 877명의 고려인이 살았는데 다수가 도시에서 거주

하였다. 그런 가운데 1929년 룹초브스크Rubtsovsk 구에서 고려인들이 벼 

재배 집단 절節 ‘노바야 꼬레야Novaya Koreya’를 조성했다는 것을 상기시

키고 있다. 이 고장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베슬로야르스크Vesloyarsk촌 부

근을 지금까지도 ‘꼬레야’라고 부른다.

25) Kopiya rukopisi v arhive avt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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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초에 알마티와 타시켄트에서 저명한 고려인들의 간단한 이력

서가 수록된 책이 발행되었다. 고려인문화협회가 발행한 카자흐스탄의 

소비에트 고려인들에는 국내전쟁(위대한 조국전쟁을 비롯하여, 저자 

German Kim이 괄호에 넣었음) 참가자들 중에서 김낙현ㆍ황운정ㆍ홍범

도ㆍ최계립(초이 케립)26)만 거론되었다. 타당한 근거 없이 소비에트 주

권과 조선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일부 투사들이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어 총살당했다는 것

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이

야기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 누가 누군가에는 공화국에서 살며 일하

던 고려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27)

소비에트 고려인들의 역사를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고송무는 1993

년에 카자흐스탄과 중아시아에서의 고려인문제 연구 시보라는 잡지 4

호를 발간하였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사인 테마들이 있다. 첫 호에

는 오성묵이 자기 부친에 대하여 쓴 간단한 자서전이 실려 있다. 그는 이

전 빨치산이며 항일단체 위원이며 소비에트원동에서 이름 있는 당 및 군

사 일꾼이었던 아버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성묵은 당 숙청 시기

에 체포되어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으며, 1938년 10월 10일에 세미팔

라친스크의 감옥에서 총살당했고, 스탈린 사후에야 비로소 그의 명예가 

26) Sovetskie koreicy Kazakhstana(enciklopedicheskiy spravochnik), Alma-Ata, 1992, p. 
7~11.

27) B. I. Kim, Koreicy Uzbekistana: kto est kto, Pt. 1.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2, Almaty, 1993, p. 36~50; Koreicy Uzbekistana: 
kto est kto, Pt. 2.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3, 
Almaty, 1993, p.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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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회복되었다.28)

잡지 2호에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세 편의 자료가 들어있다. 하나는 

계봉우의 가족(가계도를 첨부하여)에 대한 것이다. 거기에는 딸과 4명의 

아들, 14명의 손자와 손녀, 22명의 증손자와 증손녀, 12명의 고손들이 나

와 있다.29) 쿠스타나이Kustanay에서 살았던 김 리디야Kim Lidiya는 자기 부

친 김명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무는 1897년 3월 20일 조선에

서 태어나 항일 빨치산운동에 참가하였고, 1920년에 러시아 원동으로 넘

어왔다. 여기에서 그는 소비에트정권 편에서 일본군을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원동 변강 외국어사범전문학교에서 일어를 배운 후, 학업을 

끝내고 하바롭스크 내무인민위원부에서 일어와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

는 1937년 9월 27일 일본 간첩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1938년 9월 13일

에 총살당했는데, 소련 군사대법원(Supreme military court of USSR)는 

1959년 11월 24일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30)

역사학 학사, 쿠스타나이 사범대학 조교수 정 빅토르Ten Victor는 홍범

도가 찍힌 단체사진을 설명하였다. 사진은 1928년 말이나 1923년 초에 

찍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S. 부젠뉘S. Budyennyi 원수의 곁에 서있는 홍범

도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다. 사진 원본은 리영호의 부인 장해경올리가

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영호는 둘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에 서 있다. 그

는 1920년 그 당시 널리 알려졌던 솔바콴Solbakwan 빨치산부대를 조직

하여 1922년까지 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영호는 이르쿠츠크 고려

인공산당원 그룹에 들어갔으며, 후에 원동의 당소비에트 기관에서 여

28) I. P. Osenmuk, Osenmuk (Osenmuk Petr Alexandrovich)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1, Almaty, 1993, p. 34~35.

29) Ge Bon U(re BOH Y), saensyanyi husandyl //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2, Almaty, 1993, p. 50~53.

30) ibid.,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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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영호는 1938년 봄에 체포되어 일본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죄로 총살당했고, 1973년에 사후 명예회복이 되

었다.31)

잡지 3호에는 정 빅토르의 논설 ｢김승빈과 남만춘의 증언에 의한 프리

모리야 고려인들의 해방운동｣이 게재되었다.32) 탄압받은 고려인들에 대

한 문서를 쿠스타나이주 고문서에서 발견한 것은 저자의 공로이다. 그 

중에는 총살당한 김명무의 명예회복에 대한 김승빈의 증언, 기소당한 남

만춘에 대한 심리자료가 있다. 고려인 빨치산부대들, ‘슬로보드녠스크 

충돌’, 홍범도ㆍ오하묵ㆍ박 일리야Pak Iliya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 그리고 

김승빈과 남만춘에 대한 자료는 기존의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보충해주

고 있다.

잡지 마지막 호에는 모스크바 작가 김세일의 역사소설 홍범도에 나

오는 ‘봉교동과 청산리에서 작전’ 에피소드가 들어있다. 거기에는 홍범

도의 지휘 하에 있는 부대가 일본 군인들을 격퇴하는 작전을 어떻게 준

비하여 성공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33)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인 김 게오르기 표트로비치Kim Georgiy Petrovich

를 추억하여 발간한 논설집에는 ｢20~30년대에 반식민주의 항쟁과 혁명

운동에 참가한 러시아의 고려인 소수민족｣이라는 이 블라디미르 표트로

비치Lee Vladimir Petrovich의 논설이 실려 있다.34) 저자는 서문에서 민족해

31) ibid., pp. 57~59.
32) V. A. Ten, Osvoboditelnoe dvizhenie koreicev Primoriya v nachale 20h godov 

po svidetelstvam Kim Synbina i Nam Manchuna //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3, Almaty, 1993, p. 18~26.

33) Kim Seir(KNM CeNP), Bongudong zhenthuva chhensanni zhentue daehae. // Izvestiya 
o koreevedenii v Kazakhstane i Srednei Azii, No. 4, Almaty, 1993, p. 39~54.

34) V. F. Li., Etnicheskie koreicy Rossii v antikolonialnom soprotivlenii v revolucionnom 
dvizhenii 20h i 30h godov // Aktualnye problem rossiyskogo vostokoveden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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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투쟁 연구에 대한 조선 문제 연구자들의 기여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

지만 “우리의 선배와 동료를 비롯한 러시아 동양학자의 연구 자료를 지

적 해방의 조건에서 모두다 객관적인 역사적 분석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

이 아니었다는 것은 물론이다.”35)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주의와 행정

지배적 제도의 조건에서 학자들이 부득이하게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반

영한 것은 과학을 지령식으로 관리한 결과였다. “이전에 국내 동양학자

들은 일정한 판박이식 사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료 선택, 체계화와 연구

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저자는 이 논설에서 국민회와 천도교 활동과 

연관된 문헌들을 처음 소개하였는데, 이전의 공식적 사료편찬에는 민족

해방운동 조직에서의 이런 단체들의 역할이 묵과되거나 폄하되었었다.

이상의 논집에는 역사학 학사, 러시아 외무부 외교아카데미 중앙상급

과학일군 올가 보로파예바Olga N. Voropayeva가 준비한 자료도 들어 있는

데, 그것은 한국 연구자 전철훈의 학사논문에 대한 간단한 평론이다.36) 

전철훈은 ｢러시아 원동에서 1917~1919년의 혁명운동에 고려인주민들

의 참가A. P. 김스탄케비치A. P. Kim-Stankevich의 활동을 중심으로｣37)

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그의 공로는 실질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

한 데 있다. 여기서 그는 특히 1914~1919년에 러시아로 망명한 고려인

들의 혁명 및 사회정치 활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희귀한 문

M., 1994, p. 231~282. 
35) V. F. Li., Etnicheskie koreicy Rossii v antikolonialnom soprotivlenii v revolucionnom 

dvizhenii 20h i 30h godov // Aktualnye problem rossiyskogo vostokovedeniya, 
M., 1994, p. 231~282.

36) O. N. Voropaeva, Novoe o narkome po inostrannym delam Khabarovskogo Soveta 
Alexandre P. Kim-Stankevich // Aktualnye problem rossiyskogo vostokovedeniya, 
M., 1994, p. 299~305. 

37) Zhun Cholhun, Uchastie koreiskogo naseleniya v revolucionnom dvizhenii na Dalnem 
Vostoke Rossii (1917~1919)  na primere zhizni i deyatelnosti A. P. Kim-Stankevich, 
Avtoref, kand, diss, 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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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ㆍ편지ㆍ일기장, 그리고 처음으로 발표된 기록을 토대로 첫 고려여

성혁명가 알렉산드라 김스탄케비치(1885~1918)의 생활과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논문의 많은 부분은 이 여성이 처음 사회당고려인사회

주의자동맹을 결성한 일에 대한 것이다. 혁명의 이상과 조선인민의 해방

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이 탁월한 고려인 여성의 심리적ㆍ실무적 

품성이 이 글을 통해 드러나 있다. 이 논문은 러시아 외무부 외교아카데

미 학자회의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발행할 것을 

제의받았다.

연구사업에 열중하며 아주 중요한 일부 논집을 쓴 박 블라디미르 드미

트리비치는 새 고문서 자료들을 찾아내는 한편, 목격자 및 친척들과 가

까운 사람들의 회상을 기록하고, 가정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세밀한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국경의 강 두만

강에는 원동에서 소비에트 주권 수립을 위한 투쟁과 외국무장간섭자들

을 반대하는 투쟁에 고려인들이 참가한 일에 대한, 지금까지 잘 알려지

지 않았던 자료와 새로운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38) 2장과 3장이 

특히 중요하다. 제2장은 원동에서의 국내전쟁 참가자인 박천임의 회상

록 ｢혈성단의 전투적 길｣에 대한 것이고, 제3장 ｢무미건조한 글줄마다

에는 운명 또 운명｣은 러시아 원동의 중앙국립고문서와 기타 기관에서 

수집한 문헌을 종합한 것이다. 그것은 A. P. 스탄케비치, 홍범도, 김 아파

나씨Kim Afanassyi, 한명세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과 기타 수십 명의 고려인 

공산당원들, 빨치산부대 투사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 책에는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들도 있다.

김 블라디미르Kim Vladimir의 수송열차 5839)에는 김 아파나씨에 대

38) V. Kim, Tumangan  pogranichnaya reka, Tashkent, 1994, p. 148. 
39) V. D. Kim, Eshelon 58, Tashkent, 1995,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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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들이 들어 있다. 그는 1900년에 시하노브카Sikhanovka촌에서 태어

났다. 김 아파나씨는 전러공산당 포시에트구역당위원회 제1비서로 일하

였다. 그는 소련 최고재판에 의해 1938년 5월 25일에 총살형을 받고, 재

산도 압수당하였다. 기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적려 있다. “그는 1929년부

터 일본 정찰의 간첩이었다. 관동군 참모부의 과제를 맡아 소련을 반대

하여 봉기를 준비한 원동변강 봉기중심지도자 및 조직자들 중 한 사람이

었다.” 김 아파나씨는 1957년 4월 9일 명예회복이 되었다. 문헌 중에는 

각종 증서ㆍ회의록, 고문서에서 얻은 기록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

는 그의 전우들,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의 회상록이 있다.

다른 문헌선집에 대해 살펴보자. 문헌선집 발간은 1997년 필자와 알

마티한국교육원 심영섭 원장의 발기로 추진되었는데, 연구진은 알마티

국립대학 조교수 맹 드미트리와 한국 대학원생, 그리고 장원찬ㆍ백태

현ㆍ이영석ㆍ신금범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영섭은 ‘카자흐스탄의 고려

인 역사ㆍ고문서 문헌선집’을 시리즈로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

로 지지하였다.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고문서의 수많은 보관 

자료를 이용하고, 모든 문헌에 한국어로 간단한 주석을 병기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한국어 주해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각 문헌이 무엇에 대

한 것인가를 쉽게 알아보고 번역 여부를 결정하도록 병기하였다. 발행된 

자료들에는 새로운 것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고문서에 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로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1998~2000년 서울에서 

선집 3권이 발행되었다(총 150장 이상).40)

40) G. N. Kim, Sim Eng Istoriya koreicev Kazakhstana. Sbornik arhivnyh materialov, 
Vol. 1, Almaty-Seul, 1998; G. N. Kim, Sim Eng Istoriya koreicev Kazakhstana. 
Sbornik arhivnyh materialov, Vol. 2, Almaty-Seul, 1999; G. N. Kim, Sim Eng 
Istoriya koreicev Kazakhstana. Sbornik arhivnyh materialov, Vol. 3, Almaty-Seu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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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1장 ｢원동에서의 생활｣에 “당 문건 검열과 관련하여” 고려인 사

이에서 숙청에 대한 자료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이상에 충직하였던 수십 명의 고려인들이 출당되고 후에 탄압을 당했던 

기록들이 들어 있다. ‘이르쿠츠크와 상해 고려인 공산당원 그룹들 간 파

별투쟁’, ‘고려인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우익경향 발생’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밝히는 자료들, 이동휘의 활동에 대한 모순적 

평가, 당증을 빼앗긴 포시에트구역 당위원회 제1비서 김 아파나씨가 전

러공산당(볼셰비키) 원동변강위원회에 보낸 절망에 찬 서한과 호소문(16

장)이 특히 가치가 있다.41)

제2권 제1장에는 하바롭스크 변강 국가 및 당 고문서들에서 얻은 자료

들이 있는데, ｢원동에서의 국내전쟁에 고려인들의 참가｣라는 한창걸의 

회상기가 특히 주목을 이끈다. 한창걸은 고려인 빨치산부대 편성과 무장ㆍ

배치, 홍후즈(紅鬍子, 만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폭력조직)와의 전

투, 중국에서 온 고려인 빨치산부대들, 단합 시도의 실, 빨치산들과 고려

인 주민들의 상호관계 등에 관해 회고하였다. 올리가시 부근에서의 전

투, 이와놉카 근처에서의 마지막 전투, 빨치산부대 해산도 이 글에 묘사

되었다. 물론 한창걸의 회상기는 소비에트시대의 정신으로 충만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적 사변, 구체적 성명, 지리상 명칭 등 확실한 자료에 근

거하여 쓴 것이라는 점이다.42)

최호림의 원동 고려인들의 역사에 대한 오체르크도 중요한 원전인

데, 이 책 두 번째 장이 ｢원동에서 국내전쟁 연간의 고려인 빨치산운동｣
이다. 이 장에는 개별적 고려인 빨치산부대들의 역사가 서술되었는데, 

41) see: Kim G. N., Sim Eng Istoriya koreicev Kazakhstana. Sbornik arhivnyh materialov, 
Vol. 1, Almaty-Seul, 1998, pp. 19~52.

42) Kim G. N., Sim Eng Istoriya koreicev Kazakhstana. Sbornik arhivnyh materialov, 
Vol. 2, Almaty-Seul, 1999, pp. 3~12.

원동(연해주) 고려인의 투쟁   119

고려인 빨치산운동은 아래와 같이 시대별로 구분되었다. ① 1919년 3월

부터 1920년 1월까지, ② 1920년 1월부터 4월까지, ③ 1920년 4월부터 

연말까지, ④ 1920년 말부터 1922년 12월까지(즉 흩어진 부대들이 스보

보드노예Svobodnoye시 부근에서 연합하여야 할 때까지). 이 부분은 고려

인 빨치산들이 올리가와 이만 근처에서의 전투에 참가한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난다.43) 선집을 계속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카

자흐스탄 고려인 역사에 대한 많은 고문서 자료들과 기타 자료들이 발표

되지 못하였다.

1990년 후반기 들어 구소련의 고려인 소수민족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책들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소비에트 

주권을 위한 고려인의 투쟁, 그들의 민족해방 투쟁이 기록되지 않았

다.44) 물론 그런 일이 적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고려인 

역사에서 이 시기를 포괄하는 나머지 서적들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테

마가 꼭 있다.45)

박 보리스 드미트리비치 교수(역사학 박사)는 고려인의 과거를 연구하

는 가장 적극적인 학자이다. 그의 러시아제국 고려인들 마지막 장 ｢조

선에서 식민지통치 반대 투쟁에 참가한 러시아고려인들｣은 고려인들과 

1905년 러시아혁명, 러시아 원동 고려인의 항일 무장투쟁 시작, 한일합

방 전야에 항일 민족해방투쟁의 적극화 등의 문제들을 다루었다.46) 그의 

43) ibid., pp. 71~115.
44) see: Kuzin A. T., Dalnevostochnye koreicy: zhizn i tragediya sudby Yuzhno-Sahalinsk, 

1993, p. 368; Nam S. G., Rossiyskie koreicy: istoriya i kultura (1860~1925), Moskva, 
1998, p. 188.

45) see: A. I. Petrov, Koreiskaya diaspora v Rossii 1897~1917, Vladivostok, 2001, p. 
270~307; L. A. Usova, Koreiskoe kommunisticheskoe dvizhenie 1918~1945. 
Amerikanskaya istoriografiya I dokumenty Kominterna, M., 1997, p. 152. 

46) V. D. Pak, Koreicy v Rossiyskoi imperii, M., 1993,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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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비에트러시아 고려인들(1917년~30년대 말)｣은 조선과 러시아

고려인들에 대한 10월 혁명의 영향, 국내전쟁과 외래무장간섭을 반대하

는 투쟁에 고려인들의 참가, 원동에서 전쟁의 완성단계에서의 고려인 빨

치산들의 활동을 연구한 것이다.47) 그의 연구는 많은 사료에 근거한 것

이며, 독특한 태도와 옳은 결론이 특징이다.

박 보리스의 기록역사 오체르크 ｢하얼빈 역에서의 복수｣48)는 1909

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조선 애국자들이 일제 식민

정책의 조직자이며 일본의 정치가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계획을 어

떻게 세웠으며, 어떻게 실행하였는가를 자세히 서술하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과 심리과정의 비밀을 폭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외교아카데미는 리 블라디미르 표트로비치 교수의 꾸

준한 노력과 탁월한 업적에 힘입어 러시아에서의 조선 문제 연구방면에

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카데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수십 

권의 책을 발간한 곳으로,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학사논문을 

쓴 한국학자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 아카데미에서는 관련 학술회의

와 심포지엄도 진행하였다. 러시아로 파견된 첫 공사 이범진의 150주년

에 즈음하여 아카데미가 발행한 한국과 러시아에는 최 발렌틴Chwe 

Valentin의 자료가 게재되었다. 그 자료에는 조선 독립을 위한 투쟁한 투

사들(그 중에는 민족영웅의 공식적 명단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은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49)

47) V. D. Pak, Koreicy v Sovetskoy Rossii (1917~1930), M.  Irkutsk, 1995, p. 259.
48) V. D. Pak, Vozmezdie na Kharbinskom vokzale. Dokumentalno-istoricheskiy ocherk. 

Moskva-Irkutsk, 1999, p. 157.
49) V. V. Tsoy, Ob uchastnikah patrioticheskoy borby za nezavisimost Korei i 

ih rossiyskih potomkah // Korea i Rossiya, Tradicii I sovremennost. K 150letiy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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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위한 투사들의 유공자협회(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활동도 주

목된다. 협회의 사업은 민족영웅애국자들에 대한 추억을 남기고, 조선

에서 해방운동에 대한 상식을 일반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협회 창

설에 대하여 최 발렌틴은 ｢허웅배(허진)에 대한 현대인들의 회상록｣을 통

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50)

1995년에 한국은 조선 독립선포 50주년을 성대히 기념할 준비를 하

고 있다. 한국유공자 및 애국자 사업담당부는 여러 해를 두고 전세계에

서 자국 영웅들의 후손을 찾고 있었다. 이 결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2백여 명의 후손들이 모였다. 공식적 행사가 

있은 후 허진은 최 발렌틴에게 고려인 후손들을 한군데 모이게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8월 1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다. 거기에는 

모스크바에서 온 허진ㆍ최선옥ㆍ리 블라디미르ㆍ빅 미하일ㆍ김화순ㆍ

강형진ㆍ강 안겔리나ㆍ류드밀라 예피모바ㆍ최 발렌틴, 그리고 우수리

스크에서 온 김 텔미르, 한 세르게이, 최 다닐, 유스노 사할린스크에서 

온 조조군, 카자흐스탄에서 온 리 류드밀라 다븨도브나, 강 아파나씨, 

최 엘리사웨타 페트로브나, 민 안톤 콘스탄치노비치, 계학립을 비롯하

여 모두 17명이 참가하였다. 허진이 사회를 보고, 최 발렌틴이 기록하

였다. 허진은 이 자리에서 ‘조선독립을 위한 투사 후손들의 유공자협

회’를 창설할 것을 제의하였다.”

1997년 5월 30일에 이 협회는 모스크바 법무부에 등록되었다. 허진이 

첫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최 발렌틴이 위원장이 되

었다. 부위원장은 강 H. S.(김화순 또는 강화순으로 표기된 곳도 있다

dnya rozhdeniya Li Pom China, M., 2002, p. 131~138.
50) Ho Un Pe(Ho Din), v vospominaniyah sovremennikov, M., 1998, p. 254; see: S. 

P. Ivanov, Ded i vnuk (o patrioticheskoy tradicii odnoi semyi) // Rossiyskoe 
koreevedenie. 1 ed., 1999, pp. 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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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게르만). 이 단체에는 V. F. 리V. F. Lee, B. T. 박B. T. Pak, M. N. 박M. N. 

Pak 교수, 그리고 한국 역사학자 박환이 고문을 맡았다.51)

선집을 발간하고,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독립유공자협회를 창

설하게 된 과정을 그린 양원식의 짤막한 오체르크가 게재되었다. 양원식

에 의하면, 광복 50주년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열린 경축행사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자기 단체 창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귀국했으며, 

1996년 6월 한국의 독립기념관 관장 박유철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

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 후손들을 중심으로 협회 창설 

발기인그룹이 조직되었고, 이 그룹을 정추 교수가 지도하였다고 한다.52)

이와 같이 모스크바와 알마티에 두개의 독립적 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민족영웅과 독립투사 후손들이 주로 이 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

이다. 러시아의 협회와 카자흐스탄의 협회는 지난 연간에 자기 선조들에 

대한 몇 권의 책과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물론 과학적인 연구

는 아니지만, 거기에 수록된 연구 자료는 이미 일정한 확인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유공자협회 발기와 함께 알마티에서 첫 잡지가 발행되었다. 1997년 

전설적인 의병대장이며 민족영웅인 민긍호의 친손자 민 안톤(Min Anton, 

민한식)가 동양학연구소 조선문제취급부에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자료

를 실은 카자흐스탄 조선문제 연구정보 잡지 특호 발행을 제의하였고, 

그 결과 민긍호의 증손자 민 아르카지 안토노비치(민병철) 후원으로 잡

지 4호가 발간된 것이다.

51) V. V. Tsoy, O pervom prezidente Obshestva ≪Potomki borcov za nezavisimost 
Korei, 1910~1945≫ // Ho Un Pe(Ho Din) v vospominaniyah sovremennikov, M., 
1998, pp. 45~52. 

52) Yan Von Sik, Potomki borcov za nezavisimost Korei v Kazakhstane // Ho Un Pe (Ho 
Din) v vospominaniyah sovremennikov, M., 1998, pp.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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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호는 민 안톤이 쓴 ｢잡지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서론｣으로 시작된다. 

잡지에는 또한 민긍호의 후손인 한국 기자 민동식의 글이 처음으로 러시

아어와 한국어로 게재되었다.53) 논설에는 민긍호의 계보와 그의 생활단

계, 의병대장으로서의 활동, 조국을 위하여 전사한 사실이 묘사되었다. 

기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들을 참조하여 현재 알마티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했으며, 결론에서는 민긍호와 강

원도지사 황철의 서신 연락을 인용하고 있다. 민긍호는 이 편지에서 그

의 ‘의병군’을 해산하라는 조선 황제의 칙령에 복종하지 않고 투쟁을 계

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4)

잡지에는 ｢10월 혁명과 소비에트고려인들｣(한국어)이란 김 게르만의 

논설도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원동에서 있었던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

동에 러시아고려인들이 참가했음을 밝히는 사료편찬 개관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다.55)

1999년, 3ㆍ1운동과 원동에서의 빨치산 투쟁에 참가한 황운정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두 아들 카를 운데노비치와 마이 운데노비치

는 황운정: 나는 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였다. 

이 책에는 과거의 빨치산운동에 대한 회상기와 가족 사항, 황운정의 막

내동생 황정만의 어려운 운명에 대한 신문기사가 들어 있다.56)

53) see: Izvestiya koreevedeniya Kazakhstana. 4ed., Almaty, 1998, p. 143.
54) Min Don Sik, O komandire otryada Armii spravedlivosti ≪Yiben≫ Min Gyn Ho // 

Izvestiya koreevedeniya Kazakhstana. 4ed., Almaty, 1998, p. 8~30 (in Russian); pp. 
50~83 (in Korean).

55) G. N. Kim, Sivol henmengva chaesohanin // Izvestiya koreevedeniya Kazakhstana, 4 
ed., Almaty, 1998, pp. 83~103; see: Kim G. N., Uchastie trudyashihsya koreicev v 
borbe za ustanovlenie sovetskoy vlasti na Dalnem Vostoke (K istoriografii voprosa) // 
Sbornik statey, posvyashennyi 60letiyu professor Pak En Soka  direktora 
Nacionalnogo komiteta po izucheniyu istorii Korei, Seul, 1991, pp. 1245~1267 (in 
Korean and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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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발렌틴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영구화하기 위해 큰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조부 최재현러시어 사료편찬에는 최 표트르 세메노

비치Tsoy Petr Semenovich로 알려져 있다은 러시아 고려인 민족운동 지도

자 중 한 사람으로, 항일투쟁을 조직하였다. 2000년, 최 발렌틴은 모스크

바에서 소책자57)를 발행하였고, 후에 그것을 첨부하여 제2판을 알마티

에서 발행하였다.58) 책에는 저자의 가정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 친척

들의 회상록, ｢최재현과 XX세기 초 조선인민의 애국주의적 항일운동｣
(모스크바, 2000.9.22) 국제학술회의 보고, 고려일보를 비롯하여 콤

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원동에 실렸던 기사들과 삽화가 포함되었다.

리 류드밀라 다븨도브나는 이동휘의 손녀이다. 그는 이동휘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발행하였다. 이 책에는 애국지사 이동휘의 상해임시

정부 국무총리로서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 많은 사진들이 실려 있다.59)

최근 조선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가한 러시아고려인들 사진 삽화60)

가 발행되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 책은 러시아의 독립유공자협회가 한

국 국립역사연구소,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함께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으로 발행하였다. 편찬인은 최 발렌틴이며, 김 블라디미르

가 편집장이자 기록자료 저자이다. 항일 독립운동 참가자, 독립투사 40

명의 사진과 간단한 이력서가 책에 담겨 있다. 두 언어로 된 텍스트, 훌륭

한 인쇄술, 확실한 내용은 책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56) Khvan Un Den, Ya zhizn prozhil ne naprasno, Almaty, 1999, p. 37. 
57) V. V. Tsoy, Chkhve Zhaehen (Tsoy Petr Semenovich). M., 2000, p. 72.
58) V. V. Tsoy, Chkhve Zhaehen. Tsoy Petr Semenovich (1860~1920), Izdanie 2e 

dopolnennoe, Almaty, 2001, p. 202. 
59) L. Li, Povestvovanie o Li Don Hvi, Almaty, 2003, p. 148. 
60) Rossiyskie koreicy v borbe za nezavisimost Korei, Photoportrety, M., 2004,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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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려인들의 혁명운동과 항일투쟁은 고려인 창작 인텔리, 극작

가ㆍ시인ㆍ작가와 기자들을 고무시켰다. 그리하여 고려극장(크슬오르

다, 알마티) 무대에서는 태장춘의 희곡 홍범도(1942)을 비롯하여 태장

춘ㆍ채영의 빨치산들(1957), 채영의 시련의 길(1969), 연성용과 김

진의 아무르의 여명, 기타 연극들이 상연되었다.

이만역 부근 전투에서 세운 고려인 투사들의 위훈偉勳은 김준의 서사

시 ｢마흔여덟 사람｣의 주요 소재가 되었으며, 올리가시 전투는 김남석의 

서사시 ｢올리가 전투를 회상하면서｣에 예술적으로 묘사되었다. 김준은 

그의 역사장편소설 15만원 사건에서 1918~1922년 혁명사변에 고려

인들이 참가한 역사현실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는 고려인 

작가 이 드미트리Lee Dmitry의 장편소설 학들은 둥지를 떠난다(모스크

바, 1987)는 원동에서 소비에트 주권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한 고려

인국제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레닌기치(1991년부터 고려

일보로 改題)는 혁명을 주제로 한 시를 비롯하여, 서사시ㆍ이야기ㆍ소

설ㆍ희곡들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두 출판사에서 작가 겸 언어학자 김세일(김 세르게이 표트로비

치)의 역사장편소설 홍범도가 발행되었다. 이것은 김세일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및 창작 사업의 결실이다. 이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발행

할 것을 기대한다. 유감스럽게도 카자흐스탄에서 모스크바 작가 김세일 

소설의 대척자對蹠者가 나타났다. 같은 제목의 빅토르 김리V. Kim-Li61)

의 홍범도가 그것이다. 이 소설은 역사학자와 문단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62)

61) V. Kim-Li, Khon Bom Do, Istoricheskaya povest, Almaty, 2003, p. 223. 
62) see: Otzyvy Yan Von Sika I Germana N. Kima, opublikovannye letom-oseniyu 

2003g. v gazette ≪Kore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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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취급하는 테마를 문학에 반영하는 것은 특별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분석보다는 문예학의 특수한 방법으로 구체적으

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사료편찬 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역사문제 취급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으며, 수많은 기록 자료들

을 학계에서 이용하는 한편, 그것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고

려인근로자들의 혁명적 적극성, 뛰어난 고려인 지도자들의 조직적 활동

이 지적되었다.

둘째, 소비에트 역사학의 사상적 제한으로 ‘고려인근로자들의 혁명적ㆍ

공산주의적 운동과 원동 소비에트 주권수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연구는 

부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원동에서의 빨치산운동은 조선에서의 항일투

쟁, 독립투쟁과 긴밀히 연계되어 일어났다. 원동 고려인 주민들의 군사

적 적극성은 ‘역사적 조국’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독

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명백하다. 일

부 고려인 빨치산부대들이 원동지역과 만주에서 동시에 활동한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 1980년 하반기부터 10월 혁명, 국내전쟁, 외래무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시기를 비롯하여 소비에트사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선포한 

민주화ㆍ개편ㆍ공개성은 소수민족의 부흥, 자기 뿌리와 역사에 대한 관

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고문서 비밀문건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전

에 금지되어 있던 많은 테마를 이야기하고 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최근 20년간에 소비에트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논저들이 지난 반세

기보다 훨씬 더 많이 출간되었다.

넷째, 원동 고려인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연구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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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요인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학연구중앙원, 그리고 각종 

재단과 협회, 개인들은 카자흐스탄라 연구자들을 자극하였으며, 고문서 

자료 탐구와 출판, 서적 발행, 학술회의 진행을 후원하고, 언어 및 과학 

연수를 위하여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다섯째, 과학기관 외에 고려인협회ㆍ문화중앙ㆍ독립투사유공자협회

가 이런 테마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회 단

체들은 소수민족의 역사 연구에서 일정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

사학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을 보급

하는 데 열성적으로 일조하였다.

여섯째, 우리 역사학자들과 외국 역사학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것

은 러시아ㆍ한국ㆍ중국ㆍ일본의 고문서와 간행물, 기타 논저들에는 여

러 언어로 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혁명운동과 항일 독립투쟁, 탁월한 

민족영웅들에 대한 적지 않은 논저들이 외국에서 발행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그것을 분석할 사료편찬 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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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 교육

Ⅰ. 머리말

러시아 극동 지역 고려인들을 러시아화化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 정교회와 그 선교사들의 활발하고도 헌신적

인 활동이었다. 1856년, 정교회는 아무르 지방의 타민족을 상대로 하는 

설교를 허가했다. 고려인들에 대한 기독교 설교와 선교 활동은 인노켄티

이Innokentii 주교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1970년대 초반에 유즈노

우수리스크Yuzhno-Ussuryisk 지방 성직자들에게 고려인의 종교적 교화에 

힘쓸 것을 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수행자들의 부족과 함께,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이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교회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

야 했기 때문에 고려인들에 대한 정교회의 설교와 관련 활동의 진척 속

도는 느렸다.1)

1) Missionerskaya deyatelnost mezhdu koreicami v Kamchatskoi eparhii v 1872. // Missioner, 
No. 6, 1874, pp.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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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접어들어 고려인의 종교 시설 확충을 위해 니쥐냐야 얀치

하Nizhnyaya Yanchikha에 새로운 정교회 예배당이 건설되었고, 1872년에는 

포시에트 지구의 고려인들을 위해 코르사코프 마을에 성 인노켄치야 이

르쿠츠크 예배당이 건설되었다. 이듬해 코로우노브카Krounovka에 성모수

호 성당이 건립되었고, 이 무렵 티진하Tizinkha 마을에 두 번째 교회가 생

겼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독립적인 고려인 교구들이 생기기 시작

했고, 고려인은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했다.2)

고려인들에게 최초의 정교 설교를 시작한 것은 수도사제 발레리안Valerian

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사제장 인노켄티이 베레샤긴Innoketii Vereshagin

과 사제 이오안 곰쟈코프Ioann Gomzyakov, 이오시프 니콜스키Iosif Nikolskii, 

일리야 플랴스킨Il’ya Plyaskin, 알렉산드르 노보크세노프Aleksandr Novokshenov, 

그리고 바실리 피얀코프Vasilii Piyankov였다.3)

바실리 피얀코프 사제는 니콜스크에 살았으나, 선교활동을 위해 유즈

노우수리스크 전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티진하에 첫 번째 예배당을 

세웠고, 뒤이어 얀치하, 크라베Krabbe, 얀타우자Yantauza 등지에 예배당을 

세웠다. 그는 티진하에 최초의 고려인 학교를 세운 장본인이다. 피얀코

프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 세멘 최S. Tsoi, 이반 전Ivan Tsen, 일리야 김Il’a 

Kim, 표트르 최Petr Tsoi 등을 선택하여 자신이 그 후견을 맡았다. 고려인

들에 대한 선교 활동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 또한 피얀코

프였다. 그는 1871년 한 해에만 697명에게 세례를 행했는데, 그 가운데 

175명은 단 4일 만에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인에 의한 고려인 아동입양도 적지 않았다. 바긴V. Vagin에 

2) Pravoslavnyi blagovestnik. M., Vol. 2, No. 20, 1906, p. 164.
3) Missionerskaya deyatelnost mezhdu koreicami, pereselivshimisya na Amur. // Missioner, 

No. 26, 1874, pp. 239~242.



130   나는 고려사람이다

의하면, 생존 수단을 찾지 못한 초기 고려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자녀들

을 흔쾌히 러시아인에게 내주었다.” 그리하여 봄이 올 무렵에는 고려인 

아동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 무렵 이들 아동 대부분이 지방 

성직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세례를 받았다. 1871년 한 해 동안 363명의 

남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거주하던 고려인

들 가운데 살림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가는 가정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의 이주를 희망하는 가정은 자기 자녀들을 돌려줄 것을 완강하게 요구했

다. 이러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혈육일 뿐 아니

라 생업 활동의 조력자가 되는 미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방의 성직자는 이에 반대했다. 정교회 신도인 아이들을 이교도 부모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서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중앙

으로부터 정교회 신도가 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는데, 이 서한 교류에 반년이 걸렸다.4)

1877년 잡지 미씨오네르(Missioner)에는 한 고려인 아이에 관한 이

야기가 실렸다. 군인에게 입양되어 러시아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

며,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갖게 된 이 아이를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1872년 이 아이는 모스크바

에 도착, 모스크바 대주교 인노켄치이의 허락에 의해 세례를 받고 ‘러시

아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5) 유즈노우수리스크 지방을 여

행한 크레토프스키V. Kretovskii에 의하면, 1882년에 이미 러시아인 가정

에 정확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정교회 신앙을 완벽히 받아들인 고려인 

아동들이 있었다.6)

4) Vagin V. Koreicy na Amure // Sbornik istoricheskih svedeniy o Sibiri I sopredelnyh ei 
stranah. Vol. 1, SPb., 1875, p. 19.

5) Sudba koreiskogo malchika // Missioner, No. 17, 1877, pp. 136~138.
6) Krestovskii V. V. Posiet, Suifun i Olga. Ocherki Yuzhno-Ussuriyskogo kraya //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 교육   131

1909년 초 달니이 보스토크(Dal’nyi Vostok)지에 실렸던 부나코프I. 

Bunakov의 기사를 개작했다는 메르쿨로프S. M. Merkulov의 소책자에는 “가

족들과 함께 이주한 고려인들은 러시아 학교에 대한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고려인 마을이 있었던 포크로프읍(Pokrovskaya volost)에서

는 162개의 농가 전체에서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중등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있는 학교

로 보내졌다. 최근 들어 두 명이 김나지움을 마치고 러시아 대학에서 계

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떠났다(이에 대한 자료는 1907~1908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이주한 아이들 대부

분이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고려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열정과 노

력이다.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기가 무섭게 고려인들은 러시아식 생활 방

식을 익히고자 하고, 유럽인들을 닮고자 노력한다. 아무르 연안 지방의 다

른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진

정한 호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7)고 적고 있다.

고려인들은 자녀들이 정교회 신앙과 러시아식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

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때문에 항상 자녀들의 세례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구 소속 학교가 문을 열자마자 고려인 부모들은 

그 학교로 자녀들을 보냈다. 이주 초기 러시아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고

려인들의 열망은 매우 컸고, 그들이 직접 교회와 학교를 짓고 세례를 받으

러 오기도 했다.8)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심

이 러시아식 믿음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사

Russkiy vestnik, fevral, 1882, p. 766.
7) Merkulov S. M., Voprosy kolonizacii Priamurskogo kraya. SPb., 1911, pp. 41~42.
8) Veniamin, Episkop Kamchatskiy, Otchet o sostoyanii i deyatelnosti missii Kamchatskoy 

eparhii za 1872 god. Trudy pravoslavnyh missiy Vostochnoi Sibiri, Vol. 1, Irkutsk, 
1873, pp. 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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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과 정교도를 구별하지 못했고, 정교를 받

아들이는 것이 곧 다른 여러 특권들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겼다.

세기가 바뀌면서 러시아 정교회는 고려인들에 대한 선교 활동의 방향

을 바꾸었다. 이제 선교의 과제는 세례를 받는 고려인 수의 형식적인 증

가가 아니라, 교육을 바탕으로 그들의 종교성과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학교는 교회로 가는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정교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학교가 놓이게 되었다. 1900년, 고려인 이주민들 대

부분이 거주하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와 블라고베친스크Blagovetschinsk 

관교 내에는 26개의 교회 부설학교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교회는 부설

학교에서 고려어를 배제하고 완전히 러시아어로만 교육을 하기로 결정

했다.9)

정교회 관구는 고려인 학교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고려인 아

동들을 교회 부설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교회 부속학교의 교

육과정은 신학 교리를 비롯하여 교회 슬라브어 및 러시아어ㆍ수학ㆍ정

교 성가ㆍ역사ㆍ지리 등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10)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은 코르사코프나 얀치하 같은 인구가 많은 몇몇 지역에서만 제

대로 행해졌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와 역사ㆍ지리 과

목이 생략되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아침 예배였고, 기숙

학교에서는 저녁 예배도 포함되었다. 교육 기간은 다양했으며, 많은 것

들이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 무렵에는 두 가지 유형의 학교가 존재했다. 하나는 교회 부설학교

  9) Missionerskoe delo v Koree i v Ussuriyskom krae, chastnoe pismo iz Seula // 
Cerkovnye vedomosti. SPb., No. 6, 1912, pp. 203~206.

10) Otchet Kamchatskogo eparhialnogo uchilishnogo soveta o sostoyanii cerkovno-prihodskih 
shkol I shkol gramoty v Kamchatskoy eparhii za 1893~1894 uchebnyi god // 
Kamchatskie eparhialnye vedomosti, No. 10, 1895,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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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다른 하나는 글을 읽고 쓰는 기초교육 학교였다. 교회 부설학교의 

교육 기간은 일반적으로 3~4년이었다. 1899년까지 교회 부설 미션 스쿨

의 교육 기간은 3년으로, 일반 교회 부설학교들보다 1년이 더 길었다. 후

에는 비非러시아계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1년 추가하

여 4년의 교육 기간이 공식적으로 권장되었다.11)

일반적으로 교회 부설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부모들조차 자식 교육에 대해 흔쾌히 지불하고자 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볼 때, 고려인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외

적이었다. 아마도 학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고려인들의 의식 속에 깊

게 자리 잡은 교육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고려인 공동체에 일관된 하나의 특성이

었다.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숙학교의 경비는 고려인 공동체와 

학부모들이 분담했다. 새 교사를 건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 경비를 고려인 공동체가 부담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학교에 관한 한 고려인들에게 제대로 선전만 이루어지면 교회

의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 사업

에 대한 교회 부담금이 적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육 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은 캄차카 관구의 1년 예산 절반에 달하는 양이었다. 예를 

들어 1901년 교구 총 지출은 7,178루블인데, 이 가운데 1,275루블(18%)

이 교사들의 급료, 1,064루블(15%)이 학교 수리비, 390루블(5%)이 기숙

학교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천 루블(14%)이 니즈니 아디미

Nizhnii Adimi에 교회 부설학교를 세우는 데 쓰였다. 나머지 예산은 선교사

11) Belov M. V., Prosvetitelskaya deyatelnost russkoi pravoslavnoy cerkvi sredi koreiskih 
immigrantov v dorevolucionnoy Rossii // Aktualnye problem rossiyskogo 
vostokovedeniya. M., 1994, p. 82.



134   나는 고려사람이다

들의 활동비ㆍ의료 사업ㆍ선교사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 선교에 29개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

한 금액들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러시아 교사들의 1년 급료

는 1898년 대략 250루블에서 600루블이고 평균은 400루블 가량이었는

데 반해, 고려인 교사들의 연간 평균 급료는 200루블 정도였다. 이 학교

의 약 50% 가량이 고려인 교사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교사진의 급여에만 

연간 평균 9천 루블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

출되는 교육비의 80~90%를 지역 공동체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 시설이 거의 전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외부로부

터의 자금 유입에 좌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교회로서는 매

우 이로운 일이었다.12)

정교회의 이러한 교화 정책은 고려인 세례자 수는 물론, 그들의 교회

의식 참여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1903년까지 각지의 고려

인 세례자 수는 60%에서 90%로 성장했고, 세례를 받은 고려인 남성의 

예배 참석률은 40%에서 85%로 급증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긍정적 발전

은 러ㆍ일 전쟁으로 인해 멈췄는데, 이는 외부의 재정 지원이 끊겼기 때

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인들의 눈에 러시아가 강대국의 지

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상황

이 호전되긴 하였으나, 여러 지표들은 더 이상 전쟁 이전 시기만큼의 성

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처럼 러시아 정교회는 극동 지역 고려인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 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려인들에게 최초로 러시아어를 

가르친 선교사ㆍ성직자의 기본적인 과제가 고려인의 기독교화와 정부

에 대한 충성을 교육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12)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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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초의 고려인 학교들

20세기 초, 나세킨N. Nasekin은 고려인 마을들을 여행하며 교육 환경들

을 둘러본 뒤 비교적 자세한 글을 남겼다. 고려인 마을들에는 10개의 학

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6개가 크라스노에 셀로Krasnoe selo, 자레치예

Zarech’e, 추리하Churikha, 얀치하, 티진하, 아디미Adimi 등 포시에트 지역에 

있었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수이푼 지역의 마을들에 있었다. 반면, 베르

흐녜우수리스크 지역과 수찬 지역에는 단 하나의 학교도 없었다. 학생

은 277명의 소년이었고, 여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13)

얀치하 마을에는 9세부터 15세 사이의 학생이 25명이었는데, 이들은 

3개의 과정으로 나뉘었다. 첫 과정에서는 9명의 아이들이 3년, 2명이 4

년간 교육을 받았고, 둘째 과정에서는 7명이 3년간 공부했고, 1명이 2년

간 공부했다. 셋째 과정에서는 9명의 학생이 1~2년간 교육을 받았는데, 

학생들은 읽고, 책을 정서하고, 20까지의 숫자들로 덧셈을 했는데, 이들

의 러시아어는 아직 미숙했다. 둘째 과정의 학생들은 읽고, 받아쓰기를 

했고, 산수에서는 100까지의 숫자들을 가지고 덧셈ㆍ뺄셈ㆍ곱셈을 계산

했다. 이들은 교리 공부를 했으며 기도문들을 암송할 수 있었으나, 그 의

미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첫째 과정의 학생들은 볼프Vol’f의 러시아어
교재를 읽고, 자신들이 읽은 텍스트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산수에

서는 간단한 숫자들을 가지고 사칙연산 모두를 계산할 수 있었고, 교리

에서는 기도문들과 신약을 알고 있었다. 크라스노예 셀로에서 온 4명과 

티진하에서 온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얀치하 지역베르흐냐야 얀

치하와 니쥐냐야 얀치하 학생들이었다. 학교는 1891년에 설립되었는데, 

13) Nasekin N., Koreicy Priamurskogo kraya // Zhurnal Ministerstva Narodnogo 
prosvesheniya. Chast CCC LII, SPb., 1904, pp.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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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4,750루블과 교구校具를 갖추는데 들어간 3

백 루블은 지역 사회가 지원했다. 신학 교사로는 지방 선교사 미하일이 

임명되었고, 두브롭스키I. A. Dubrovskii가 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연간 6

백 루블의 급료와 집ㆍ전기ㆍ난방을 제공받았고 개인 수위를 고용했는

데, 이를 위해 연간 2백 루블이 소요되었다. 두브롭스키는 리가Riga에 있

는 프리발치카Pribaltiiskaya 사범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다. 예산 가운

데 연간 1백 루블이 교재 구입에 사용되었다. 건물 수리를 제외한 학교 

유지비로는 대략 9백 루블 가량이 소요되었고, 얀치하 마을에서는 학생

들에게 성가를 가르치기 위해 월간 10루블을 들여 시 낭송 신부를 고용

했다. 

티진하에서 학교는 마을과 지역 예산으로 건설되었다. 학교는 1893

년에 지역 수장인 최Tsoi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18세의 교사 세멘 신

Semen Sin은 얀치하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명되어 17루블의 월급과 

난방ㆍ전기가 공급되는 주거지를 받았다. 18명의 학생들은 세 과정으로 

나뉘었는데, 15세 이상의 2년 과정 상급반에서는 3명의 학생이 공부했

다. 그들에게는 교리ㆍ구약ㆍ기도문주기도문ㆍ성모송ㆍ신앙 고백ㆍ

산수 등을 가르쳤다. 9세~15세의 5명의 학생은 1년 반의 둘째 과정에 속

해 있었고, 8세~12세의 10명의 학생들은 1년 기간의 셋째 그룹에서 교

육을 받았다.

아데미Ademi 마을의 학교는 1893년에 세워졌고, 지역 관청의 지원으로 

3,500루블이 소요되었다. 교사 이반 니즈코프스키Ivan Nizkovskii는 옴스

크 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연간 500루블의 급여를 받았다. 학생은 총 38

명으로, 아제미에서 31명, 랴자노보Ryazanovo에서 5명, 페스차나야Peschanaya

와 부쎄Busse에서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에는 3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 그룹에는 8세~13세 11명, 둘째 그룹에는 8세~16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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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그리고 셋째 그룹에는 10세~16세 6명이 각각 교육을 받았다. 

크라스노예 셀로)의 교사 파벨 김Pavel Kim은 얀치하 학교에서 과정을 

마쳤고, 연간 150루블의 봉급을 받았고, 따로 주거지를 지원받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총 19명의 학생이 역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

았다.

자레치예Zarech’e 학교 교사는 니콜라이 유가이Nikolai Yugai로, 블라고

베친스크 신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했고, 연간 360루블의 급여를 받았

다. 이 학교에서는 총 26명의 학생이 네 개 그룹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

다. 코르사코프카 마을의 교사는 선교사 미하일롭스키Mikhailovskii로, 연

간 400루블의 봉급을 받았는데, 그는 여기서인 200루블과 곡물 116뿌드

를 상급학생 데멘치 김Dementii Kim에게 주었다. 이곳에서는 39명의 학생

이 4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받았다. 크로우노프카 마을에서는 코르

사코프 학교를 마친 이반 쿤스Ivan Kuns가 연간 4백 루블과 지역회로부터

의 주거지 지원을 받으며 교사로 일했다. 이 학교에서는 4개 과정 32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았다. 푸칠로프카 마을의 교사는 연간 200루블의 봉급

을 받던 선교사였다. 학교의 상급생들과 송시 낭송 신부들은 연간 1백 루

블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35명의 학생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시넬니코보 마을의 학교는 1888년에 문을 열어, 28명의 학생이 

3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 받았다.14)

1910년 포시에트 지역의 고려인 마을들에는 13,259명이 거주하고 있

었는데, 이 중 9,271명은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자가 6,878명, 여자가 6,381명이었다. 19개

의 고려인 마을에서 19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가 없던 바

라노프카Baranovka, 아브구스토프카Avgustovka, 케드로바야Kedrovaya는 예외

14) K istorii koreiskih shkol // No. 26, Vladivostok,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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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러시아 국적 외국 국적 학

교

수

학생 수

남 여 남 여 남 여

얀치힌스카야 볼로스치

(Yanchikhinskaya volost)

크라스노예 셀로(Krasnoe Selo)   389   412     73     66   1   54    8

나고르노예(Nagornoe)   125   111     56     51   1   22  

자례치예(Zarechie)   365   380   201   150   1   61    1

노바야 제레브냐

(Novaya Derevnya)
  151   156     39     25   1   22  

파타쉬(Fatashi)   351   295   112     87   1   54  

니즈네예 얀치헤

(Nizhnee Yanchikhe)
  526   492   144   126   2 132  

베르흐네예 얀치헤

(Verkhnee Yanchikhe)
  227   273     75     69   1   37  

바라노프카(Baranovka)     91     89     32     34       

크라베(Krabbe)   469   457   102     99   1   47  

노보키예프스코예

(Novokievskoe)
  142   116   418   281   2   81    1

였고, 니쥐냐야 얀치하와 노보키예프스코예Novokievskoe에는 각각 두 개

의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들에서 총 861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남학생은 802명, 여학생은 겨우 53명으로 6.6%에 불과했다.15)

<표 1> 1910년 포시에트 지구 고려인 마을의 인구와 교화

15) Podschitano po: PesockiyV. D ., Koreiskiy vopros v Priam urie // Trudy 
komandirovannoy po Vysochaishemu poveleniyu Amurskoy ekspedicii. Prilozhenie k 
vypusku XI, Khabarovsk, 1913, pp. 166~167.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 교육   139

아디민스카야 볼로스치

(Adiminskaya volost’)

티진하(Tizinkha)   646   621   191   187   1   77  15

수하노프카(Sukhanovka)   106     91     59     48   1   18    4

레쟈노보(Rezyanovo)   206   218     42     22   1   27  

니즈네예 아디미

(Nizhnee Adimi)
  209   200     56     42   1   59  14

베르흐녜예 아디미

(Verkhnee Adimi)
  167   162     77     76   1   21  

브루시예(Brus’e)   182   176   104   104   1   22  

아브구스토프카(Avgustovka)     12       8        

시디미(Sidimi)   279   260   325   278   1   68  10

케드로바야 파지

(Kedrovaya Pad’)
    53     58     76     61    

계 4696 4575 2182 1806 19 802 53

1910년 1월 1일의 상황에 의하면, 베르흐녜예, 스레드녜예Srednee, 니

즈네예로 나뉘는 티진하 지역, 베르흐녜에 차피고우Verkhnee Chapigou와 

니즈네예 차피고우Nizhnee Chapigou, 세케투이Seketui와 카차기Kachagi 마을

의 고려인 인구는 남자 589명, 여자 544명이었다. 고려인 남자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1세 미만의 연령 그룹에서는 글을 아는 이들이 84명, 문맹 238명, 21

세~40세 연령 그룹에서는 글을 아는 이가 48명, 문맹 122명, 40세 이상

의 남자 97명 가운데에는 단 한 명도 글을 아는 이가 없었다. 글을 아는 

이들은 총 132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남성 인구 가운데 23.4%이었다.16)

고려인 마을에서의 학교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16) ibid., pp. 166~16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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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비록 티진하 마을의 새 학교 건립에 읍[邑, volost] 정부가 

자금 지원을 했던 경우도 있었으나, 학교의 유지, 교사의 주거지 지원, 교

육에 필요한 설비와 교재의 구입 등의 비용은 해당 마을 거주자들이 내

는 마을의 공금에서 충당했다. 모든 학교 건물과 학급들, 교사 주거지는 

그 필요에 완전히 부합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도 적합했다. 

모든 학교는 작았으며, 학생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 중에는 

8세부터 16세 사이의 소년들이 특히 많았는데, 이미 결혼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학년 혹은 그룹들은 작았고, 한 그룹 당 2명~10명 남짓한 학생

들이 공부했다.

성직자ㆍ선교사뿐만 아니라 고려인도 교사로 근무했는데, 급여 지급

조건은 다양했다. 고려인 교사들은 러시아인 교사에 비해 절반 정도의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주거지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생계비 지원이 없

었으므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반면에 러시아인 선교사들은 지

역의 공금에서 주거지 뿐 아니라, 난방과 전기료 혜택까지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급생들은 선교사 교사를 도왔는데, 기본적인 일들을 모두 

담당했던 이들이 받았던 급여는 고작해야 교사 봉급의 4분의 일 가량이

거나 혹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든 고려인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바 있어 읽기ㆍ쓰기

(정서)ㆍ러시아어문법ㆍ산수, 고려어나 러시아어로의 번역, 기본적인 예

배문 암송, 구약 및 신약 학습 등등의 교과목들을 부지런히 공부했다. 학

생들은 특히 산수와 기계적 암송(암기)에서 큰 향상을 보였지만, 많은 학

생들이 발음과 정확한 이해 및 번역에 어려움을 느꼈다. 고려인 학교에

서의 학업은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어 5월 중순에 끝났다. 당시 기

록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은 고려 복장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러시아식 

루바쉬카와 장화를 신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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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와 고려인 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중요

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아동을 위한 학교 부족으로 적잖은 학생들이 다른 마을

의 학교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공간

의 부족으로 많은 고려인 아동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때문에 크라

베, 파타쉬, 시디미, 케드로바야 파지, 몬구가이 등에 학교를 세워야 했다.

둘째, 새 학교의 설립 필요성과 함께 교사 육성,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

인 교사 육성이 필수적이었다. 우선 블라고베친스크 신학교가 국비로 고

려인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6명의 고려인 학생 가운데 단 한 사람

도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모두들 지방의 교사보다 더 조건이 

좋은 직업이나 관직을 선호했다. 고려인 젊은이를 다시금 국비로 교육시

키기 위해서는 졸업 후 몇 년은 지방 학교에서 근무하는 의무를 부여하

는 것이 바람직했다. 

셋째, 고려인 가운데 일부, 특히 러시아인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

에 있던 고려인은 자녀를 러시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으나 그것은 불

가능한 일이었다. 수찬 지방에서 고려인은 블라디미로알렉산드로프 

마을의 학교로 자녀를 데려 왔는데, 교사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으나 그들을 수용할 여유가 없었다. 

넷째, 교육 과정의 상태, 출석률, 학생의 성적 등을 감독하고 교육 과목

들을 다양하게 해야 했다.

다섯째, 고려인 학교들은 교재와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

다. 러시아에는 고려인을 위한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인이 제

작한 교과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본 정

부는 점차적으로 고려인 학교에서뿐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도 고려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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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었다.17) 

Ⅲ. 블라고슬로벤노예 고려인 마을의 학교들

블라고슬로벤노예 고려인 마을은 사마라 강이 아무르로 흘러 들어가

는 지점에서 3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왼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

은 1871년에 한인 이주민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북쪽지방에서 이주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한반도를 덮친 심각한 기근으로 약 1

백여 가구의 한인들이 월경하여 얀치헤 부근으로 이주했는데, 그 뒤 러

시아 정부에 의해 아무르 강 연안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해 사마라 강변 

현재의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새로이 건설된 정착촌

은 좋은 조건들과 토지의 무료 이용, 모든 국가 부역으로부터의 면제(이

들이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된 1894년까지), 토지 생산성과 이주 한인 고유

의 농업 기술 등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났

다. 1872년에 남자 246명, 여자 185명이었던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의 

한인 이주민들은 1903년에는 그 수가 이미 남자 685명, 여자 640명에 달

했고, 1909년에는 남자 950명, 여자 8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36년 

사이에 마을 인구가 네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들 이주 한인 남자들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7세 미만 456명, 17세~55세 미만 

415명, 55세 이상 79명. 여성의 연령별 구조에 대한 자료는 없다. 950명

의 남자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358명으로 대략 3

분의 1 정도였고, 러시아 정교회 신자는 1,816명이다.18)

17) Nedachin S., Koreicy-kolonisty, K voprosu o sblizhenii koreicev s Rossiey // Vostochnyi 
sbornik, izdanie obshestva russkih orientalistov 1913, p. 189,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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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의 교육 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

다. 마을의 학교로는 성직자가 직접 관리하던 교회 부설학교와 고려인 

여학생들을 가르치던 문교부 부설학교, 그리고 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특

별히 설립된 고려학교가 있었다. 학교는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의 몇몇 

거주민의 요청으로 건립되었다.

1. 교회 부설학교

교회 부설학교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만든 석조 기반의 목재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학교 건립에는 대략 4,000루블이 들었는데, 블

라고슬로벤노예 마을 농민사회의 지원을 토대로 지었다. 블라고베친스

크 관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500루블이 나왔다. 마을

은 교재와 수업 물품들을 갖추는 데 매년 50루블을 지출했다. 1909년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고려인 소년은 109명으로, 이들은 2개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교사는 무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지역 성직

자, 관구 교육위원회에서 매해 600루블의 봉급을 주고 고용한 바실리 우

코로프Vasilii Ukorov가 있었다. 또한 펠라게야 톤키흐Pelageya Tonkikh가 연

간 400루블의 급여를 받으며 교사 업무를 도왔다. 블라고슬로벤노예 마

을을 방문했던 관리들은 학교 수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학생들은 신학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교사에 대한 애정이 넘

쳤다. 이러한 성공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입학 당시 단 하나의 러시

아어 단어도 모르던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눈에 띄게 확연했기 때문이다.

18) Kirillov A., Koreicy sela Blagoslovennogo, Istoriko-etnograficheskiy ocherk // Priamurskie 
vedomosti, No. 58~59,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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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교부 부설학교

고려인 여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1907년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에 문

교부 부설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지원으로 지었는

데, 건립비는 1,890루블이었다. 학교는 문교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었

고, 농민 사회는 교사의 주거지와 난방과 관련된 지출을 분담했다. 교사

는 농민 사회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던 예카테리나 바실리예브나 솔

로도바Ekaterina Vasil’evna Solodova였다. 1909년, 이 학교에서 40명의 고려인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교

육 과정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3. 고려인 학교

1908년 10월,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에 최초의 고려인 학교가 문을 

열었다. 농민 안드레이 최Andrei Tsoi를 대표로 한 몇몇 고려인의 요청으로 

제3지역장이 허가하여 설립되었다. 학교는 고려인 젊은이들에게 고려어

와 한자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다. 학교 설립은 훗날 이 학교의 교

사가 된 이광열이 한국에서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로 이주한 시기와 일

치했다. 이광열은 평양 출신으로, 그곳에서 중등학교를 마친 인물이었

다. 그는 교육받은 지식인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고, 무상으로 학교 수업

을 맡았다. 교실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학교 유지비를 분담하

는 이들의 농가를 두 달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며 수업을 진행했다.

1909년, 학생은 12세 미만의 아동 8명뿐이었다. 그들은 고려어와 한자

를 읽고 쓰는 법, 그리고 기초적인 산수와 아시아 지리를 공부했다.19)

19) Kirillov A., Koreicy sela Blagoslovennogo, Istoriko-etnograficheskiy ocherk // Priamurs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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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인 민족 단체들과 교육 활동

고려인 학교를 설립하고, 지식을 보급하며, 고려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전통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활동 등은 고려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승계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삼아 애국주의에 

고취된 계몽 활동 지도자들이 양성되었고, 이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들을 이끌어 나갔다.

대표적 인물로는 최자형(러시아 이름은 Tsoi Petr Semenovich)을 들 수 

있다. 그는 러시아 가정에서 성장하며 좋은 교육을 받았다. 러시아어와 

고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던 그는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다가 블라

디보스토크크라스노예 셀로 간선도로 건설 관리국에서 통역으로 일했

다. 그는 새로 건설된 얀치헤 읍 초대 읍장으로 임명되었다.20)

최자형은 비교적 부유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고려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족주의적 문화 계몽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는 극동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고려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발전을 끌어냈다. 이춘해, 

최 니콜라이 루키치Tsoi Nikolai Lukich, 김 니콜라이 이바노비치Kim Nikolai 

Ivanovich, 김 표드르 니콜라예비치Kim Petr Nikolaevich 등 동시대 유명한 계

몽가들이 최자형에게 협력했다. 그러나 활동의 주도자 집단이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려인 마을의 학교를 유지하는 비용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가 자본을 얻기 위해 그들은 회

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회사는 군 회계국과 러시아 육해군을 

vedomosti, No. 58~59, 1895.
20) see: Tsoy V. P., Prosvetitel i organizator nacionalno-osvoboditelnogo antiyaponskogo 

dvizheniya koreicev v konce XIX-nachale XX vekov-Tsoy Zya Hen(Tsoy P. S.) // 
Aktualnye problem rossiyskogo vostokovedeniya. M., 1994, pp.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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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건축 자재ㆍ군복ㆍ식료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성

공적이었고, 그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학교들을 설립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시베리아나 크림 반도, 카프카즈 등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보

낼 수 있었다.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20세기 초 노보키예프스크

Novokievsk에 최초의 6년제 학교가 문을 열었고, 이 학교 졸업생들은 러시

아 주요 도시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1916년에는 고려인 공동체의 지원에 힘입어 최자형의 주장에 따라 포

시에트 지역의 슬로뱐카Slovyanka 마을에 노보키예프스크의 학교와 비슷

한 두 번째 학교가 문을 열었고, 1918년에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고

려인 사범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곳의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고,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 고려어 실력이 필수로 가르쳤다. 이 학교 초대 학

장은 이 미하일 아파나세프Li Mikhail Afanasev였다.21)

19세기 말,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계획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었다. 1905년 한국에서의 을사보호조약 강제 체결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자주권 상실을 의미했고,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고려인 이주민들을 대상으

로 문화 계몽활동을 벌이던 고려인 사회단체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

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만주ㆍ연해주 지역의 고

려인들은 의병활동에 대한 물질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

아 영토 내 최초의 의병은 포시에트 지구에서 조직되었고, 최자형이 의

병을 이끌었다. 후에 의병들은 러시아 연해주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22) 

21) 상게서, pp. 61~62.
22) Kim Syn Hva, Ocherki po istorii sovetskoh koreicev, Alma-Ata, 1965,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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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조직 이외에도 러시아 극동 지역 고려인들 사이에 ‘한국민회’, ‘동

일회’, ‘독립회’ 등등의 다양한 불법적ㆍ반半합법적 단체들이 결성되었

다. 그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던 단체로는 ‘국민회’와 ‘권업회’를 

들 수 있다.23)

‘권업회’는 다른 합법적 고려인 단체들과는 달리, 제정 정부의 승인과 

지방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우수리스크 철도 관리국 헌병대장 세르바코

프Shcherbakov G.는 연해주 군 사령부에 ‘권업회’의 결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이 단체(국민회)에 관한 통신 

보고문에 의하면 최근 이 단체의 고려인 지도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

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이 단체의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는 러시아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고려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허가를 요청한 합법적 단체를 러시아 정부가 허

가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고려인들을 일본인이나 미국인들의 영

향에서 벗어나 영원히 러시아에 헌신적인 공민으로 만들 수 있다.”24)

1911년 12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권업회’ 창립 회의가 개최되

었고, 여기서 단체의 회칙이 만들어지고,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회칙에 

따라 ‘권업회’는 민중들에게 노동에 대한 애착과 존중을 일깨우고, “경제 

존중, 계몽, 그리고 대大러시아 제국 국민으로서의 개념과 애국심 고취”

에 힘써야 했다.25)

‘권업회’는 농업ㆍ공업ㆍ상업 시설을 설립하고, 학교ㆍ도서관을 세울 

수 있었고, 독서회와 다양한 모임들을 개최하고, 고려어로 된 신문과 잡

지를 발간할 수 있었다. ‘권업회’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만을 회

23) CGA RDV, f. 1, op. 2, d. 60, ll. 212.
24) CGA RDV, f. 87, op. 1, d. 1026, l. 1.
25) CGA RDV, f. 1, op. 2, d. 60, 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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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이 특별히 추가되었다. 제정 정부의 명

령에 의해 회칙에는 단체의 소모임들은 오직 연해주 지역 내에서만 허락

되고,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제한 조건들이 추가되었다.26)

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해주에서는 11개의 권업회 산하 

소조직들이 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그 회원 수는 1914년에 8,579명에 달

했다.27) ‘권업회’는 폭넓은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 계몽적 활동을 벌였

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고려인을 위한 도서관이 신설되었고, 매주 일

요일마다 고려인을 위한 강의와 토론회가 계몽활동가들의 참석 하에 열

렸다. 1912년 초 권업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고려인 마

을에서 3년제 학교가 문을 열었다.28)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의 새로운 군 사령관 스타쉐프스키Stashevskii가 

부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단체와 산하 소

조직들의 활동을 금지했던 1914년 8월까지, 고려인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의 비합법적인 활동은 

1917년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Ⅳ. 러시아 연해주 발전의 중심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는 고려인 이주 초기부터 교육과 계몽, 자유사상과 급

26) CGA RDV, f. 1, op. 2, d. 60, ll. 35.
27) Anosov S. A., Koreicy v Ussuriyskom krae. Khabarovsk-Vladivostok, 1928, p. 150.
28) see: Tyagay G. D., Pak V. P. Nacionalnaya ideya i prosvetitelstvo v Koree v nachale 

ХХ veka. M., 1996, pp.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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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도시는 ‘해삼’을 뜻하는 햐사미Khyasami로

도 불리는데, 이는 인근 만灣에 해삼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해삼들의 만’을 의미하는 한 쉐이 베이Khan shei vei

라고 불린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역사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 역사와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우수리스크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합병되

기 이전부터 러시아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1876년 시로 승격되어 1888

년에 연해주에 포함되면서 주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1889년부터 블라디

보스토크는 새로이 지정된 블라디보스토크캄차카 관교가 위치하는 곳

이 되었다.29) 

고려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초기부터 그곳에 정착했다.30) 마트베

에프N. Matveev는 1886년 도시 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영구 거주자들과 임시 거주자들의 수는 13,000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해군 시설의 장교와 관리가 158명, 하급 관리들이 1,980명, 그들의 가족

이 585명이었고, 육군 관련 시설의 장교와 관리 49명, 하급 관리 1,528명

과 그들의 가족 428명이 있었다. 관청에 소속된 러시아인 남성은 2,800

명, 여성은 1,000명이었고, 외국인은 백인이 1,000명 정도, 중국인ㆍ고려

인ㆍ일본인 등의 황색인이 5,500명에 이르렀다. 1890년대 초반 블라디

보스토크의 고려인은 2,816명이었고(이 가운데 여성이 86명, 아동이 50

명이었다), 도시에 거주하던 고려인은 29가구였다. 1년에 다양한 조세 

수입이 9,000루블 가량 걷혔다. 고려인 도시 거주민들의 단체가 결성되

었다. 단체의 회합은 대부분 경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협

회는 일정한 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정 정부의 지원을 받던 문

29) Kholodov N., Ussuriyskiy kray. SPb. 1908, pp. 62~63.
30) Koreicy vo Vladivostoke // Nov, No. 23, 1888, pp.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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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계몽운동 수행 문제와 같은 현안들이 이에 속했다. 단체는 회합을 통

해 종종 고려인들 사이에 발생한 논쟁들을 해결했고, 회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심의, 문책하기도 했다.”31)

1893년, 중국인과 고려인 일부가 그들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고려

인 정착촌(한국어로는 ‘신한촌’이라 했는데, 이는 ‘새로운 고려인 마을’을 

의미한다)으로 이주되었다. 퇴거는 5월 20일에 끝났지만,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려인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도시에 남았다.32)

신한촌은 모든 고려인 진보사상가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주한 러시아 

총영사였던 소모프A. Somov에 의하면,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직전에 고

려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는 그들의 반半독립적인 최후의 보루”로 여겼다.33) 러시아 외무성의 

전권위원 그라베V. Grave는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정착촌 거주민들의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한 뒤 이렇게 지적했다. “고려인 

정착촌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반대하는 자들, 정치적 망명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모여드는 중심지이다. 여

기에는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은 러시아 공민인 고려인들이 거

주하는 동시에, 도시와 항구의 수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고려인 막노동자

들 또한 거주하고 있다.”34) 

고려인 망명자들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역할은 

계속 증대했다. 1914년 국가 두마에 검토하도록 제출된 러시아 정교회 

31) Matveev M. P., Kratkiy istoricheskiy ocherk g. Vladivostoka, 1860~1910, Vladivostok, 
1910, pp. 150~151.

32) ibid., p. 150.
33) Pak V. D., Koreicy Rossiyskoi imperii, M., 1993, p. 159.
34) Grave V. Kitaicy, koreicy i yaponcy Priamuriya // Trudy Priamurskoy ekspedicii. Ed. 

XI, Khabarovsk, 1911,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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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이러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인근 지역

에는 1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려인 정착촌이 생겨났

다. 이 정착촌 거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온 고려인들, 일본 

정부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한국에서 도피한 망명객들, 독립을 상실한 

조국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모욕감 때문에 이주한 고려인들이다. 고려인 

정착촌으로 이주한 고려인들 가운데 한국에서의 일본 통치에 대한 극도

의 적개심으로 일본인에게 대항하는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 블라디보스

토크의 고려인 정착촌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의 한국인들을 위한 사상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고려인들은 이곳에 와서 

고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알리고 있다.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며 갖가지 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고려인들은 이곳을 

통해 고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의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있다.”35)

도시의 고려인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했다. 이

러한 첫 시도는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몇몇 고려인의 주

장으로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러시아 학교가 구 고려인 정착촌에서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파크로프스카Pokrovskaya 교회 부설학교로 병합되었고, 

1907년에 도시로 옮겨졌다. 고려인 사회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 이러한 

시도는 반복되었다. 고려인 지식인들에 의해 정착촌에 고려인을 위한 무

료 사설학교가 문을 열었으나, 이는 정부의 인준 없이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1908년 말 폐교되었다. 뒤이어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극

동과 남동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초교육 시설로서 2년

제 문교부 부설학교 설립 바람이 확산되었다. 결국 연해주 지역의 민족 

35) see: Chernysheva V., Iz istorii revolucionnogo dvizheniya na Dalnem Vostoke v 
1905~1907, Khabarovsk, 1959,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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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감독관의 허가에 의해 이 학교가 1909년 10월 13일부터 문을 

열게 되었고, 첫 해 입학생은 남녀 81명(남학생 62명, 여학생 19명)이었

다. 학교는 당시의 전권위원 최M. L. Tsoi의 집에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폐

교된 학교와 건물을 맞바꿀 것을 요청했다. 교사진은 960루블의 연봉을 

받는 학교장과 각각 480루블을 받는 두 명의 고려인 선생들이었다. 학교

장의 자리는 러시아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고려인들에게 돌아갔다. 

학교와 교사진 유지를 위한 비용은 대부분 자발적 기부, 연해주 정부가 

모집을 허용한 자발적 헌금으로 충당되었다. 학교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던 김학만이 전권위원이 된 뒤로 학교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 

1911년 3월 무렵에는 그 기능이 중단되었다.36)

이후, 교육체계의 발전과 다양한 교육기관의 수적 증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 지역 교육과 문화의 새로운 중심

지, 소비에트 고려인의 중요한 민족문화 구심점들이 생기고 집중되는 장

소로 변모하였다.

36) CGA RDV, f. 87, op. 1, d. 1028, l.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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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방 고려인 강제이주

Ⅰ. 머리말 

1997년은 극동 지역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

주를 당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강제이주를 당한 사실로만 보면 비

극적인 기념의 해이기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인 집단이주와 정

착을 축하하는 기념의 의미도 있는 해이다. 

그 동안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이주 초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착하

였다.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객관

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기에 맞는 

중앙아시아 한인 사회의 비전을 그려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중

앙아시아 한인의 현재의 문제는 이주 이전의 연해주 생활과 구소련의 유

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역사적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역사

의 기능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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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한인의 이주 배경

과 이유를 제정러시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조망을 통해서 밝히

고자 한다. 또한 고문서 자료와 노인들의 면담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물

음에 답하고자 한다. 1937년의 강제이주는 한인을 일본 스파이로 보는 

단순한 스탈린의 편집적ㆍ우발적 결정인가? 아니면 제정러시아시대부

터 준비되어온 한인 불신의 소산인가?

구소련의 공식적 기록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가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다만 이러한 공식적 기록의 이데올로기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몇 남지 않은 최초 이주 세대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질적 연구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37년 이전 극동의 한인사회 상

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세대가 거의 없어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개인의 생활세계는 사적 세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타

자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현상학적 해석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

하고자 했다. 당연히 개인 기록의 분석, 문서 내용의 이면 분석, 일상생활

의 관찰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Ⅱ. 제정 러시아시대의 고려인 강제이주 

한인의 공식적인 러시아 영토 이주는 1858년 러시아가 중국과 ‘아이

훈 조약’을 맺어 아무르 지방을 차지하고, 1861년 ‘북경조약’을 통해 연해

주로 진출한 이후가 된다. 

최초 이주설은 여러 가지이지만, 1863년에 13가구가 남우수리스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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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출현한 것이 공식적 기록이다. 1863년 9월 21일 노브고로드 국경수

비대장은 총독에게 티진하에 한인 이주민들이 건너와 농사를 짓고 있다

고 보고하고, 그들에게 빵ㆍ모밀의 판매와 국비로 제분소 건축을 허락해

주고, 보조금 지급과 함께 200루블의 빚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것

이다.

한인 이주민들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865년 티진하에 이미 60가

구가 정착했고, 1866년에 100가구에 이르렀다. 한인 이주자가 늘어감에 

따라 러시아 행정당국은 한인 이주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1865년 겔메르센은 한인의 존재는 매우 유익한 존재라고 하였다. 그들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포시에트의 탄광이나 군대를 위한 밀 경작이 가능하

리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인 수는 더욱 증가하여 1867~1869년에는 티진하, 얀치하, 시디미 

등지에서 3개 마을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숫자는 1,800여 명에 이르렀

다. 한인들은 처음에 소규모 집단으로 도착했으나, 점차 대량으로 국경

을 넘었다. 먼저 정착한 한인 이주민들은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였다. 

1870년경에 러시아 국경지역에서 한인 이주민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한인들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한인 이주민

들을 한ㆍ러 국경에서 멀리 그리고 러시아인 촌락에 흩어 놓음으로써 한

인 이민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자 했다. 1870년 연

해주 지사인 해군대위 푸루겔림은 한인 이주자들에게 귀국을 설득했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그 대신 얀치하와 티진하에 살고 

있던 한인들에게 연해주 내륙 지방인 수이푼, 레푸, 다우비헤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익

을 갖다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 한인들은 연해주 내륙 지방인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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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ㆍ수판ㆍ레푸 강가ㆍ수찬 계곡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한인 이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분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한인 이주민을 잠정적 대립자로 보는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물론 당시에는 한인 이주민은 러시아 국적을 소유하지 못한 법적 

상태이고, 따라서 그곳이 어디든 러시아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주는 것만

으로 감사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발은 없었다. 이렇게 해

서 수이푼 강가에 새로운 한인촌이 형성되었고, 전체 330가구, 1,466명

이 거주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푸루겔리모브스카

야(다우비헤 강가) 127명, 카자케비체바(리푸헤) 147명, 코르사코프카(1 

미하일로브카) 280명, 크로우봅스카야(2 미하일로브카) 329명, 푸칠로프

카(류치헤자) 490명, 시넬리니코바 93명. 

또한 푸루겔림은 포시에트로 한인을 보낼 것을 명령했는데, 이 중 20

명은 포시에트 탄광에, 50명은 신키예프스키 마을 건설 작업에, 또 다른 

50명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건설과 남우수리스크 도로 건설 작업에 파

견되었다. 이와 같이 한인 거주지 형성은 자연발생적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르 행정부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한인 집거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동시베리아 포시에트 국경 지

역 시넬리코프에 살고 있는 431명의 한인을 내륙 지방인 아무르주 사마

르카 강가로 이주시켜 축복이라는 뜻의 ‘블라고슬로벤노예’라는 한인 마

을을 인위적으로 형성한 것을 들 수 있다. 1871년 동시베리아 총독 시넬

니크N. P. Sinelnik는 연해주의 한인 5백 가구를 아무르 지방 카자흐 보병

대대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를 위해 아무르 주지사 파다센

코에게 이주민을 위한 가옥ㆍ식량ㆍ종자, 그리고 농업용 가축과 필수 기

구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 비용으로 13,651루블이 소요되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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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1861년 4월 27일 칙령’에 의해 가족당 100데샤치의 토지와 러

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러시아 농민과 같은 감세 특혜를 누렸다. 아

무르 지역의 한인 이주를 위해 나기봅스크와 푸지놉스크 카자흐 마을 사

이의 사마라강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1872년 최초로 대규모 

한인촌인 블라고슬로벤노예가 형성되었다.

1871년 6월 말, 102가족 431명의 한인들이 얀치하와 티진하에서 이주

하였고, 8월 1일 경에 블라고슬로벤노예에 정착하기 위해 사마라에 이주

민이 도착하였다. 전체 496명 중에서 43명은 병으로 니콜스크에 남았고, 

3명은 이주 도중에 사망하였으며, 23명은 만주로 도주하였다. 이렇게 최

초의 한인 촌락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데, 이주의 배경에는 국경 지역

의 한인 이주민을 위험시했던 당국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한편, 코사크에게 필요한 식량과 야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1867년부터 1869년 사이에 우수리 지방을 여행한 N. M. 프르제발스

키는 한인의 특징을 친절성ㆍ예의바름ㆍ근면성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

존의 한인 이주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한인 이주민을 국

경 근처에 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들을 한카 호수와 수이푼 강

가 사이의 지역, 그리고 아무르 중앙지역으로 멀리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인을 그들의 모국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여 

러시아인 사이에서 서서히 러시아 언어와 관습에 물들게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의 이러 견해는 러시아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1880~1890년대 우수리 지역에 러시아인 이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연해주 차르 행정부 내에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갔다. 1882년 남우수리 지역 국경위원인 마튜닌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포시에트 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북쪽 지방으로 이주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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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건의했다. 동년 12월 15일 국경수비대 베뉴코프 대령은 총독

에게 한인 이주 계획을 보냈으며, 여기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국경지방의 한인 이주민을 위험시한 러시아 정부의 

기본 인식을 말해주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월경에 대한 조선 정부

의 불만도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1884년 프리아무르 지역이 동시베리아

에서 분리되고 코르프A. B. Korf가 프리아무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구체

화되었다. 그는 조선의 동의를 얻어 1884년 이전 이주자에게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제한했다.

1885년 하바롭스크에서 소집된 제1회 프리아무르 지역의 총독ㆍ지방

행정관ㆍ기업인 총회에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기존의 이주 한인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이주시

켜 러시아인들 사이로 배치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1886년에 제2차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남우수리 지역 한인 이주민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

는 범위 안에서 아무르, 우수리강 동쪽 지류, 남우수리 구역 올긴

스키로 분산시킨다. 포시에트 지역에는 기후 여건상 러시아인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여섯 군데의 한인 촌락얀치하, 파타쉬, 티

진하, 랴잔노보, 아디미, 시디미만 그대로 둔다.

(2) 이주 한인은 5년간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되며, 그들을 위한 

학교와 교회를 지어준다. 그러나 한인에 대한 통제는 러시아 관

리가 맡는다. 한인에게는 상투가 금지되며, 아이들은 러시아 농

민의 복장을 입히도록 한다.

(3)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금지되며, 3천 명 이내의 한인 계절노동자

에게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4) 한인에게는 금광 고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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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하바롭스크 회의의 결정은 한 마디로 한인의 러시아 이주를 

불허하고, 기존의 이주민은 러시아 농민이 이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

륙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1886년 11월 차르에 의해

서 승인되었다.

1875년 바긴V. Vagin은 ｢아무르의 한인들｣이라는 기사에서 러시아 차

르정부의 대對한인 이주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이주 한인에게는 부적절한 호밀이 교부되었으며, 제대로 식량이 주

어지지 않았다. 

1893년 신임 총독 S. M 두홉스키S. M. Dukhovskiy는 한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비록 황색인종이라 해도 황무지 연해주 변방

에 정주시켜 그곳을 식민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에 그들을 러시아화하

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정주민에게는 땅과 함께 시민권을 주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한인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그 지

역의 식민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표적 한인 불신자인 운테르베르게르Unterberger는 1908년 3월 8일 “한

인들의 충성심을 믿을 수 없으며, 중국과 일본의 전쟁시 한인들이 적국

의 간첩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무성에 보냄으로써 1937

년 강제이주의 시원적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황인종의 

세계적 침략에 대한 요새와 대항으로서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서의 러시

아의 해상적ㆍ군사적 힘에 대한 지지로서 토착 러시아 주민이 필요하다. 

한인들은 러시아인과는 전혀 이질적 민족으로 러시아에 동화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한인들이 국적을 얻는다 해도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상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유리한 쪽에 붙어 서리

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기술했다. 한인 강제이주 음모의 기본적 입장

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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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운테르베르게르 총독에 의해 소집된 하바롭스크 행정관ㆍ기

업가ㆍ지주회의에서 중국인과 한인에게 토지를 제한하고, 국가 혹은 개

인기업에서 황색인종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

경지역의 한인을 프리모르스키Primorsky 북쪽과 아무르 지역으로 이주시

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한인들을 극동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입

안하여 이를 법률화하였다. 이리하여 1909년 국가평의회 국가두마에서 

‘프리아무르 총독 관구 및 이르쿠츠크 총독 관구의 외外바이칼에서의 외

국 국적인에게 몇 가지의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다음해에 황

제에 의해 승인되었다.

1910년 4월 내각에 의해 러시아 한인의 통행허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결정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승인되지는 않았다. 1910년 8월 각료회의는 

러시아에서 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을 공포하였다. 1910년 운테르

베르게르는 외무성 전권위원 V. V. 그라베V. V. Grave와 대화에서 “한인들

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면,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쓰시마로 러시아인을 인

도할 것이다. 러시아 땅을 황색인들이 훔치게 놓아둔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서슴없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

과 러시아 쇼비니즘은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시대 국가 관료들의 일반

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태도는 몇몇 행정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인을 러시아 변방에

서 멀리 떨어진 비非러시아 영토인 중앙아시아로 추방시킨 강제이주의 

근원적 이유가 되었다.

연해주 일대를 탐험한 아무르 탐험대는 한인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

께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였다. 그들은 한인의 러시아 이주로 말미암아 

비非러시아 국적의 한인들이 늘어났고, 이는 국가 재산의 손실, 러시아 

농업 발전의 손실, 일본과의 정치적 충돌의 가능성 등이 있다고 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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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프리아무르스키 총독 곤다티는 한인이 변방지역에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그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일본과 항상 정치적ㆍ경제적 이해 충

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한인은 일

본의 패배를 바랄 것이므로 한인은 러시아에 충직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인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차르 행정부의 한인에 대한 태도에는 변방의 농사와 

건축ㆍ산업 발전을 위해 한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공리

적 주장과 한인을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

재했다. 그러나 공리적인 태도도 큰 범위에서는 러시아 민족주의적 입장

이기 때문에 한인은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조건하에서만 극동 지역에서 

생존을 담보받았다고 할 수 있다.

Ⅲ. 러시아 혁명 이후의 한인 강제이주

1.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연해주 한인

러시아 혁명 이후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극동지방은 내전 상

황이었고, 1922년까지 일본이 시베리아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

문에 러시아의 한인 이민정책은 본격적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적군은 당면한 백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인들의 

협력을 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물

론 이러한 약속은 한인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선언적 차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군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드

러났다.



162   나는 고려사람이다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당시 한인들은 이를 사회적ㆍ민족적 권

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다. 혁명은 한인들에게 있어 사회

의 민주화와 민족 자치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다.

첫째, 러시아 한인들은 당시 매우 빈곤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

한다는 10월 혁명의 구호는 그들의 지지를 받았다. 소수의 귀화 한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인은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으로서 토지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한인에 있어 민족 문제

는 자치권 획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인과 동등하게 살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했다. 한인 이주민의 비참한 경제 상태,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없는 상태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혁명 운동에 동참하게 했다.

둘째, 혁명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조선이 해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족적 억압과 외국의 지배를 반대한다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정책은 러

시아 한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었고, 이 때문에 민족주의자인 러시아 한

인은 혁명을 지지하였다. 특히 일본의 조선 합병 이후 볼셰비키 혁명 세

력의 반제국주의 강령에 의거, 조선의 해방을 위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인은 소비에트정권의 유격대가 되어 백군 및 일본

과 직접 전투를 벌였고,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제주의자로 변하였다.

한인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일정 부분 성공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해 반일 운동이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

시킬 것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의 분규를 피

하기 위해 극동지방의 한인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한인 독립군들은 소비에트정권과 공동전선을 맺고 적군에 가담, 백군 

및 일본과의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한인 무장독립 지도자들

은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대륙에서 내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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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무렵 극동의 한인은 더 이상 혁명의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되고, 혁명 투

쟁은 조선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극동의 한인은 소수민족으

로서 민족문제의 일환으로 취급되었다.

2. 러시아 혁명 후 극동 한인 정책

러시아 혁명기에 극동지역에서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

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러시아 한인들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이민과 민족 정책ㆍ토지정책

에 관련된 약속을 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했으나, 1922년 일

본군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하자 곧바로 본심을 

드러냈다. 

1922년 말 러시아 공산당은 극동지방에서 한인들을 타지방으로 이주

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토지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인의 

극동지방 거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고, 특히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제

정 러시아 시대의 관리들이 가졌던 불안 의식을 공산당 지도부들도 가졌

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1922년의 한인 이주계획은 한인들의 강력한 반발

과 이주계획 실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되지

는 않았다. 대신에 마련된 것이 한인들의 소비에트화였다. 그렇다고 해

서 러시아 공산당이 한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

니었다. 러시아 공산당은 한인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대다수 관리들은 러시아 국적을 갖지 않은 한인을 러

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당이 극동의 한인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1926년의 일

이다. 이번에는 토지문제가 관건이었다. 즉 토지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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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내륙 깊숙이 이주시키고, 국경지대는 러시아인과 유럽 지역의 이민

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일관해온 이민정책으

로, 토지문제를 계기로 구체화된 것뿐이다. 1926년 12월 26일 전연방 소

비에트집행위원회 간부회는 한인들의 토지 정착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결정을 하였다. ① 한인들을 더 이상 우수리에서 하바롭스크 이남의 구

역에 정착시키지 않는다. ②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토지를 확

보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하바롭스크 구역과 블라고베첸스크Blagovetschensk 

a구역으로 이주시킨다. ③ 한인들이 경작하는 토지 정리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한인 이주로 자유로워진 땅은 중앙 러시아의 이민자들로 채운다. 

이러한 결정은 1927년 1월 28일 러시아연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주 대상인 한

인들에게는 러시아인 혼합 콜호즈를 편성하는 것과 한인에게 토지를 임

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주 대상지는 하바롭스크 구역의 쿠르다리아, 

비자노비르 구역, 그리고 아무르 지역의 비르스코비잔Birsko-Bidzhan 구

역이었다.

이 지역 외에도 우랄 지역의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음은 

비밀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26년 2월 18일 극동 혁명위원회와 

모스크바 극동 경제소비에트는 하바롭스크 노동인민위원회에 극동의 한

인을 우랄 지방으로 징집하는 것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극동지

역의 이주 한인 전체에게 토지를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밀집된 한인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극동 혁명위원회의 한인문

제 전담위원 김길용의 요청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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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한인 농가 비귀화 한인 농가 전체

블라디보스토크 현  7,704 2,449 10,153

니콜스크우수리 현  2,858 6,222  9,080

스파스크 현   710  889  1,599

하바롭스크   352  367   719

 계 11,624 9,927 21,551

남연해주 지역에서 하바롭스크 구역의 쿠르다리아와 신딘스키Sindinskiy 

지역으로의 이주계획을 하바롭스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고문서

를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자. 1925년 12월 1일 당시 남연해주 한인 농가 

현황은 위의 표와 같다.

이 중 1923년, 1924년, 1925년 연해주 총독부 토지국에 의해 토지가 

분배된 블라디보스토크, 니콜스크우수리, 스파스, 하바롭스크의 토지 

보유별 농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귀화 한인 농가 비귀화 한인 농가 전체

토지 보유 5,815  523  6,338

토지 미보유 5,809 9,404 15,213

토지를 분배받은 농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전체: 3,273 농가) 

    포시에트 볼로스치 1,720 농가 

    바라바쉬예브 1,425 농가 

    쉬크토브      21 농가 

    블라디미르알렉산드르    107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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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스키우수리스크 현(전체: 2,384 농가) 

    이바노브 볼로스치    139 농가 

    수이푼 볼로스치    940 농가 

    파크로프 볼로스치    409 농가 

    한카이 볼로스치    849 농가 

    미하일로브 볼로스치      36 농가 

    그로제코브 볼로스치      11 농가 

스파스크 현(전체: 431 농가) 

    우트킨스크 볼로스치    231 농가 

    치하노브 볼로스치      56 농가 

    야코블레브 볼로스치    144 농가 

하바롭스크 현(전체: 250 농가)                      

    레닌 볼로스치      81 농가 

    니크라소브 볼로스치      96 농가 

    킨 볼로스치      73 농가 

전체 토지 소유 농가: 6,338 농가 

블라디보스토크 현의 포시에트, 바라바쉐브, 키예브, 올긴, 체츄힌 볼

로스치와 니콜스키우수리 현의 한카이, 그로제코브 볼로스치에 사는 

토지를 갖지 못한 6,440 한인 농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그 

볼로스치 소유의 비경작 토지나 국영 토지ㆍ봉토를 배분받을 수가 있었

기 때문에 이주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현의 슈코

토브, 블라디미르알렉산드르, 수찬 볼로스치의 4,174 농가와 니콜스

키우수리 현의 파크로브, 수이푼, 미하일로브, 이반노브, 체르니고르 

볼로스치의 4,599 농가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토지를 배

분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남연해주에 8,773 비토지 소유 한인 농가는 빈 

토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 극동지방 고려인 강제이주   167

극동지역 한인을 남연해주 거주지에서 멀리 이주해야 할 일차적 필요

성은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많은 한

인은 러시아 농민의 땅을 소작하거나, 1~2년 전에 토지를 받았다 해도 

러시아 농민에 의해서 쫓겨나 매우 비참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

은 그들에게 허락된 토지를 경작할 수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 새

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비용도 정착을 위한 필수적 설비 비용이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집단 이주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극동 지역 이주국은 1927~1928년의 한인 이주를 위한 소요 경

비를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지출 항목 비용(루블)

 1. 정착비용:

   1인: 1.24586루블×1,000명

 2. 이전비용:

   1) 1인: 4.70819루블×1,000명

   2) 임시 구호소 및 거주소 건설

 3. 이주촌 건설 비용

   1) 설비 및 도구 비용

   2) 세부 조사

   3) 측량 및 구획 정리 

   4) 수력공학 작업

   5) 경지정리 및 개간

   6) 도로 작업

 4. 의료 설비 및 원조

 5. 문화ㆍ교육 시설

 6. 하바롭스크 공산당 강화 

 7. 법률적 원조

 

 1,245.86

 

  4,708.19

 31,103.45 

 

 61,355.50

 18,743.47

156,056.16

 81,540.00

 71,525.00

187,435.00

  4,000.00

  6,800.00

  6,482.37

   69,005.00  

  계 700,000.00



168   나는 고려사람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이주지역의 자연적 조건, 특히 기후에 관한 

것이다. 한인은 역사적으로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아적 작물 

재배를 위한 긴 여름과 따뜻한 기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극동지역 한인의 이주계획

은 실패할 것으로 보았고, 한인들의 이주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적 요건을 고려하여 한인 이주로 선택된 지역은 하바롭스

크 현의 쿠르다리아 구역이었다.

쿠르다르아 구역은 하바롭스크에서 멀지 않은 북동쪽에 위치하며 남

쪽으로 아무르강과 툰구즈쿠강, 서쪽으로는 쿠르강과 인접하고 있다. 당

시 쿠르다르아 구역은 전체 약 883.000ha(810,000데샤치)의 면적에 9개

의 러시아 이주민 촌락, 1개의 원주민 촌락, 2개의 골드족(흑룡강 연안 

몽고족의 일종) 촌락에 전체 1,035명이 살고 있었다. 이 구역에 29개의 

이주지역 및 7개의 예비지역이 배정되었다. 이 지역의 땅은 전체 205,564ha

(188,590데샤치)이었는데, 이 중 75% 가량인 153,609ha(140,926데샤치)

는 경작 가능한 땅이었고, 25% 가량인 51,953ha(47,663데샤치)는 경작 

불가능한 땅이었다.

29개 이주지역에 전체 868명(남자 462명, 여자 406명)이 이주하였는

데, 남자에게만 10데샤치의 땅이 주어졌다. 이주지역에 115,954데샤치

와 예비지역에 경작 가능한 20,352데샤치의 땅, 전체 136,306데샤치의 

땅이 한인 이주를 위해 확보되었다. 이 중 각각 103,897데샤치와 12,822

데샤치, 총 116,719데샤치가 한인들에게 실제 할당되었다. 

농토에서 작업의 향상을 위하여 이주지역에서는 농가당 15데샤치, 예

비지역에서는 20데샤치의 토지를 할당하였다. 당시 이 지역의 이주 농가 

수용력은 각각 6,926 농가, 641 농가로 총 7,567 농가였다. 그 외에 1,333 

농가를 수용할 수 있는 20,000데샤치의 땅을 포함하면 가능한 최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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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8,900 농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 810,000데샤치의 토지 중 주

변의 경작 불가능한 땅을 개간하여 40%까지 끌어올린다면 810,000데

샤치×40%, 즉 324,000데샤치의 땅이 이용 가능한데, 이 중 기존 토박

이 주민과 골드족, 기존 이주민을 위한 10,000데샤치의 땅을 제외하면 

314,000데샤치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해 1농가 

당 20데샤치의 땅을 분배하더라도 15,700 농가를 이주시킬 수 있게 된다

고 보았다.

쿠르다르아 구역의 작물 생장 기간인 5∼7월 월평균 기온은, 1923년 

출간된 파르탄크M. M. Partanck의 연해주 기후 조건에 의하면, 오히려 

니콜스크우수리스크보다 좋은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작물 생장 기간 평균 기온 (단위: 섭씨 온도) 

5월 6월 7월

쿠르다르긴 구역 11.0 16.8 20.7

니콜스크우수리스크 10.6 15.7 20.2

또한 연간 강수량도 전자가 644.9mm, 후자가 514.1mm로 더 많고, 일

조량도 많아 만주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쿠르다르긴 구역의 토지 기복은 대부분이 늪지와 침몰

된 저지로 관개가 매우 용이했다. 주변의 아무르 강, 툰가즈키 강, 우름, 

쿠르강의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식물과 어류가 풍부하였

다. 쿠르다르긴 구역에는 223개의 농장이 있었는데, 그 중 88.8%인 

198개의 농장은 주로 어업ㆍ사냥ㆍ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87개의 신

농장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외에 47개의 양봉농장이 있었다. 

이주 계획서에는 쿠르다르긴 구역의 자연 조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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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해주 지역보다 농사짓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음을 홍보하고자 

했다. 이주 계획은 1926년부터 19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음과 같다.

1) 1년차: 1926년

(1) 1925년 12월 25일까지 비토지 소유자로 조사된 블라디보스토크 

관구 수찬 볼로스치 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하바롭스크 쿠르다

르긴 개척 지역으로의 이주를 위한 청원 운동을 1926년 5월 1일부

터 시작. 예를 들어 이주 지역 등록 및 선택을 위한 5 농가당 2명의 

대표자 선발. 

(2) 남동 지역의 개척지 보충 조사 및 이주 이전에 형성된 지역의 전체 

인구 재등록. 

(3) 토지개량 지역 조사. 

2) 2년차: 1927년

(1) 시간과 재원이 하락하는 한 목재의 준비와 톱질 및 농민 대표자에 

의해 선택된 지역에 반半난방식 임시 숙사 건축. 

(2) 1천 가구 이하의 수찬 볼로스치 한인 농가 이주. 수찬, 슈코토브 볼

로스치 지역에서 2천 명 한인 대표자에 의한 이주지 조사 및 등록. 

(3) 새로운 한인 이주 지역 측량 및 형성. 

(4) 쿠르다르긴 지역 구도로 수리 및 신도로 건설위한 보충 시설 탐사. 

3) 3년차: 1928년

(1) 블라디미르알렉산드르, 수이푼, 파크로브 볼로스치와 주변 지역

의 3천 한인 농가의 대표자에 의해 구이주촌 및 신이주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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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착 이주민을 위한 한인촌에 목재 및 임시 숙사 건설. 

(3) 미래의 지역 행정 중심지에 내화성의 이주민 사무소 건축. 

(4) 건축 목재를 갖지 못한 신이주지에 내화성 건축을 염두에 두고 목

재 및 배달 준비. 

(5) 신도로 건설 및 토지 개량사업 시행. 

(6) 수찬, 슈코토브 볼로스치와 주변 지역에서 2천 한인 농가 이주. 

(7) 토지 개량사업 시행. 

4) 4년차: 1929년

(1) 한인 이주지에 목재와 배달, 내화성 건축 준비의 계속. 

(2) 블라디미르알렉산드르, 수이푼, 파크로브 볼로스치와 주변 지역 

한인 농가 3천 가구 이주. 미하일로브, 이반노브, 체르니고브 볼로

스치와 주변 지역 한인 대표자에 의한 이주지 조사 및 등록. 

(3) 신도로 건설 및 토지 개량 작업 시행.

5) 5년차 : 1930년

(1) 미하일로브, 이반노브, 체르니고브 볼로스치와 주변 지역 2,773 한

인 농가 이주. 

(2) 토지 개량사업 및 신도로 건설 작업의 완료. 

(3) 생산 조합 및 코뮌 결성과 의료ㆍ보건ㆍ수의ㆍ문화ㆍ계몽 시설 설치. 

(4) 토지 이용자의 합목적적 토지 이용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생산 구

조를 위해 작은 부락의 토지 이용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 한

인의 토지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경우 40~60 농가 단위로 15데샤

치의 규모로는 600~900데샤찐의 토지를, 20데샤치의 규모로는 

800~1,200데샤찐의 토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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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자를 위한 장소는 인민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배치

되어야 한다. 

(6) 새로운 한인 이주지역은 관개에 필요한 지상의 수원지가 포함되어

야 한다. 

(7) 한인 이주와 준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위의 계획에 의하면, 남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총 8,773 비토지 소유 

한인 농가를 단계적으로 1927년 1천 농가, 1928년 2천 농가, 1929년 3천 

농가, 1930년 2,773 농가씩 하여 하바롭스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있

었다. 이외에도 1929~1930년부터 1932~1933년까지 하바롭스크, 아무

르, 제이스크의 북쪽 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었다.

소련 정부는 한인들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추방하려는 계획에 적극

적이었지만, 새로 이주할 구역에  한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에는 소홀하였다. 한인들은 이러한 계획에 찬성할 수 없었다. 1927년 한

인들은 7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인 열성자 대회’에서 반

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전체 이주자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권희영 교수의 연

구에 의하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의 전체 한인 15만 가운데 토지를 갖

지 못한 한인 약 10만 명을 5개년 계획에 의해 이주시키고자 하였으나 실

패하고, 1929년에 1,229명, 1930년에 1,625명을 각각 이주시켰다. 이 중 

1,455명은 하바롭스크 구역으로, 170명은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졌다. 계

속해서 1930년에 5천 명, 1931년에 19,297명, 1932년에 33,614명의 한

인이주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1931년 이후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필자가 

입수한 고문서에서도 부분적인 숫자를 알 수 있는 바, 1926년 1월 1일부

터 4월 1일까지 하바롭스크 네크라소브 군의 한인 정착자 명단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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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명이었다. 같은 기간 쿠르다르긴 구역에는 868명이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 11월 30일의 전소련 공산당 극동분국은 1930년 전체 1만 명의 

이주 계획은 1,342명에 그쳤고, 그 중 431명은 강제에 의한 이주였다고 

불만스러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주계획 실패 이유를 분석

하고 있다.

(1) 극동 집행위원회 간부회의 당 지도부 결정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조치, 실현을 위한 통제의 결여.

(2) 극동 이주국의 이주민을 위한 조치의 무능과 무책임성(이주지역 

및 기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음. 토지 미준비, 출발 순서 미정, 도

로ㆍ건축ㆍ공급 미준비 등 정착을 위한 조치 미비). 

(3) 이주지의 구역동맹, 콜호즈동맹, 구역보건국, 구역교육국의 한인 

이주에 대한 관심 및 봉사의 결여로 이주계획 실패를 촉진함. 

(4) 한인 이주의 정치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경제단체들의 한인 징

집으로 이주 저항을 일으킴.

(5) 한인 이주의 방법의 혼란, 소련 중앙지역에서 실제 응용된 방법

의 기계적 적용, 불충분한 특혜와 재정 지원. 

(6) 신속한 이주를 위한 조치의 부족과 지주 계급의 반(反)소련적 책

동에 대한 볼셰비키적 대항의 결여로 슈코토브 구역에서는 이주 

반대의 주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 현에서 대중

적 현상으로 되었음. 

(7) 한인 이주의 강화에 관한 공산당중앙위원회 결정의 미실행은 우

경적 기회주의 현상으로 간주함. 

이상 열거한 한인 이주 계획의 실패 이유를 근거로 극동 분국은 다음

과 같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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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 대상지역 공산당 지역 위원회는 한인 이주의 정치적ㆍ경제

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중에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이주 

계획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당조직과 조직원의 책임감을 홍보한다. 무

엇보다도 먼저 한인과 러시아인 당 핵심요원의 한인 이주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을 교정한다. 특히 구역 교육국과 출판국은 신진스크 구역과 쿠

르다르긴 지역의 삶에 대한 홍보 책자를 한국어로 출판하고, 선봉
신문은 정기적으로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기사ㆍ편지ㆍ담화 등을 

싣는다. 그리고 이주 대상 한인 콜호즈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도 이주해

야 함을 널리 설명한다.

(2) 극동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콜호즈별 기차에 의해서만 이주한다는 구역 이주국의 지침 폐

지. 콜호즈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마을, 농민부락의 한인도 이

주대상이 됨.

  ② 한인 이주민에 의해 빈 지역에 소련 중앙지역의 이주민과 탁월

한 붉은 군대 콜호즈로 신속한 대체 이주. 

  ③ 구역 집행위원회는 마을 단위까지 이주민 분산 계획. 

(3) 개척 펀드는 가정 필수품을 위한 대출금 선도금 증대, 이주 대상

지 군대에 선도금 지불, 남아 있는 가족의 식량배급, 이주시 무료 수송

과 식량 공급 강구.

(4) 쿠르다르긴과 신진스크 구역에 1931년 1만 명 이상의 이주민 

정착을 위한 준비와 작업의 강화. 

(5) 1방에 5~6가구까지 기거해야 하는 주택 사정을 감안, 최소한의 

주택 건설을 위한 자재의 신속한 확보.

(6) 생산계획ㆍ종자공급ㆍ농기계 등 노동을 정상적 노동을 위한 콜

호즈 조직의 배려. 기타 구체적 조치 강구. 

(7) 전체 주요 한인 마을과 콜호즈에 학교 개설 및 의료 시설 확충. 

(8) 식량 배급 조치 강구. 

(9) 산업 및 수공업 발달 조치 강구. 

(10) 전체 주요 한인 거주지에 우편전보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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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역 중심지가 거주 지역에서 190km인 점을 감안, 신진스크 구

역에 구역 집행부 신설. 이주민에게 행정적ㆍ사회문화적 편의 제공. 

(12) 쿠르다르긴 구역이 축산 발전에 유용한 점을 감안, 돼지 사육

과 축산 콜호즈 조직. 

(13) 쿠르다르긴과 신진스크 구역의 이주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인 

이주를 위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지역 탐사를 구역 토지국과 

학술연구소에 위임. 

(14) 빠른 시일 안에 1931년 한인 이주계획 검토 필요. 

(15) 극동 집행위원회 소속하에 한인 이주 협력 구역상임위원회 조

직의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강제이주당한 사람들의 상황

은 극도로 열악하였다. 토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조차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계속해서 한인 강제이주를 강행하고 독려하였다. 

결국 이 계획은 1931년 2월 20일에 가서 중단되었다. 소련 정부는 강

제이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였고, 러시아인들도 경제적 관점에서 한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려 하

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28~1930년의 강제이주는 소규모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는 다음에 이루어질 대규모의 강제이주의 전조를 보여준 것

이다. 이를 통해서 이미 1920년대에는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강제이

주가 1928년에 들어서면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강제이주의 특징은 그 시행자가 소련 중앙 정부가 아니고 러

시아 극동정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강제력의 동원도 한인이 강력히 

저항했으며, 이주 계획에 비해 시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아 아직 충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이주 대상 지역은 주

로 한인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갈등지역으로 콜호즈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러시아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인들을 북방의 변경으로 강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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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킨 것으로 보인다.

3. 1937년 강제 집단이주 전야

1920년대에 들어서서 한인의 집단적 강제이주를 위한 일련의 분위기

가 형성되었다. 이는 소련 정부가 1920년대 중반 국제정치 상황을 소련

에 대한 긴장 국면으로 본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판단을 강화시킨 사

건은 독일 서부 국경의 불가침에 관한 유럽 강대국의 <라인조약>을 가

져온 1925년의 ‘로카른 회의’이다. 소련은 이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독일 동부 국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 따라서 소련 정부는 

당연히 이 조약을 서부 유럽 강대국이 반소련 블록을 만들고자 하는 것

으로 판단했다. 1927년 전全소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와 중앙

통제위원회 합동 전원회의는 당면한 국제정치 상황을 볼 때 ‘반소련ㆍ반

혁명 전쟁’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1934년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제17차 총회에서는 전쟁 도발 가

능성이 있는 국가로 독일과 일본을 규정했다. 그리하여 1933년의 숙청이 

‘부르주아적인 변질로부터 해방’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었다면, 1935

년의 숙청은 ‘추악한 일본과 독일의 앞잡이이며 정보기관 간첩인 트로츠

키부하린류의 이중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이라는 구호아래 진행되었

다. 당연한 귀결로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에게 일본 간첩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을 가상한 소설이 유행하였다. 

1934에서 1936년 사이에 쓴 P. A. 파블렌코P. A. Pavlenko의 소설 원동에

서에 한인의 일본 스파이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언급이다. 한반도 북부는 소련 군대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남부는 일본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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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집단적 정치 탄압은 1934년 S. M. 키로프S. M. Kirov의 살해로부

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한인들에 대한 체포는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었

다. 죄목은 1925~1927년 사이 극동 지역에서의 이러저러한 당파에 소

속되어 한인들 사이의 파당 싸움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빈번한 무

고ㆍ소문ㆍ추측 등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였다. 한인은 극동

에서뿐만 아니라 전 소련 지역에서 체포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체

포되어 카자흐스탄 아랄 지역으로까지 추방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1930년대 중반에 극동의 한인ㆍ폴란드인이 아프가니스탄 근처 지역으

로 강제이주 및 행정적 추방을 당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한인 강제이주는 1937년 봄에 불어 닥친 새로운 숙청과 더

불어 시작되었다. 1937년 숙청은 3월 3일 스탈린이 볼셰비키당 중앙위

원회에서 한 ‘당사업의 부진과 트로츠키 및 다른 양면주의자들을 청산할 

방법에 대하여’라는 보고로부터 시작되었다. 3월 5일 스탈린은 “소련이 

자본주의 적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한 소련 내에는 외국의 스파이ㆍ해

충ㆍ변절주의자ㆍ암살자들이 가득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그 적들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후 극동의 한인에 대한 탄압의 먹구름이 점차 농후해져갔다. 1937

년 3월 3일 매스컴은 러시아에서의 일본 간첩행위에 대한 일본 국방장관

의 완전한 시인을 게재하였다. 3월 16일 프라우다지에는 ｢일본의 간

첩망｣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4월 21일에는 몰로토프의 ｢트로츠키와 다

른 변절주의자ㆍ스파이와의 전쟁｣이라는 기사가, 4월 23일에는 보로딘

의 ｢소비에트 극동에서의 외국 스파이 행위｣가 게재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스파이가 한국ㆍ만주ㆍ북중국 및 소련에 퍼져 있으며, 일본 정보

기관은 이 지역의 민족 구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인ㆍ중국인, 러시아 

백군을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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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간첩 혐의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937년 7월 중

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소련공산당의 강박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 휴ㆍ정전에 합의하고 반일 공

동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중국 국민당은 공산당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점차 소련과 가까워지더니 양국은 소련의 제안에 의하여 

1937년 8월 21일 <소중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반일 전선

의 동맹국이 되었다. 소련은 이 조약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나, 점차 2차

대전에 다가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조약이 체결되던 날, 소련인민위원

회와 볼셰비키중앙위원회는 극동 변경지역에서 한인들을 이주시키는 결

정을 채택하였다. 실로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첩자 

침투 방지’라는 구실 아래 한인 강제이주 명령은 소련이 중국과의 굳건

한 동맹자임을 보여주고, 소련 극동정책을 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결정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한인들의 간첩행위가 있었는가? 물론 일본과 독일의 

간첩활동 대한 의구심은 소련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ㆍ미국 등 다른 나라

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인들도 일본 간첩의 혐의를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이러

한 혐의도 결국 나중에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간첩

활동의 예방 목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제한하고 급격히 바꾸어 놓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탄압 행위 외의 그 무엇이 아니다.

Ⅳ. 1937년 강제이주

구소련 한인들에 있어서 1937년 8월 21일은 역사를 바꾸어놓은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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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소련 지도부가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집단 이주시킬 것을 결정한 날이기 때문

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의장 V. 몰로토프V. Molotov

와 전연방 공산당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이 공동 서명한 ‘극동지방 국

경부근 구역에서 한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한 결의안 No.1428

326cc’을 보면,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한 목적으로 극동지방 국경 부근 구역 한인 거주민을 1938년 1월 1일까

지 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 구역, 발하쉬 구역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시키며,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주대상 한인들은 이주할 때 소유물ㆍ농기구ㆍ동물 등을 소지할 수 

있고, 이주민이 두고 간 동산ㆍ부동산ㆍ파종 종자 등은 가격을 계산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국외로 떠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국외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 여기서 국외는 한국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일본의 압제를 피해 러시아로 이주해온 한인이 다시 일본의 통

치를 받으러 귀국할 리는 만무하고, 또 당시 중국도 거의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차라리 미지의 땅이긴 하지만 소련의 영토에 남는 것을 

택했던 것 같다. 

카자흐ㆍ우즈벸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이주민을 위한 정주 구역과 지

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이주민이 새로운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하

바롭스크주의 경우 이에 따라 각 구역에 내려진 명령에 의하면, 9월 2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이주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한인 이주의 지휘를 위해 3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전소연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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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극동위원회, 구역집행위원회, 내무인민위원국에서 전권을 위임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한 이주민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차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 집합 장소에 이주민을 위한 물품과 식품을 준비

하고 진료소를 갖추도록 하였다. 포스티쉡스키Postyshevskiy 구역 같은 경

우 어린이와 여자를 위해서는 이주민 수송대책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경비행기까지 제안되었으며, 보트ㆍ나룻배ㆍ발동선도 동원되었다. 이

주가 끝난 지역에는 국경수비병을 배치하도록 내무인민위원회에 명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 3인위원회는 한인이 수확하지 못하고 남기고 간 작물

을 제때 수확하도록 명했다.

한인이 남기고 간 동산ㆍ부동산ㆍ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한인 콜호즈 재산은 1937년 1월 1일 가격으로 계산한다. 

② 1937년 1월 1일 이후 획득한 콜호즈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가격

으로 계산한다. 

③ 미수확 작물은 구역집행위원회가 정한 그 작물 평균 수확량과 수

매 가격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④ 가축은 가축조달국에서 접수하여 새 이주지에서 이주민에게 현

물로 보상한다. 

⑤ 콜호즈의 집단화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구역집행위원회가 콜

호즈 운영을 책임지고 새 이주지에 도착한 콜호즈 집행부의 요

구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전달된다. 

⑥ 은행 구좌에 들어있는 콜호즈의 미분배 재산에 대해서는 이주지 

은행의 지점에 송금된다. 

⑦ 콜호즈나 기계ㆍ트랙터 보급소 채무차입금은 현재 콜호즈가 소

유한 금전이나 생산물로 지불된다.

⑧ 콜호즈나 개인의 모든 부동산은 보험 가격으로 계산되고 지불된다. 

⑨ 남겨진 콜호즈나 개인의 재산 가격은 손으로 직접 혹은 신용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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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부된다. 

⑩ 재산의 평가는 3인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에 의해서 행해

진다. 

⑪ 남겨진 재산에 대한 지불 비용을 위해 선불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하바롭스크 포스티쉡스키 3인위원회는 남겨진 

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콜호즈 회의에서 국가보험 가격과 위원

회 가격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극동 내무인민

위원장 류쉬코프Lyushkov의 보고에 의하면, 9월 9일까지 가축 조달청에 

돈이 없어 가축의 접수와 지불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바롭스크주당위원회는 새로운 이주지에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그런

데 포시에트 구역 3인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주택펀드는 남겨진 한

인 가옥ㆍ학교ㆍ교회ㆍ건물ㆍ판자집ㆍ창고 등은 주로 국경수비대에 넘

겼고, 나머지는 기병연대와 보병연대에, 가축은 군인들에게 넘겼다.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한인 강제이주 결정에 서명한 날짜와 같은 날 극

동지방 국경내부 보안대 사령관 여단장 소콜로프Sokolov의 ‘우수리ㆍ연

해주ㆍ하바롭스크주의 국경부근 구역에 거주하는 한인 주민 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1,983가구에 135,3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

자가 1차 강제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시 발생할 수 있는 한인들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 한인 지도급인사 

2천5백여 명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한 후 이주가 진행되었다. 강제

이주 결정이 내려진 지 4일 만에 예조프는 류쉬코프에게 “한인 반혁명 

분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한 작전을 허락한다.”는 각서를 발송하였다. 하

바롭스크 고문서 보관소의 자료에 의하면, 탐보브스크Tambovsk 구역 위

원회 서기 프로쿠다Prokuda는 소콜로프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한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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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파시스트, 일본 특무 정보기관

은 매우 긴밀하게 한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인들 중에는 일본 정보원

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인을 국경지역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곳

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말미에 “모든 한인이 스파

이인 것은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이주 준비는 일반 한인에게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대개 출발하기 

1~2일 전에 이주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한인 중 공산당원ㆍ공산청년동

맹원에게는 미리 통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바롭스크주공산당 위원

회 서기에게 보낸 암호전문(8월 29일자)에 의하면, 새 이주 지역에서의 

대중 활동을 위하여 공산당원과 공산청년동맹원, 모든 지식인은 일반 한

인 대중과 함께 이주해야 함을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주 통보 후 한인들의 여행을 금하였고, 교통이 두절되었으며, 가옥ㆍ

세간ㆍ작물ㆍ가축 등을 매각할 시간이 없었다. 다만 약간의 이주 후원금

을 지급하였다. 하바롭스크 포스티쉡스키 구역 3인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옴스크 농업대학 4학년생 최 알렉산드르의 물질적 방조 요청에 

의하여 그와 그의 아내에게 2백 루블의 출장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최 파블라 노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7가족에 7백 루블을 지급하였다. 신

체장애자이고 고령이며 가족이 없는 문 알렉산드르와 이모에게는 각각 

2백 루블씩, 노동능력이 없는 허가이 희철에게는 1백 루블이 지급되었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체 이주 대상자에게 이주비용이 지급된 것 같지

는 않고, 다만 고령의 연금생활자ㆍ신체장애자,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만 평균 1인당 1백 루블씩의 이주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극동지

역 당위원회는 하바롭스크주 3인위원회에 내려진 명령에서 한인 중 국

가공무원ㆍ기업체 노동자에게 이주비용으로 가족 성원 당 하루 일당 5

루블씩 2주일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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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역 탑승일자 객차수(량) 인원수(명) 가구수(가구)

골렌키 역 9.10(23:00) 57 1,418 328

바즈돌리노예 역 9.10(20:15) 50 1,603 417

한인 이주 차량은 1937년 9월 3일 교통인민위원부가 작성한 극동철

도 수송열차 예정표에 의하면, 총열차수 39[투르키스탄 5, 타시켄트 14, 

투르크십Turksib 20]에 그 중 특실 39량, 객차 2,052량, 구급차량 39량, 취

사차량 39량, 무개화차 77량, 유개화차 222량으로 보고되었는데, 수송열

차 중 39대만이 여객열차이고 나머지는 가축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화

물객차로 제시되었다.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총 수량 13열

차이며, 특실 칸 13량, 식당 칸 13량, 위생 칸 13량, 일반객차 643량, 유개

화차 65량, 무개화차 28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한 열차에 50량의 객차, 1객차에 평균 28명씩 탑승된 것으로 보

인다. 하바롭스크 구역의 9월 29일 출발 이주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50

객차에 1,414명이 탑승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706

명이었다. 각 객차별로는 이주민 중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었다.

선봉 기자와 조선극장 단원, 고려원동사범대학 교수와 학생들, 이

른바 엘리트 계층 1천여 명만 일반객차로 크질오르다Kzyl-Orda 에 이주

하였고, 일반인은 화물차나 가축차량으로 이주하였다. 이송 중 어린이 

60%가량이 병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사망하였다. 연해주 한인 이주에 관

한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12살가량의 어린이가 탑승시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주 행렬은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총 3차

에 걸쳐 출발하였다. 최초의 출발은 9월 10일에 시작되었다. 당시 제1차 

이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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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벨리마노브카 역 9.10(23:15) 42  920 181

예브게네브카 역 9.11(13:00) 67 1,568 351

예브게네브카 역 9.11(22:55) 76 1,737 360

구역 가구 사람 수(명) 목적지 출발 날짜

 포스티쉡스키

284

244

104

1479

1451

 458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10월   3일

10월 15일

10월 16일

 칼리닌스키
278

252

1277

1135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9월 28일

10월  1일

 비킨스키
220

216

1075

1127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9월 30일

 10월 1일

 뱌젬스키

223

297

353

225

 993

1308

1414

 816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9월 26일

 9월 28일

 9월 30일

10월  1일

 스탈린스키

 첸트랄리느이 키롭스키

301

374

331

181

1156

1344

1377

 949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9월 25일

 9월 30일

 9월 26일

 9월 28일

* 출처: 하바롭스크 국립문서보관국, f.p2, op.1, d.1316, l.34.

제3차 연해주 지역 이주계획에 의하면, 10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일 총 48편의 열차가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조

금 더 늦은 9월 25일에 출발해서 1월 22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

한 사실은 이주가 국경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무르주 아르하린스크 구역 한인 이주비용을 보면, 한인 이주를 위한 

일당 14,875루블, 한인 이주를 위한 출장비 1,116루블, 수송 비용 1,700

루블, 건축 비용 550루블, 총계 18,241루블로 되어 있다.

다음은 하바롭스크주 한인 이주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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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우르미스크

 나나이스키

249

410

1316

1659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10월 19일

10월 22일

 계 4533       20344    

이들 이주민을 위해 총 17편의 열차가 출발하였다. 이송되지 않고 남

은 한인은 특별이주 39가구 156명, 불구자 2명, 환자 3명, 고아 9명으로 

총 170명이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되었는데, 그들 가족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주해야 했다. 이주 전 탄압을 받은 지식인 계층의 

가족은 생이별을 해야 했고, 최근 정치적 탄압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

어질 때까지 생사를 모르고 살아야 했다. 

프리모르스키Primorskiy주 3인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명령된 이주 

기간이 지켜지고, 열차 탑승 장소에 의료시설과 의료요원의 배치, 이주

민에게 정상적 음식 제공을 위한 식당 칸 확보, 기타 필수품을 준비하도

록 지시가 내려졌다. 포스티쉡스크 구역의 경우, 의료시설 설치비와 불

의의 사고를 대비해 2천 루블을 열차책임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지시

했다. 4명의 열차의료원에게 한 달 월급으로 총 1,143루블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이동 도중 이주민을 위한 차내 학습 준비도 있었다.

하바롭스크주 3인위원회 보고 중 쿠르우르미스크 구역 포시에트 구

역 위원회 제1서기 센코는 탑승 기간을 지키지 않아 직위 해제를 당했다. 

그리고 포시에트 구역 3인위원회가 휴대품을 개인당 40kg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구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주대상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는 가족은 같은 열차에 탈 수 있도

록 했다. 이주민의 사냥 총기와 탄약은 압수하여 도착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리스크 주 김병화는 “무기를 압수하는 것은 우리를 

불신하는 것이다. 나 혼자라도 무기를 팔겠다.”라고 주장했다.

전소련 공산당 하바롭스크시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3인위원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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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족 중에서 누군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도시의 친척

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갑작스런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친척집에 

가있던 사람은 당시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이주를 해야 했다. 졸지에 생

이별을 당해야 했던 이산가족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타 민족과 혼인한 가족의 경우였다. 김 표트르의 우즈

베키스탄 고려인에 인용한 편지를 보면, 남편은 고려인이고 아내는 러

시아 혼혈인데 3인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여권에 러시아인으로 기재된 

아내는 남을 수도 있고 이주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인 남편이 다른 도시로 출장간 사이 한인 아내 혼자 이주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편은 카자흐스탄으로 아내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이주를 위한 준비를 명령하

고 있다. 또한 출발 장소에서 빵ㆍ버터ㆍ수수ㆍ과자류ㆍ담배ㆍ성냥ㆍ

음료수 등을 팔기 위한 가두 판매대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주민을 

위한 휴식 시설을 설치하고, 강우에 대비해 방수포를 준비하고, 이동시 

차안에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인 공동묘지에 시신이 파헤쳐졌다

는 것이다. 당 시위원회는 18구의 한인 묘지가 파헤쳤다고 보고하고 묘

지 근처에 사는 한인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한인 이주 조치에 반대하는 선동이라고 당 시위원회는 보고 있

다. 그러나 한인의 조상숭배 전통으로 볼 때 머나먼 곳으로 이주해 가게 

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모

셔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 3인위원회 일원인 이바노프Ivanov의 보

고에도 9월 18일 멜리콤비나트 스탈린스키 구역에 있는 한인 묘지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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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소행인 줄 모르나 7개의 묘지가 파헤쳐져 시신을 꺼내 갔다고 되어 

있다. 한인의 풍습상 새로운 지역으로 떠날 때 시신을 함께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부언하고 있다.

이주 당시 이주민의 여권도 압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축은행에

서 예금이나 채권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대표자에게 준다고 3인

위원회가 명령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한인이 이주에 대해 불평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비킨스키Bikinskiy 구역 3인위원회 위원 베유쉬코프의 한인 이

주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탑승시 질서 있고 조용하게 어떠한 불만이나 

소란ㆍ당혹감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주 전 한인 사이에 한

인의 집ㆍ가축의 매각, 가축 도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있었으

나 곧 사리지고 만족스럽게 이주가 진행되었다고 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중에서도 한인 

강제이주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 선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국경수비대장 소콜로프도 한인 이주에 관한 특별 통지에서 한인뿐만 아

니라 러시아인 사이에서도 부정적 경향이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플라토노브카 촌락 농촌소비조합 부드니크는 “한인들한테서 쉽

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사야 한다. 한인들 다음으로 러시아인도 이주당

할 것이다. 한인이 가고 나면 이곳은 군인들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

다. 위의 베유쉬코브프차도 한인 이주가 아무런 불만 없이 순조롭게 진

행되었음을 보고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살루데네프크는 “소련 정부는 한인의 소개疏開가 필요해서 한인을 

이주시키면서 국경을 교란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청원하였다. 

이외에 하바롭스크 비킨스키 구역의 김천석은 “한인들을 집단 이주시키

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는 것이고, 그들을 고의적으로 열차를 철도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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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버리려는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러시아 여인 베라도 한인을 강

제 이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하러 가지 말자고 콜호즈 사람들을 선동

했다가 체포되었다. 탐보르스키 구역에서도 파부지나 N. M.도 “카자흐

스탄으로의 이주는 기아로 인한 죽음의 길이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나는 한인 부녀자와 

러시아 부녀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도록 선동할 것이다.”라고 반대했

다. 용감한 그녀도 체포되었다. 뱌젬스키 구역에서 강 블라디미르는 열

차 탑승시 “강제이주는 소련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주반대 선동하여 체

포되었다. 라좁스키 구역의 카자린은 “강제이주는 스탈린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지주들을 추방하더니 이제는 한인들을 추방하고 있다. 

다음에는 남은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 모을 것이다.”라고 하여 역시 당에

서 축출당하고 체포되었다. 이주에 반대한 사람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와 같은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주는 완료되었다. 

1937년 9월 말, 극동지역을 출발하여 한 달여를 달린 끝에 최초로 이

주 한인을 실은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였다. 최초로 도착한 역 우슈

토베에 일부 한인들을 내려놓은 후, 수송은 다른 목적지인 알마아타, 크

질오르다,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

게 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스탄 한인 사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937년 12월 말경에 이주는 완료되었다. 카자흐스탄에 이주한 한인의 

숫자는 1938년 2월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 20,789가구에 98,454명인 것

으로 되어있다. 원동고려사범대학과 라디오방송국ㆍ선봉ㆍ조선극장

은 크질오르다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지방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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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구 수 사람 수(명)

알마아타  1,616  7,851

남카자흐스탄  8,867 43,181

앜튜빈스크  1,744  7,666

북카자흐스탄  2,299  9,350

카라간다  3,037 14,792

쿠스타나이   720  3,746

서카자흐스탄  1,950  9,017

전체 20,233 95,603

우즈베키스탄에는 16,307가구, 74,500명이 이주하였다. 이 두 나라의 

숫자를 합하면 총 강제이주 숫자는 170,103명이나, 실제로는 이주과정

과 이주 후의 사망자를 포함해 대략 1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강제이주 

후 한인들은 인근 주변 국가 이주하여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소련 정부는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한인 집단이주는 간첩

활동의 예방이라는 안보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

다. 물론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의 침략 정책으로 극동의 사태는 더

욱 첨예화되었고, 이에 대해 소련은 불안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이유 외에도 강제이주 동기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있다.

고송무 교수에 의하면, 소련 당국은 극동의 한인들이 소비에트사회주

의국가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인들을 완전히 믿지 않았

던 것 같다. 한반도와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한인의 밀집은 언젠가 한인 

자치지역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여기에 일본의 ‘아시아는 아시

아 사람에게’라는 등의 구호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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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련은 한인이 극동지역에서 벼농사에 성공하자 이를 더욱 적극

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한 대상지가 광활하고 더운 중앙아

시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당시 중앙아시아에 벼농사 발전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다. 그런데 여기

에서 한인의 자발적 이주는 강 게오르그에 의하면 벼농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농업발전에 한인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가 발전하게 된 것은 극동지역에

서 한인의 자발적 이주와 의도적 이주에 힘입은 것이다. 벼농사에 관한 

기술과 지식ㆍ경험을 얻기 위해서 한인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

앙아시아의 상황은 이곳의 한인들과 극동의 한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의 강제이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벼농사의 필요 때문에 1937년 극동의 한인을 집단 이

주시켰다는 설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한민족 전체

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전체적 필요에 의해 부분의 희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셋째, 다민족 국가인 소련은 소수민족을 분산 지배하려는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한인을 중앙아시아 광활한 지역에 분산 이주시켜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한편, 한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주가 잘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첩보행위에 협조한다는 의심이 사라졌고, 공활한 중앙아시

아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했으니 잘된 것 아닌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6년까지 이주한인에 대해 거주지 이전 제한조치, 군대에 복무할 권리 

박탈은 소련 당국의 의심이 계속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비록 소수의 

간첩이 있었다 한들 18만 명에 이르는 전체 한인을 무리하게 강제 이주

시킨 것은 민족 탄압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에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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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물자의 손실을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한인 강제이주 명령은 인도적인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모순투성이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 비非전쟁 시기에 한민족의 운명을 예방적 목적이라는 구실로 정치

적 인질로 선정한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식민 압제를 피하여 극

동에 이주한 한인 전체를 간첩혐의를 씌운 것은 명백한 죄악이다. 그 결

과 자신의 주거지를 박탈당하고 1953년까지 영토 안에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또한 이러한 허위 누명으로 인

해 제2차 대전 때 군 입대가 거부되고 노무인력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등 

한민족 전체에 씌워진 불명예와 민족적 비하는 민족적 특성에 의한 불평

등한 차별 행위이다.

(2) 극동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한인이 대상이었는데, 실제는 이 지역 

전체 한인이 이주되었다.

(3) 이주 지역으로 위에 열거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도 이주되었다. 

(4) 이주 기간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준비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생존의 박탈이다.

(5) 가뜩이나 비좁은 차량에 연료ㆍ의료ㆍ식량 외에 다른 소지물품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6) 두고 간 재산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정주지에서 식량ㆍ농업용구 등

으로 제공되기는 했지만 실제가에 맞는 보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원하는 경우 타국에 망명 허락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만주와 한반도로 진입 순간 이적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았다.

(8) 카자흐스탄 인민위원회는 1938년 3월에야 이주민에게 정주구역을 

정해주었으며, 경제활동 재개에 필요한 도움은 물자의 결핍으로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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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의 희생자였던 중앙아시아의 인민들은 수

천 가구의 한인 이주민들의 생활보장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강제이주 후 고도의 한민족 탄압 술책으로서 4백여 개의 한인학

교 폐교,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고려사범대 및 전문대학 폐교, 한인 도서

관 및 문화단체 폐지, 몇몇 민족 신문 및 잡지의 폐지 등 한민족의 언어ㆍ

문화ㆍ전통 말살정책은 경제적 손실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한민족의 생존

권 박탈과 함께 한민족의 미래를 탄압하는 행위이다.

Ⅴ. 맺는 말 

러시아 극동지방 한인의 운명은 기구하였다. 19세기 말에는 가난 때문

에,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압제를 피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야 했다. 

그때 그들은 남의 나라 땅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묵묵히 제정 러시아의 

지시에 응해야 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한인은 민족차별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국제

주의사회와 반일 투쟁의 일환으로 혁명의 선두에 섰다. 그래서 극동 소

비에트정권 수립에 참여한 소련 시민의 일원으로서 삶의 기반을 극동지

역에 펴고자 했다. 그런데 1920년대 연해주 지역에서 하바롭스크 내륙지

방으로 이주당하는 불신을 맛보았다. 결국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분위기가 국제사회를 엄습하게 되자 소비에트 당국

은 여지없이 한인에게 철퇴를 가해, 1937년 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 이처럼 때로는 이용당하면서 때로는 배척당하면서 지금까

지 끈질기게 살아왔다.

1993년 4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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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한인에게는 또 다른 이주의 유혹이 생겼다. 최초의 근거지인 

부모님의 고향 연해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

로 돌아갈 것인가? 둘 다 여의치가 않다. 언제 그들에게 이용도 배척도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의 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우린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를 눈을 돌려야 할 시간이다. 한인과 러시아

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다시는 이용하지도 당하지도, 배척하

지도 당하지도 말도록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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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착 유래

Ⅰ. 서언 

해외동포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 구조의 유래(원인)는 의심할 여지없이 현실적인 학문적 의의를 지

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석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상생활과 

대화에서는 ‘한인(koreyskie) 콜호즈’, ‘우슈토베한인들의 수도’, ‘쿠일

륙한인시장’(타시켄트) 등과 같은 표현들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

다. 이것은 여러 거주 지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살았던 한인들에게 일

련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분야는 경제적ㆍ민속학적ㆍ

역사적ㆍ건축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 있고, 둘 혹은 그 이상의 학문

들을 결합하여 통섭연구도 할 수 있다. 한국인 동포들은 카자흐스탄에

서 약 70년 동안 살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에서 직접 이곳으로 온 것이 아

니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70년 동안 지낸 후에 강제로 이주되었다. 그

러므로 이곳의 한인들의 주택과 마을에는 한국 전통가옥과 마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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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주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ㆍ건축학

적ㆍ민족학적 분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 지역의 설계, 기

능 선정, 다양한 건축재료 사용, 주택과 기타 건물들의 설비의 구조 결정 

시에 일어난 임의의 새로운 변화들이 언제, 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였다. 1) 카자

흐스탄 고려인들의 가옥과 마을들의 건축물들에는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는가. 2) 무엇이 과거로 사라졌는가. 3) 새로운 환경적ㆍ

사회적ㆍ경제적인 조건들과 외국 민족문화 속에서 무엇이 형성되었는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살았던 시골과 도시 주택들, 마당에 있는 농장

용 건축물들이나 전체 마을에 대해 살펴본 전문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없

다. 다만, 단면적인 임의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1960년대의 농업경제 문헌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의 작가들은 농경부 직원들이며, 작업성과를 기술하

는 과정이나 높은 생산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과제를 알

고 있는 선진 콜호즈의 관리자ㆍ전문가이다. 이 연구의 참고문헌에는 아

방가르드, 제3 이체르나치오날, 카즈리스(Kazris, 쌀 생산농장)처럼 

카자흐스탄의 한인 콜호즈에 대한 도서들이 제시되어 있다. 선진 콜호

즈의 경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도서자료에는 마을의 사회문화적 생활 

발달에 대한 항목과 장들이 있다. 이 자료에서 콜호즈 거주자의 새로운 가

옥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학교ㆍ유치원ㆍ병원ㆍ클럽의 건축, 생산설비ㆍ

전기ㆍ라디오ㆍ가스 선 설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둘째, 1950년대에 좌릴가시노바Dzharylgasinova와 이오노바Ionova는 카

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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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ㆍ정신적인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따른 일련의 논문들을 편찬하

였다. 이후 1980년대 초에 최 빅토르가 현대 물질적ㆍ정신적 문화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한국 민속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거와 가족관습

을 포함한 소비에트 한인의 민족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1990년대에는 한국 학자들에 의해 한인 동포의 현대생활에서의 

문제에 중점을 둔 단기간 동안의 간략한 카자흐스탄 지역 탐방이 있었

고, 2003년에야 처음으로 이상해 교수 지도하에 알마티와 우슈토베, 기

존 한인 콜호즈들, 또한 알마틴스키Almatinskiy주의 바크바크트 마을, 예

전에 쌀 생산 솝호즈sovkhoz가 있던 곳에서 한인들의 현대 주택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는 특별연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연구팀에 참여

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구조 발생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 연구주제에 대한 문헌자료의 규모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크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차적인 자료로는 각종 문서와 연간 통계자

료, 한인신문 레닌기치(고려일보)를 포함한 기간지의 자료를 들 수 있

다. 이 자료들은 역사적인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다른 연구 분야에

도 아주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건축의 계획과 특징들, 한인 콜호즈의 다

른 건축, 건설 문서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

고,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다. 

위에 기술된 내용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첫 한인 이

주자의 출현, 첫 한인마을농업협동농장 ‘카즈리스(쌀 생산농장)’ 건설

(1928), 강제이주, 1937~1945년대 한인 마을의 분산과 건설, 2차 세계대

전 이후 한인 콜호즈 건설 등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한인 이주현상의 발

생과 발달의 역사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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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인구 수

  아무르주  

1 블라고베첸스크시      74

2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 1,194

3 기타 지역(플리이스키 등)    294

Ⅱ. 극동지방의 한인의 수와 마을(1863~1937)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 속하는 지역을 개척한 역사는 아주 오래

되었으며,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한인 이주 역사의 시작은 1860년대 전

반이라고 알려져 있다. 남南우수리스크 지역으로 한인들이 이주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자료는 몇 명의 한인농민들이 러시아 땅에 이주

하기 위해 허가서를 요청한 1863년 12월 말의 것이다. 연해주 군 주지사

로부터 이주허가서를 받은 후 한인 가정 14가구의 65명이 1864년 1월 러

시아 영토로 옮겨왔으며, 노브고로드스키 초소로부터 15km 되는 곳에 

1865년에 랴자노브카Ryazanovka 마을로 개명된 첫 번째 한인 마을 ‘티진

하’를 개척하였다.

1878년에 남우수리스크 지방의 한카이Hankay, 수이푼Suyfun과 수찬

Suchan 지역에서 시행된 한인 인구조사에 따르면, 20개 마을의 한인 수는 

6,142명, 아무르주 블라고슬로벤노예 마을에 624명으로, 1870년대 말 

연해주와 아무르주의 20개 마을에 6,766명의 한인들이 거주했다.

1897년 러시아 제국 첫 번째 인구조사 자료에는 연해주와 아무르주의 

한인의 수,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및 촌락과 다른 주거지역

에 거주하였다(<표 1> 참고).

<표 1> 러시아의 한인 거주지역과 인구분포(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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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르주 합계 1,562

1 티진하 마을  1,081

2 상 얀치하 마을    556

3 하 얀치하 마을 1,156

4 안드레예브카 마을    199

5 상 시디미 마을    494

6 하 시디미 마을    155

7 만구가이 마을    396

8 니콜라예브카    395

9 타우데미 마을    579

10 바라노브카 마을    152

11 코르사코브카 마을 1,294

12 크로우노브카 마을    688

13 푸칠로브카 마을 1,459

14 시넬니코보 마을 1,305

15 크라베 마을    825

16 카자케비체보 마을    317

17 상 로마노보 마을    217

18 상 아디미 마을    273

19 하 아디미 마을    280

20 파타쉬 마을    733

21 신 제레브냐 마을    319

22 자레치에 마을    883

23 크라스노에 셀로 마을    860

24 나고르노에 마을    185

25 랴자노브카 마을    332

26 페스찬노에 마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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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케드로바야 파지 마을    228

28 오시포브카 마을    236

29 수하노브카 마을    219

30 암바비라 마을    225

31 브루시에 마을    442

32 블라디보스토크시 1,351

33 하바롭스크시    159

34 기타 지역(93 지역) 6,072

  연해주 합계 24,306

  두 주 총합계 25,868

* <표 1>은 시베리아 지역 거주자의 종족 구성, 외국인의 언어와 출생 현황을 보여주는 파

트카노프의 통계자료(1897년 인구조사자료 특별 연구정보를 기초로 한)에 의해 작성되

었다(제3권. 이르쿠츠크현, 자바이칼주, 아무르주, 야쿠트주, 연해주와 사할린주. 상트페

테르부르크, 1912. 아무르주 844~847쪽. 연해주 864~867쪽, 873~887쪽). 

1910년 연해주에서 한인 정착 기본 지역 주소가 정리되었는데, 도시

에 거주하는 한인 10,477명 중 대부분(5,83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살

았으며, 하바롭스크에는 638명,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는 2,284명, 니

콜라예브스크에는 1,541명이 살았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이만, 올긴, 

하바롭스크와 우드군 등지의 농촌 한인들의 수는 40,477명이었으며, 아

무르주의 도시 블라고베쉔스크와 제야에 총 936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였

고, 아무르군, 아무르 카자크군, 제야 고르노팔리체이스키군에는 452

명의 한인들이 살았다. 바이칼 유역의 한인 이민자 수는 378명으로, 이들 

중 53명은 치베에서 살았다. 1910년에 아무르 지역 총독 휘하의 3개 주

에 등록된 한인의 총 수는 약 5만5천 명이었다.

한인들은 내란과 외국의 침략 시기에 극동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주

했다. 1923년 무렵 대부분의 한인들은 연해주 현의 포시에트와 수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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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그리고 니콜스크우수리스크군에 정착하였다. 이곳에 당시 총 한인 

거주자의 80%에 해당하는 9만 명의 한인 농민이 살았다. 나머지 20%의 

한인들은 이 현에 매우 넓게 분산되어 살았다. 1923년 연해주 현에는 총 

475개의 한인 거주지역이 있었으며, 그 중 191개 지역은 각각 10가구가, 

120개 지역은 각각 20가구가, 56개 지역은 각각 50가구가, 그리고 75개 

지역은 각각 99가구가 살고 있었다.

1929년 블라디보스토크 지구 한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살았으며, 도시 거주자는 8.7%였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신한촌(新韓村, Novokoreyskaya slobodka)’이라 불리

는 공동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한인 동포들의 중심지였다. 극동지역 대

도시에는 한인학교가 있었으며, 한글 신문과 잡지를 발행했고, 한인극장

도 세워졌으며, 민족 공동조직들이 형성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한인의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포시에트, 수이푼, 수찬 등 세 곳이었으며, 포시에

트는 민족구성에 따라 분류했을 때 89%가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인’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카이, 쉬코토프, 포크로프 등 세 곳에 사는 

한인은 총 한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극동지역 정권은 150,795명(31,731세대)의 총 한인 인구 중 51,761명

만 이곳에 남기고 9만9천 명은 5년 안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스

파스크Spask 그리고 포포프Popov와 레이넥Rainek으로부터 11,806명의 고

려인을 다음 해에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1929년 가을에 하바롭스크 

지구로 1,408명의 한인들이 이주되었고, 1930년에는 1,342명의 한인들

이 이주되었으며, 그들 중 431명은 강제적으로 이주되었으나, 치밀한 계

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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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포시에트 구역

세대 수
콜호즈명 콜호즈가 위치한 마을명

1 콤무나 5월1일 노보키예프스크 103

2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하 얀치하  80

3 레브보엔소비에트 상 얀치하  38

4 크라스느이 옥차브리 티진하  61

5 크라스느이 마약 판타쉬  75

6 콜렉치비스트 푼크토이  74

7 보리바 노보제레브냐  71

8 우다르닉 나고르노에  68

9 파먀티 레닌나 이바노브카  65

10 노브이 푸티 상 시디미  91

11 칼리닌 포포바고라  49

12 크라스느이 트루줴닉 드보인노에  64

13 노바야 쥐즈니 하 몬구가이  88

14 스탈린 상 아디미  56

15 부젠느이 자나드보르까  82

16 보로쉴로프 오브치니코프  90

17 플루그 팍시꼬코  5s

18 아부구스트 아보  44

19 노브이 오께안 안산  58

20 트락또토 크라스느이 우쵸스 106

21 아방가르드 우수티 시디미 

22 크라스느이 파하리 노보 브루시에 

23 악치비스트 랴자노브카  44

24 볼세비츠키 템프 바라노브카 

<표 2> 연해주 소수민족(한인) 콜호즈 목록(193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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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랴 보스토카 자레치에  44

26 데리바스 학투돈  19

27 포그라니치닉  

  어업 콜호즈    

28 포시에트 No. 1 포시에트 129

29 유쥐느이 릐박 크라스노에 셀로  94

30 보로쉴로프 클레르카  64

31 볼세빅 우스티 시디미 159

32 울치마툼 슬라뱐카  16

33 도스치줴니에 스보보드노에  57

34 푸티 보스토카 노보 부르시에 196

35 페스찬느이 보로지노  48

1930년대 중반에 20만 명에 달하던 한인들은 소비에트화 교육을 받았

고, 그 중 80% 이상이 참여하여 강제적으로 전면적 집단화 정책을 겪었

다. 문맹퇴치와 교육 그리고 민족문화와 예술 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성

과를 거두었다.

극동지역에서 한인들은 한 민족으로 구성된 농촌마을에 살았고, 후에 

민족 콜호즈에 살았다. 러시아의 한인 마을과 가옥은 관리계급ㆍ지리학

자ㆍ여행자 그리고 정교회 선교사의 문헌자료에서 보여주듯이 한인의 

민족적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연해주에 있는 한인 마을과 특

별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

는 아무르주의 블라고슬로벤노에 마을이다. 한인의 집단화와 소비에트

화는 종전의 한인 마을의 건축적인 특징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

다. 1930년대의 사진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가옥과 똑같은 블라디보

스토크 주변에 있는 한인의 집을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블라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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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의 ‘신한촌’과 하바롭스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 니콜라예브스크, 

블라고베쉔스크,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한인 집거지역에 대한 고문서나 그

림 자료를 통해 연구된 신빙성 있는 결과가 아직 없다.

Ⅲ.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출현(1897~1930)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영토에 처음 한인들이 출

현한 것은 1897년 러시아 제국의 첫 번째 총 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인들은 세미레친스크Semirechinsk주에 11명, 시르다

리야Syrdarya주에 2명, 아크몰린스크주에 5명, 그리고 코칸드Kokand, 나만

간Namangan군과 나만간, 피쉬펙Pishpek, 프레줴발스크Prezhevalsk시에 몇 명

이 살았다.

20세기 초 카자흐스탄에는 경찰 감시 하에 시베리아 국경도시로 유배

된 몇 십 명의 한인들도 있었다. 이 시기 한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았는

데, 그들은 거기서 세탁업자ㆍ이발사ㆍ상인ㆍ가내 수공업자ㆍ일급 노

동자ㆍ담배 제조자ㆍ임대업자로 일했으며, 크지 않은 시설물들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이코Boiko는 자신의 논문 ｢서시베리아의 한인 국제주의자들｣에서 내

란 시기에 시베리아에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있었고, 옴스크, 톰스크, 노

보니콜라예브스크Novonikolayevsk,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치타, 

베르흐네우딘스크Verkhneudinsk 그리고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카

자흐스탄) 등지에 있던 한인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자와 공산

주의자가 출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옴스크 적군 장교학교에 있던 제

1시베리아 소비에트 보병과정의 한인부서 교육을 위해 세미팔라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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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젊은 한인들, 황운백ㆍ김득수ㆍ이진순과 니변쉐리 등이 파견되었

다. 1926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베리아 지역에 877명의 한인이 있

었고, 그들 대부분이 도시에 살았다. 그런데 1929년 한인들은 루브조브

스크Rubzovsk 지역에 ‘노바야 코레야’라는 쌀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곳 고령자들은 지금도 전 베셀로야르스크Vesloyarsk 마을 옆에 있는 이곳

을 ‘코레야(한국)’라고 부른다. 1926년 첫 번째 총 연합 인구조사에 의하

면, 현재 카자흐스탄의 아크몰린스크, 세미팔라틴스크 그리고 시르다리

야에 42명의 한인이 살았고, 우즈베키스탄에 36명, 키르기스스탄에 9명

의 한인이 살았다.

연해주의 한인은 쌀 생산 전문가였으며, 해마다 경작지를 증가시켰고, 

중요한 곡물문화를 강화시켰다. 1928년 초부터 카자흐스탄의 세미레첸

스크 현의 알마친스크 구에서는 쌀 생산 발전계획들이 세워졌다. 그런

데 처음부터 쌀 생산 전문가에 대한 문제, 쌀 문화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

한 문제, 쌀 생산조직과 경험 전수를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한인을 초정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1928년 봄 카자흐스탄에는 극동지역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70가구 3백 명 이상의 한인이 이주하였으며, 이들은 한인 

농업노동조합 ‘카자흐스키 리스(카즈 리스)’를 조직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인민위원부는 1929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지

구 토지관리국에 80∼100명의 3∼4개의 쌀 생산조합을 우즈베키스탄으

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제시된 조합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벼 

재배 지역에 세워질 것이고, 그들의 농장 건설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인 지

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증서도 함께 보냈었다. 그러나 박 보리스는 “1930

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부 이주계획의 심각한 축소와 이주정책 시행 시 

소비되는 경비 축소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이후 한인 쌀 생산자들 

수용을 거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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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반 몇 백 명의 젊은 한인들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

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옴스크, 톰스크, 스베르들롭스크

Sverdlovsk, 보로네쥐Voronezh, 사라토프 등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업을 마

친 후 그들은 도시에 살면서 공장에서 일했고, 붉은 군대에서 근무하였으

며, 학교나 기타 교육시설에서 교육에 종사하였다.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의 집단 강제이주가 있기까지 개별적으로 통제를 받던 한인들이 카자흐

스탄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유배되었다.

Ⅳ. 강제이주와 카자흐스탄 고려인마을 건설

(1937~1945) 

1937년 가을 극동지역에서 몇 천 km 떨어져 있는 카자흐스탄과 중앙

아시아로 모든 한인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

주자들은 독자적인 콜호즈를 만들어 정착하거나 이미 존재하던 농장에 

입주하였다. 1938년 12월경에 한인 콜호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크질오르다에 28 콜호즈(카잘린1, 카르막친12, 체렌우젝2, 시

르다리야7, 야느이쿠르간1, 치일리3, 아랄2)가 있었으며, 알마

아타주에 19 콜호즈(카라탈구15, 추이스크1, 발하쉬3)가 있었다. 

그리고 악추빈스크주 카라부타크구에 4 콜호즈, 북카자흐스탄주 켈레토

프구에 5 콜호즈가 있었다. 남카자흐스탄주에는 파흐타아랄구에 1 콜

호즈, 드주발린에 1 콜호즈가 있었고, 구리예브주 젠기즈, 구리예프, 박

사이구에 각각 1개씩 한인 어민 콜호즈가 세워졌다. 카라가진주의 아크

몰린구에 1, 텔만에 2 콜호즈가 있었고, 쿠스타나주 쿠스타나구에 2 콜호



206   나는 고려사람이다

즈가 있었다.

1939년 1월 1일에 3,939가구 16,488명이 203개 지역 콜호즈에 흡수

되었고, 5,894가구 21,493명이 91 솝호즈와 기계 배급소ㆍ공장ㆍ가내 

수공업장, 여러 경제ㆍ사회적 조직의 노동자와 근무자 자격으로 정착하

였다. 국립 어업트러스트 배치를 위해 아스트라한 지역 기업에 520가구 

2,871명의 한인이 이주한 사실이 문서로 남아있다.

현재 아스타나에 살고 있는 1927년생 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Tyu Pyotr 

Stepanovich, 1925년생 양 일리이 리보비치Lyang Iliy Livovich, 1926년생 툐 

분 선Tyo Bun Sen의 회고에 의하면, 1939년에 아스트라한으로 한인들을 

가득 태운 기차가 도착했으며, 이후 그들은 어촌에 ‘뿌려’졌다고 한다. 

1941년 12월 중순 모든 한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는데, 이주 

며칠 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참호와 탱크에 저항할 도랑을 파는 노동자

로’ 남자들을 파견하였다.

1939년과 1959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한인 수는 23,277

명으로 크게 줄었다. 1940년 2월 10일 현재 크질오르다주 집행위원회 

이민부의 불충분한 자료에 따르면, 1938년 초부터 한인 5,506가구(노동

자와 관리국 근무자 외) 중 1,827가구, 즉 1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우즈베

키스탄공화국으로 이주하였다.

한인들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극동지

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하여 하차 후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정착한 시기까지이며, 둘째 단계는 1938년 봄 카자흐스탄 농촌지역으로 

한인들의 재배치가 시작되어 같은 해 연말에 끝났다. 이렇게 이주자들을 

정착시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한인 콜호즈가 생겼고, 이미 존재하던 그 

지방 콜호즈에도 한인들이 배치되었다. 또한 문헌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

은 도시 거주지역 현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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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마아타주 지역 

종전 쌀 생산 솝호즈 영토 내에 19개의 콜호즈와 3천 가구 대신 2,226

가구 15개의 콜호즈가 입주하였고, 다섯 곳의 근원지(tochika)에서는 우물 

파는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재료가 모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택과 가정용 건물 건설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카라탈Karatal의 1,094

개 주택 중 386개만 52%의 완성률을 보이며 건설되고, 7개의 학교 건축

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발하쉬Balkhash구에서는 424개의 어업가구 

중 324가구만 3개의 콜호즈에 정착하였다. 165개의 건물,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건물 중 단지 36개에 지나지 않는 61% 정도만 건설되었다. 추이

구와 카라탈구의 511가구 이주를 위한 건설작업은 이 일을 책임질 인민

토지관리국의 관리자 부재로 시작되지 못했다.

2. 아크추빈주 지역 

해체된 야르무하메도프Yarmukhamedov 솝호즈로 이주자 1천5백 가구를 

정착시키기로 한 소련인민위원회의 결의안은 실행되지 못했으며, 단지 

한인 434가구와 카자흐스탄인 215가구의 거처만 정해졌다. 이 계획은 

이주자들을 안정시키지 못한 아크추빈주의 관리국과 이민자들을 아크추

빈주로 이동시키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크질오르다과 서카자흐스

탄 관리국의 과오로 실행되지 못했다. 건축이 예정되었던 250개의 주택

과 3개의 학교, 그리고 1개의 의료시설 중 단지 128개의 건물만이 12.6% 

진행되었다. 모든 건축 재료가 공급되었는데도 27%만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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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리예프주 지역 

이주계획 실행 시 주 전체(1,322가구) 지역에서 국립 어업트러스트는 

434가구 대신 127가구만 정착시켰고, 고용된 노동자와 근로자에게 주택

을 공급하지 못했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국립 어업트러스트에 주어

진 137,200루블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4개의 이주민 콜호즈

를 위한 303개 주택, 3개 학교, 2개 의료시설의 건축계획은 시작되지 않

았고, 주 관리국과 건축담당 부서는 이 지역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목재가 없다는 구실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축담당 부서는 아스

트라한으로부터 목재를 옮겨오기 위해 적절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어

업 콜호즈 협회가 관리하던 이주 완료를 위한 농가 건설 과정에 대한 자

료는 없다. 카자흐스탄 인민식량생산 측에는 한인 어업 콜호즈 농가 건

설과 그 지역 콜호즈에 입주할 한인 농가 건설을 담당하는 책임부서가 

없었다.

4. 서카자흐스탄주 지역 

지역 콜호즈로의 정착규칙에 따라 339곳에 한인 농가가 세워졌고, 1

개의 학교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건축을 위해 1,336입방미터의 목재가 준

비되었으나 콜호즈는 200입방미터만 이용하였다. 한인 콜호즈인을 위한 

학교와 주택 건축에 관한 자료는 없다.

5. 카라간진주 지역 

소련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 1,155 농가 대신 청산된 솝호즈 카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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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Kar-ugol No. 3과 No. 2 솝호즈의 부지에 417개의 농가만 이주되었다. 

솝호즈 청산 당시 3천 개 이상의 농가가 존재했는데, 관리 당국은 토지와 

자산을 완전히 개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37개 

농가가 지역 콜호즈에 무허가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인 콜호즈

의 농가 부족으로 3백만 불 이상의 솝호즈 자산이 현재까지 회수되지(개

조에 의해) 않고 있고, 솝호즈의 300개 주택이 비어 있다. 준비된 목재, 

아스타호브카Astakhovka에 있는 숲의 2,092입방미터 분량은 계획대로 사

용되지 못할 것이다. 건설이 예정된 50개의 주택 중 35개를 짓고 있고, 

15.7%가 진행되었다.

6. 크질오르다주 지역 

주 관리국은 33개 독립 콜호즈와 72개 지역 콜호즈, 기업과 공공시설

에 전 카라탈과 야르무하메도프 솝호즈로부터 농민을 이주시키라는 과

제를 수행하지 않고, 계획했던 6,476개 농가 대신 7,083개 농가를 정착시

켰다. 한인 독립 콜호즈와 기존의 정착 농가를 위한 주택건설은 매우 느

리게 진행되었으며, 독립 콜호즈를 위해 예정되었던 1,811개 주택, 9개 

학교, 3개 병원과 5개 의료시설, 산부인과 건물 중 단지 155개 주택 건설

이 진행되었고, 학교와 치료시설 건축은 시작하지 않았다. 콜호즈 사람

들(1,885개 주택 필요)의 입주를 위해서는 건설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 

건축과 관련된 작업들은 발전되지 않았으며, 토지 인민위원회 기관들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 준비된 19,658입방미터 중 특수 건설부와 콜호즈

는 8,509입방미터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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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쿠스타나주 지역 

청산된 솝호즈 ‘크라스느이 파르티잔Krasnyi partizan’에 5백 개의 이주자 

농가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실제 420개의 농가가 입주하여 124개 농

가가 지역 콜호즈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 80 농가는 솝호즈 영토에 정착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 집행위원회와 카자흐스탄 공산당 주 위원회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건축 예정이던 180개 주택, 1개 의료시설과 

1개 학교 중 99개의 주택 건설만 15%가 진행된 상태이며, 학교와 의료시

설의 건축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8. 북카자흐스탄주 지역 

청산된 솝호즈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에 1천 개의 이민자 농가를 정착

시키려는 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은 수행되지 않았고, 4개의 콜호즈에 

654개의 농가가 입주하였으며, 주 당국은 어린이 병원 부지에 132개의 

농가가 있는 하나의 콜호즈를 정착시켰다. 3백 개의 주택이 세워질 예정

이었으나 88개 주택만 건축이 진행되었고, 67%의 완성률을 보이고 있

다. 2개 학교와 1개 의료시설은 건축되지 않았다. 

9. 남카자흐스탄주 지역 

농업시설에 1,324 가정을 위한 건축 대신 실제로 778 가정만 정착하였

고, 이들 중 2개의 독립 콜호즈에 134 가정이 입주하였다. 토지 인민위원

회에서 관리하는 주택건설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다. 남카자흐스탄 집행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콜호즈는 한인을 위한 지역 목재의 준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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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질오르다주, 카잘린구

콜호즈 명 가족 수 콜호즈명 가족 수

아방가르드  81    

크질오르다주, 카르막친구

제3 인테르나치오날 114 체르본나야 제믈랴  82

택건설 작업에 막 착수하였다 한다. 농촌 인민교육부에서 주관하는 4개 

학교 건설에 대한 자료 또한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한인 이주자 콜호즈 내의 건설작업은 느리게 진행

되었다. 카자흐스탄 인민위원회 이주민 관리부서 장 야코블레프Yakovlev

의 보고(1939년 10월 1일)에 따르면, 1939년 2가구 주택 1,682개 중 

1,651개는 건축될 예정이고 31개는 구입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72개 

주택만 완성되고 718개는 48% 정도 진행되었다. 계획되었던 31개 주택

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153개를 구입하였고, 539개는 건축이 시작되지

도 않았다. 농업생산을 위한 건물의 480개 대상 중 88개는 완성하였고, 

259개는 53.5%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137개의 건설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32개 학교가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27개는 85%에서 92%의 완성

률을 보이며 건설 중이고, 5개는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다. 14개 의료시설 

중 3개는 완성되었고, 11개는 17%에서 98%로의 완성도를 보이며 건축 

중에 있다.

1939년 말 한인 이주자 독립 콜호즈의 조직이 완성되었다. 이에 관해

서는 카자흐스탄 고문서 자료 보관소에 많은 양의 문서들과 자료들이 보

관되어 있다. 다음 <표 3>은 한인 콜호즈에 대한 일반 정보, 즉 주별ㆍ

구역별 지역화 현황과 그곳에 거주하던 가정의 개수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 한인 이주자 콜호즈(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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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트렌냐야 자랴 146 크라스느이옥차브리 110

보로쉴로프  59 칼리닌  52

프리모르스키 파르티잔  81 수판 스타하노프  64

페르보에 마르타  77 푸치 옥짜차리 112

크라스느이보스토크  40 악치브(어업)  37

크질오르다주, 체렌우쟉스크구

칸톤스카야 콤무나 126 크스나야 자랴  91

크질오르다주, 스르다리인구

스탈린 155 크라스느이보스토크  40

몰로토프  44 크라스느이콜로콜  

포베다  51 오고로드닉  96

크라스느이파하리  99    

크질오르다주, 치일리구

기간트 142 아방가르드 175

볼세빅  97    

크질오르다주, 야느이쿠르간구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169    

크질오르다주, 아랄스크구

스탈린스키 푸치(어업) 130 보로쉴로프  41

탈드이쿠르간주, 카라달구

노브이 푸치  62 프리모레츠 193

TOR(치호오케안스키 리볼류

치어네르)
116 프룬제 238

렌닌스키 푸치 160 노바야 쥐즈니  76

도스치줴니에 114 고리키 251

이마노박스키 157 OSO(오소아비아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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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네르  92 보로쉴로프 114

MOPR 104    

악튜빈주, 카라부탁구

스탈린 125 크라스느이옥차브리  88

치일릭트사이  84 제 3 인테르나치오날 144

북카자흐스탄주, 켈레토프구

보로쉴로프 171 콤소몰레츠 122

스탈린 168 크라스느이보스토크 144

코뮌테른 218    

남카자흐스탄주, 팍트아랄스크구 

KIM(공산청년 인터네셔널)  39    

남카자흐스탄주, 드주발린구

크라스느이옥차브리  63    

구리예프주, 젠기즈구

라조 194    

구리예프주, 구리예프구

파마치 일리이차  81    

구리예프주, 박사이구

아방가르드  97 파블로브스키 113

* 이 표는 자료카자흐스탄 중앙 문서보관소, F.1208, op.1, d.2, l.910, 12; d.20, l.6에 의

거하여 작성됨. 

한인 이주자들의 카자흐스탄 정착, 주거설비의 건축 과정, 새로운 자

연환경과 새로운 민족문화 환경에의 적응 과정은 느리고 어렵게 비정상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카자흐스탄 대륙의 자연기후 조건은 극동지방 연해주의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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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달라 이주자들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이주자 콜호

즈의 상황 검토를 위해 소집되었던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농업과 어

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기후에 대해 불평을 하고, 여름에 덥지 않고 모

기가 그리 많지 않던 극동지방이 좋았다고 말한다.”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둘째, 새로운 독립 콜호즈 조성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콜호즈에 

많은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충분한 재정과 재료가 공급되지 않았다. 

셋째, 강제이주로 이주자들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잃었으며, 이주 농

업협동조합은 극동지방에 물질적ㆍ기술적 기반과 나중에 부분적인 보

상을 받은 추수하지 않은 곡물들을 남기고 떠나왔다. 

넷째,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한 지역에는 벼 재배와 채

소 재배처럼 환경적으로 조건화된 전통 농경방식이 없었다. 탈드이쿠

르간주의 카라탈구와 크질오르다주의 구역들은 예외였다.

다섯째, 물이 제한되어 있는 남카자흐스탄의 건조한 기후, 땅과 수도

관의 잘못된 설계, 물질적ㆍ기술적인 필요조건의 공급 미흡, 농업기술 

학습과 새로운 자연기후에서의 벼 생산 경험의 부재, 수공업자ㆍ금 채취

자ㆍ공무원ㆍ어민 등이 입주한 이주자 콜호즈의 불규칙한 집단화 등이 

첫 이주 시기의 흉작을 초래하였다.

여섯째, 이주자에게 닥친 객관적인 성격의 어려움들과 실수들, 계산 

부족 등과 함께 범죄에 대한 무책임성과 권위 없는 관리층은 한인 콜호

즈의 ‘자체 청산’이란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1937∼1940년 사이

의 문서들에 나타난 한인 콜호즈 개수는 많게는 71개에서 적게는 51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한인 콜호즈의 위치 지정이 정확하지 않은 분석에 의해 이루

어졌기 때문에 한인 콜호즈들은 마을 건축과 장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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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지 않았다. 많은 콜호즈들이 자신의 중요 주거 건물을 더 좋은 

장소로 옮겼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주택ㆍ학교와 생산을 위한 장소(계획 없이 지

음) 등 가장 필요한 건물만 건축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흙ㆍ모래ㆍ짚ㆍ

자갈ㆍ돌ㆍ목재 등 일상적 재료를 이용하였다. 건물은 전통방식으로 짚

을 섞어 만든 축축한 흙벽돌로 지었다. 이 흙벽돌은 갈대를 흙과 혼합하

여 만들었으며, 지붕은 판자와 갈대로 덮고 흙을 뿌리고 진흙으로 발랐

다. 주거를 위한 집에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되었던 한국식 난방

시설온돌(구둘)을 설치하였다. 

전쟁 이전까지의 한인 콜호즈의 설계도는 단순했다. 집들은 일렬로 지

었고, 콜호즈 관리부서 건물은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양쪽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구역별로 나누는 거리는 없었다. 간선도로와 마을 내의 

도로들은 비포장이었으며, 많은 콜호즈들에는 전기와 라디오 시설이 없

었다. 재정 부족과 콜호즈 인구 부족으로 학교와 의료시설들은 매우 먼 

곳에 있었다. 

이주자의 헌신적인 노동과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사업과 현지 거주자의 도움으로 한인 콜호즈들은 

1937~1940년 동안 생산기술 기반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주거생활 기반

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1941년 6월 22일에 나치 독일의 침입

과 ‘조국전쟁’ 시작으로 중단되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수천 명의 한인

들이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노동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백 명의 남자들이 

노무인력으로 징집되었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자원군들이 

전쟁터에 나가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켰다. 카

자흐스탄 소비에트 연합의 영웅 중 한국 성을 가진 ‘민’이란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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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쟁 이후 한인 콜호즈 건설(1945~1960) 

전쟁 후 한인 이주자 콜호즈에서는 생산 활동과 경제ㆍ문화ㆍ교육ㆍ

생활습관ㆍ의료ㆍ주택 건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과에 따라 콜호

즈들이 구별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전쟁 이후 소비에트 콜호즈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1930년대에 생긴 

작은 콜호즈들은 미미한 발전을 보였고,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스스

로 해결하지 못했다. 1950년대 초에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던 농업협동조

합과도 상관이 있던 콜호즈를 대형화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관리국과 

정군이 세워졌다. 대형화된 콜호즈의 조직 문제와 생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새로운 사회적ㆍ환경적인 문제들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적

으로 견고한 콜호즈들은 작고 약한 농장들과 합병하기를 꺼려하였고, 합

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자주 어겨졌다. 콜호즈들을 

합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래성 있는 콜

호즈에 합병된 약한 농장들은 초기에 콜호즈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1950년 1월부터 1951년 1월까지의 조직적이고 선동적인 대 작업의 

결과, 카자흐스탄의 콜호즈 수는 6,737개에서 3,670개로 크게 줄었다. 크

질오르다주에서는 266개이던 콜호즈가 1951년에는 88개 남게 되었

고, 1957년에는 65개가 되었다. 이 주에 있던 한인 이주자의 모든 콜호즈

는 카자흐스탄인으로 구성된 콜호즈에 합병되었으며, 이것은 콜호즈 구

성원의 민족적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치일린구의 콜호즈 ‘기간트’

는 콜호즈 ‘페르보보 마야’를 합병하였고, 콜호즈 ‘아방가르드’는 콜호즈 

‘코뮌나야’와 콜호즈 ‘악토베’를 합병하였다. 스르다리인구의 대규모 

콜호즈 ‘드좜불’은 한인이 거주하는 두 개의 농장이 다른 농장과 합병하

도록 하였다, 즉, 농장 ‘파베다’와 ‘오고로드닉’을 콜호즈 ‘타스 아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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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나 투르므스’들과 합병하였다. 이러한 민족 구성원의 조합은 탈드이

쿠르간주의 카라탈구의 콜호즈들에서도 미약하게 일어났다. 1947년에 

이곳에는 한인 이주자들에 의해 건설된 15개의 콜호즈와 카자흐스탄인

으로 구성된 콜호즈 ‘엘타이’와 ‘사르불락’이 있었다. 1950년에서 1952

년간의 대형화 사업 후 이곳에는 8개의 콜호즈가 남았다.

강 하구의 쿠이간 경계지역에 있는 알마아타주의 발하쉬구에 위치해 

있던 한인 어부들의 콜호즈 ‘도스치줴니에’, ‘노브이 푸치’, ‘포시에트’의 

중심 주거건물은 1950년대 초에 통합되었고, 통일되고 좋은 환경의 콜호

즈 마을이었다. 콜호즈 주거건물의 이주와 건축을 위해 정부는 매우 많

은 재정을 소진하였다. 콜호즈 사람들을 위해 수백 개의 좋은 집과 목욕

탕ㆍ중학교ㆍ병원ㆍ클럽ㆍ라디오방송국ㆍ창고ㆍ축사와 기타 건물들을 

건축하였으며, 모든 콜호즈 주택에는 라디오 시설이 설치되었다. 1953년 

초부터 콜호즈 ‘도스치줴니에’는 모든 마을의 문화생활 건물과 주거건물

에 전기를 공급하고,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콜호즈를 기계화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콜호즈 사람들과 콜호즈 ‘도

스치줴니에’, ‘포시에트’, ‘노브이 푸치’의 관리국은 이 콜호즈들을 하나의 

대규모 어업콜호즈 ‘도스치줴니에’로 통합하여 쿠이간 마을에서 25km 

북쪽에 있는 도사이Dosai 경계지역으로 중앙 거주지를 옮길 것을 요청하

였다. 이들은 그곳에 선착장이 있고, 호숫가에서 선박을 제조 할 수 있으

며, 콜호즈 주거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고 이

유를 제시하였다. 이 요구는 부결되었다.

대형화된 콜호즈는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초기의 경제

적인 면에서 일정한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즉, 콜호즈의 재정적 상

황이 좋아졌고, 파종 면적이 넓어졌으며, 물질적ㆍ기술적인 기반이 튼튼

해졌고, 총 가축 수가 증가하였다. 콜호즈의 대형화는 토지경작 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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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인 문제와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쉽게 하였고, 그 지

역의 콜호즈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대형 콜호즈는 한인들과 함께 다민족화되었으나, 1960년

대 중반까지 크질오르다주와 탈드이쿠르간주에 위치해 있었고, 전

통을 지키던 한인 거주자들이 많던 몇몇 콜호즈는 관례적으로 한인 콜호

즈로 불리었다.

1950~1960년대에 몇몇 한인 콜호즈는 대형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들도 겪게 된다. 1950년 1월 19일자 소련 각료회의와 공산당 중앙 위원

회 개설 기안 ｢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주와 드좜불주의 목화재배 발전

을 위한 방책｣에서 드줴뜨사이 지대 개척을 위해 노동력 관련 국가 조직

에 의해 세워진 한인들의 이주계획을 볼 수 있다. 1950년 말에 탈드이

쿠르간주의 카라탈구에 있던 콜호즈 ‘제3 인테르나치오날’의 41 한인 가

정(227명)이 남카자흐스탄주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에 콜호즈 ‘프로그레

스’와 ‘사회주의로의 길’의 모든 한인 가정이 이주되었고, 1952년 말에 콜

호즈 보로쉴로프의 208가정(476명)이 이주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

에서 ‘푸티 크 코뮈지즘무’, ‘자랴 코뮈니즈마’, ‘제3 인테르나치오날’, ‘프

로그레스’, 일리이체프구의 콜호즈 ‘파흐타아랄’ 등과 같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선구자적 목화재배 농장들이 생겨났다. 1960년대 초, 벼 재배를 

위해 알마아타주 바카나스 마을에서 강의 삼각주 지역을 개척하였고, 대

형 벼 생산 솝호즈 ‘바크바크틴’의 건설과 관련하여 탈드이쿠르간주, 

알마아타주, 크질오르다주로부터 약 2백 개의 한인 가정이 이주하였다.

콜호즈에서는 한인 농촌 노동자 수와 더불어 관리능력이 뛰어나고 경

험 많은 관리자도 증가하였다. 콜호즈 대표는 5~10년 동안 근무하면 관

리 기술을 습득한다. 20~30년 동안 대표자들이 바뀌지 않은 콜호즈가 

선구자적인 콜호즈였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장기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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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맡았던 콜호즈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크질오르다주의 Han L. V.

(‘기간트’), Chae Denhak(‘제3 인테르나치오날’), Kim Dykman(‘드좜불’), 

Kim Honbin(‘아방가르드’), 탈드이쿠르간주의 Kang Tuhong(‘레닌스

키 푸치’), Sin Hyunmun(‘달니이 보스토크’, 극동), 침켄트주의 Kang L. I.

(‘프로그레스’), Lee F. I.(‘제3 인테르나치오날’), Hwang S. G.(‘푸치 크 사

치알리즈무, 사회주의로의 길’), 첼리노그라드Tselinograd주 쇼르탄진구

의 Kang Dehan(‘카자흐스탄 18년’), Pak A. A.(‘쿠스타나 곡식 국영농장장’), 

드좜불주 스베르들로프구의 Yang Chunsuk(‘꿈죠트’) 등이 그들이다. 

1945~1960년에 농장 건설과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농업

기계 보급소(MTS)의 대표자 중에 한인 출신도 많았다. 재능 있는 조직자

이자 우슈토베Ushtobe의 농업기계 보급소 소장인 최자일은 25년 이상 계

속 보급소를 운영하였다. 1954년 소비에트연방 농업 전시회에서 우슈토

베 농업기계 보급소는 소련 내 가장 우수한 곳 중에 하나로 채택되었다. 

보급소가 이룬 성과에 대해 최자일은 명예훈장을 받았고, 2개의 노동적

기(붉은 기) 훈장, 소연방 메달, 카자흐스탄 최고위원회, 소연방 국민경제 

박람회, 소련농업박람회에서 명예증서를 받았다. 콕체타프Kokchetav주의 

북 농업기계보급소 소장 Chon A. H., 크질오르다주 솔로츄빈 보급소

장 김홍석, 아크츄빈Aktyubins주 부게트사이 보급소 부소장 Kim V., 알마

아타주 드좜불 보급소 부소장 Pan Teho, 탈드이쿠르간주의 키로프 보

급소장 Ni Z. T. 등이 능력 있는 생산 조직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1945~1960년대의 카자흐스탄의 농촌 주거지는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1) 거주자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농업협동농장과 관련이 있는 콜호즈 

마을(마을ㆍ카자크 마을ㆍ부락ㆍ촌락ㆍ유목민 마을 등). 

(2) 거주자 대부분이 국가 노동자나 근로자로 되어있는 농업기계보급

소나 솝호즈의 주거 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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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지 선택은 콜호즈ㆍ농업기계보급소ㆍ솝호즈 등 경제발전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소련에서는 농촌 거주지의 건설을 위한 

부지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부지는 거주자의 생산 활동 장소, 즉 토지ㆍ목장ㆍ초지 등이 편

리하게 위치해 있어야 한다. 

(2) 부지는 가까운 철도나 부두, 지역 중심지나 주위 마을들과 편리

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3) 부지는 거주지가 향후 발전했을 때 그 부분 또한 공급할 수 있는 

크기와 안정된 토지의 기복(起伏)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부지는 식수와 산업용수를 충족할 수 있는 상수원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5) 농경과 생산에 필요한 건물 부지는 바람이 없고 낮은 지역이어야 

한다. 

건축 예정 부지의 조건의 적합성 여부는 그 지방의 자연조건 정보에 

따라 결정되었다. 지형ㆍ기상ㆍ지질공학ㆍ수리ㆍ토양ㆍ식물계 등에 대

한 정보는 필수조건들이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농촌 거주지 설계의 기초가 되었다.

① 그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생산적ㆍ문화적ㆍ생활적ㆍ위

생적ㆍ소방적ㆍ건축적인 측면을 고려한 건물과 설비의 알맞은 

배치.

② 공공장소의 중심지, 경영 도로, 외부도로망과 지방의 기복을 고

려한 개별 건물 사이의 내부 생산 연관관계를 기초로 한 거리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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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주지 공공장소의 설계와 개별 공공건물과 문화생활 건물의 

배치. 

④ 부지 내부나 거주지의 주택 지역과 합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생산

지역 설계. 

⑤ 거주지 정리. 

농촌 거주지 계획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은 거리와 통로(골목) 시스템

이었다. 거리 구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직선형과 구역형 두 가지 형식

의 농촌 거주지 계획이 있다. 이들 모두 규칙적이고 자유로운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각형의 주택지와 엄격한 기하학적 격자

형 거리가 넓게 건설되었다. 설계도의 자유로운 특성은 회화성, 대칭적 

구성의 부재, 지역의 기복과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선 

시스템은 대체로 작은 콜호즈 마을에서 이용되었다. 구역 시스템은 기

복이 안정된 곳에 위치해 있는 농촌 주거지의 특징이다. 구역 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은 규칙적인 설계의 특징인 설계도의 단순성, 부지별 분리

의 편리성, 공공시설 조성과 중심 거리 표시의 용이함이라 하겠다. 따라

서 구역 시스템은 카자흐스탄 평지의 콜호즈와 솝호즈, 농기계보급소 건

물을 설계에서 폭넓게 적용되었다. 

통합과 대형화 정책 이후 수많은 한인 이주자 콜호즈는 다민족 촌락으

로 변했다. 한인 이주자들은 근면성과 적절한 노동조직을 바탕으로 1960

년대 카자흐스탄의 잘 정비되고 큰 농촌 마을을 만들었다. 콜호즈 내에 

대규모 주택ㆍ중학교ㆍ유치원ㆍ문화의 집ㆍ병원ㆍ도서관ㆍ가게 등을 

건설하였고, 중심 거리에 아스팔트를 깔았으며, 거의 모든 콜호즈에는 

전기시설과 라디오ㆍ텔레비전 등이 설치되었고, 양질의 식수가 개발되

었으며, 나무들이 튼튼하게 자랐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한인들은 촌

락을 버리기 시작하였고, 마을로 이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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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주, 도시 집중화 환경

에서의 정착(1960~1980) 

1938년 3월 3일 No. 5 소련인민위원회와 카자흐스탄 공산당중앙위원

회의 법령에 의해 3,530개의 한인 이주자 가정이 공장과 국가기관ㆍ산

업협동조합 등의 노동자와 근로자로 배정되었다. 오래 전부터 일부 한인

들은 카자흐스탄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937년 12월 13일 현재 

총 인구가 1,600명 이상이던 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주 후 카라간다 

광산에서 일했다. 조국전쟁 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카라간다 

광부 37,544명 중 2,141명이 한인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노동군으로 차

출되어 석탄을 채취했다.

소련의 다른 민족들처럼,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는 

여권에 날인하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던 때이다. 1953년 이동제한 정책

은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에 따라 촌

락의 한인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1966년 크질오르다주의 쌀 생산자 

1,706명 중 한인은 겨우 161명으로 9.4%였다.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들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난 질적 변화는 그들이 

카자흐스탄의 평균 이주 속도를 초과하여 촌락에서 도시로 집중적으로 

이동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는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주 현상, 

주거지역 관리 형태의 변화, 한인 도시 거주자의 자연 증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다. 1960∼1980년대에 카자흐스탄에

서는 기존 공업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새로운 공업지역이 나타났

으며, 마을이 증가하고 신도시들이 나타났다. 1941년 카자흐스탄에 31

개의 도시와 70개의 도시형 마을이 있었던 데 비해, 1971년에는 8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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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174개의 도시형 마을이 있었다. 출산율은 도시가 시골보다 더 낮

았으나, 도시 인구는 시골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1969∼1970

년에는 2.9배 증가하였고, 1970∼1975년에는 4.3배 늘었다. 

도시나 촌락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한인들의 거주지 이동현상도 점점 

변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도시(주 중심지)로의 이주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79년 구리예프에 86.6%(구리예프주 총 한인 수 대비)의 한인이 

살았고, 드좜불에는 71%(드좜불주 총 한인 수 대비)의 한인이, 쿠스타나

에는 68%(쿠스타나주 총 한인 수 대비)의 한인이, 카라간다에는 94.1%

(카라간다주 총 한인 수 대비), 크질오르다에서는 66%(크질오르다주 

총 한인 수 대비)의 한인이 살았다. 1959∼1970년 인구조사 기간 사이에 

알마티시의 한인 인구가 2.5배 늘었고, 1959∼1979년 기간 동안 4.6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 대부분은 도시 집중화 현상에 순응해야 할 필요

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노동과 사회생활이라는 두 가지 기본환경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가 내포해 있다. 노동과 삶의 조건, 그리고 떠나는 

곳과 정착하는 곳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날수록 적응의 어려움은 잠재

적으로 더욱 커진다. 따라서 촌락에서 도시로 한인이 이동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고려하였다. 촌락 → 소도시(구 중심지) → 대도시(주 중심

지, 수도). 사회적ㆍ심리적인 문제점과 외로움과 고독, 평범하지 않은 삶

의 형상 등의 이유 때문에 대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척이나 지

인,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인들은 집단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 드좜불 시의 거리별 인구 목

록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3, 4, 5, 6번 거리에서는 단 하나의 

한인 가정도 살지 않았으나, 1a번 거리에는 4개 가정이, 2번 거리는 3

개 가정이, 7번 거리는 4개 가정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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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시대의 이주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개

인의 경제적인 이익, 즉 생산성을 높이려는 욕구와 함께 자신의 생활수

준을 높이고 개인의 발달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노력했기 때

문이다. 1950년 말에서 1960년대 중반 한인 콜호즈의 경영 책자를 분석

해 보면, 이주자들의 구체적인 이주 원인, 가장 적극적인 연령층, 이주지

역의 기본 경향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카라탈구의 콜호즈 ‘크라스느이보

스토크Krasnovostok’으로의 18∼28세 연령층의 중요한 이주 원인은 대학

이나 기술학교, 여러 과정(운전사ㆍ재봉사ㆍ기계기술자)에서의 학업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이 전체 이주자들의 약 60% 정도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소비에트 군대 복무를 위해,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위해 옮겨

왔다. 지역적 이동방향은 공화국 내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공화

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드물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 원인과 유사한 내용

의 결과가 김승화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 조사는 크질

오르다주의 치일리구의 콜호즈 ‘아방가르드’에 거주하던 157 가정을 대

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주 원인은 대학이나 기술학교에서의 학업 44%, 

출가와 결혼(남성) 19%, 소비에트 군 복무 17%, 군 복무 후 잔류 9%, 그

리고 콜호즈 근무를 원하지 않거나 기타 원인 9% 등이다.

한인 이주자들 중 과반수가 고등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

로 이주하였는데,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중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장래성이 매우 유망하였다. 1937∼1940년대에 촌락 거주 

한인 수가 80%였으며, 1970년 인구조사에는 73.5%의 한인들이 도시에

서 살았다. 그런데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주 속도는 공화국 내의 평균치

를 매우 초과하였다. 아래 표는 한인의 도시 집중화 과정이 전체 소비에

트시대와 독립국가 카자흐스탄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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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표 4> 카자흐스탄의 도시와 촌락의 한인 인구 관계(%) 

도시/주 1970년 1979년 1989년 1999년

  도시 촌락 도시 촌락 도시 촌락 도시 촌락

  73.5 26.5 80.1 19.9 84.1 15.9 87 13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거주지 이동형태에 대한 일정한 시스템적 통계 

자료는 없다. 이것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될 ‘고본지’라 일컬어지

는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소비에트 한인의 독특한 계절적 이동과 관계가 

있다. 

Ⅶ. 계절 농업협동농장 ‘고본지’의 정박지 

고본 지는 명사 ‘고본股本’과 일정한 일이나 동작을 뜻하는 조어접미사 

‘질’(고려 말지리)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복합 단어다. 제보자에 의하면, 

‘고본’은 ‘임대하여 경작하는 토지 분배’를 뜻한다. 러시아로는 ‘고본지’, 

‘고본질’, ‘고본지리’, ‘고본디이’, ‘고본디’ 등 여러 형식으로 표기한다. 이 

연구자는 그 중 하나의 표현인 ‘고본지’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며, 이 단어

는 남성명사라고 생각한다. 고본지에서 일하는 사람 또한 ‘고본자’, ‘고본

지쉬닉’, ‘고본댜 샤키’, ‘고본댜 아드리’ 등 다르게 불려진다. 이 중 첫 번

째를 선택하며, 이 또한 남성명사이고 복수는 ‘고본자들’이라 생각한다.

수년 전만 해도, 한인들의 이러한 활동은 주목할 가치가 없으며, 한인

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고본지를 연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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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 예로 타시켄트 출신 박 보리스는 “민족국

가의 부재는 소비에트 한인의 민족사회를 분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연

구자의 견해)이다. 그녀(모국)는 아주 많은 한국인들을 ‘무주택자’, 가족

단위로 떠돌아다니는 헥타르인‘고본디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기자와 학자들이 ‘고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쉬켘에서 이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백태현

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으며, 그의 논문 일부분이 소논문 형태로 출

판되었다. 비쉬켘 기자 리 게론Li Geron은 러시아어로 된 한국인의 토지 

사랑에 대한 관찰자의 메모(비쉬켘, 2000)를 출간하였다. 권희영과 한 

발레리Khan Valeri는 2003년 한국학 아카데미 자격을 부여받았고, 우즈베

키스탄의 여러 주에서 답사 작업을 했으며, 고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고 수집된 결과를 한국어판으로 출간하였다.

고본지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본지는 소련시대와 소

련 이후 시대의 한인에게 있었던 현상으로, 그룹별로 임대한 토지에 기

초를 두고 인공적으로 물을 주어 채소와 참외 등을 재배하고 지도자집

단 대표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계절생산ㆍ순환생산과 지방 이주자들과 

연관이 있는 특수한 농경방법이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에서는 임시적인 이주와 고본지의 주거에 대한 주

제에 대해서는 조금 암시하는 수준이므로, 이 주제는 아직 미래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서는 소장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임시 정착지나 계절 정박지고본지의 형태와 특징은 여러 요인과 상

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본지는 발트해 지역에서부터 

극동까지, 혹독한 시베리아에서부터 무더운 남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

역에서 시행되었고, 자연 기후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지방 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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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 땅집 형식의 주거건물을 짓거나 추울 때 전통 난방시스템인 

온돌(구둘)을 사용하였고, 두꺼운 벽이 있는 작은 집을 짓기도 하였다. 따

뜻한 기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갈대로 엮은 매트, 타르지ㆍ프로필

렌 필름ㆍ나무ㆍ슬레이트를 이용하여 가벼운 구조물들을 지었다.

둘째, 주거건물과 정박지는 토지를 한번 임대하느냐 아니면 반복해서 

임대하느냐에 따라 건설되었다. 조장이 다음 해에 다시 같은 콜호즈토

지 임대인에게 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부지 정리에 따

른 어떠한 근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만약 다음 해에도 일할 것이

라고 확신이 있을 때는 정박지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였다. 고본자들

(고본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들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올 것인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설을 시작해야 했

다고 한다.

셋째, 임시 정착지는 공동집단의 크기와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건물은 많았고, 친척들은 함께 살

면서 공동으로 가정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주거건물의 수

는 집단구성원들 내의 직계가족 수에 반비례하였다. 집단의 크기가 대규

모이고 매우 넓은 토지를 빌릴 경우, 집단 구성원은 경작계절이 한창일 

때 정박지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넷째, 집단의 일부 구성원은 주거 형태를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

다. 일부 젊은 고본자들은 건설 노동자나 도로노동자를 위한, 바퀴 위에 

설치된 이동 야외주택(트레일러)에서 살았다. 이러한 야외주택은 차에 연

결하여 정박지로 옮길 수 있고, 계절이 끝나면 콜호즈 내의 창고에 보관

할 수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본자나 고용 노동자들이 유목민 천

막이나 군용 막사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 

정박지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단의 장이나 가장 경험이 많은 회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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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보통 그곳은 임대한 토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한 식수와 농

업용수, 목재가 있는 곳이었다. 또한 준비된 생산품을 옮길 수 있는 자동

차 도로와 가까운 곳이었고, 주거건물을 조명과 가전제품, 라디오ㆍ텔레

비전 등의 사용을 위한 전선 설치가 가능한 곳이었다. 

설계도에 의하면, 임시 정박지는 한쪽으로 난 직선형 거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장과 고령자의 주택은 중간 부분에 있었고, 젊은

이와 고용 노동자들은 거리 끝에서 살았다. 정박지에는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을 건축할 때는 모든 남자들이 참여하였

다. 임시 마을의 외관이나 그곳에서의 공동생활은 집단을 관리하고 지도

하는 조장의 권위와 개성에 의해서도 좌우되었다. 

Ⅷ.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분포 

1999년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첫 인구조사 결과, 한인 인구는 1989년에 

비해 1,100명이 줄어든 99,665명이었다. 인구수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10대 민족 중 9번째이고, 알마티시에서는 6번째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는 이전처럼 대부분(83.7%) 5개 주(알마아타

주, 좜블주, 카라간다주, 크질오르다주, 남카자흐스탄주)와 알마티시

에 집중되어 있다. 한인이 살고 있는 주(도시)의 총 인구 중 가장 높은 비

율(시ㆍ주의 총인구 대비)을 차지하는 곳은 알마티(1.7%), 크질오르다

(1.5%), 좜블(1.4%)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동카자흐스탄주

와 서카자흐스탄주, 파블로다르주와 북카자흐스탄주(각각 0.1%)이고, 

수도 아스타나 0.6%로 2,028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

인 5명 중 1명(19.2%)이 알마티에 거주하며, 알마아타에는 17.5%,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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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에는 14.2%, 그리고 좜블에는 14.1%의 한인이 살고 있다. 

다음 인구조사 때까지 수도 아스타나의 한인 인구가 특히 증가하였는

데, 아스타나는 52.6%, 알마티는 27.9%가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알마

아타 5.4%, 카라간다 39%, 크질오르다 25.4%, 남카자흐스탄 14.4%, 

그리고 한인들이 가장 적은(534명) 북카자흐스탄은 28.4%로 한인들이 

줄어들었다. 인구조사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

는 1.9%가 증가하였고, 전체 한인 인구는 1.1%가 줄었다. 도시 거주 한

인의 증가는 자연적인 원인과 촌락에서의 이주 때문이며, 촌락의 한인 

수는 최근 10년 동안 15.9%에서 13.4%로 줄었다. 

1999년에 한인 도시 집중화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만기스타우(98.9%), 

아트라우(96.8%), 카라간다(96.6%), 파블로다르(94.3%) 그리고 크질

오르다(93%)이다. 한인들 중 촌락 거주자 비율은 수도가 있는 아크몰린

주 51.2%로 높았고, 북카자흐스탄 45.5%, 알마아타주 40.7%, 서카자흐

스탄 22.8%였다.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한인의 거주지 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

타난다. 첫째,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현상을 통해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도시 거주자 한인의 비율은 84.1%에서 86.6%로 증가하였다. 둘째, 

한인은 구 수도나 신 수도로 활발히 이동하였다. 1989년에서 1999년까

지 알마티시 한인 인구가 27.9% 증가하였다. 

1997년 12월 10일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수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

고, 아크몰라(소비에트시대의 첼리노그라드)로의 수도 이전은 독립국가

의 민족정부 건설을 위한 법적 수단이었다. 정치적 중심지 변경의 원인

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원

인이다. 수도의 변경은 국가 내의 이주 경향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 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1997년부터 알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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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부터 관리와 그 가족들이 아스타나(아크몰라의 새 이름)로 옮겨오기 

시작하였다. 1998년도에 아스타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는 1990년대를 통틀어 가장 큰 이동률을 보였다. 1998년에 도시로 옮

겨온 총인구 13,975명 중 13,214명(94.6%)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다. 1999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스타나의 인구는 319,

000명이었다. 1989년에 비해 콜호즈 수는 2.7배 증가하였는데, 이를 비

율로 나타내면 1989년 17.7%가 증가한 것에 비해 1999년에는 41.8%가 

증가하였다. 러시아인의 비율은 54.1%에서 40.5%, 우크라이나인의 비

율은 9.3%에서 5.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민과 강제이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0년 동안 한인의 수는 1,329명에서 2,5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도의 총인구 증가율 13.5%보다 높은 인구증가율 52.6%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인은 카자흐인 외에 두 번째로 수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데 한

몫을 한 민족이다. 아스타나로 이주한 한인들 중 관리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인 계층도 있으나, 사업가와 그 가족들이 가장 

많았다. 

1990년 초반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백 명의 한인들이 떠났으나 대

규모로 떠나지는 않았으며, ‘당신에게 카자흐스탄을 떠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일한 답은 아

니었지만 그들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내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다. 앞의 질

문에 한인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31.9%,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떠

났을 것이다’ 16.7%, ‘자녀의 상황을 살폈을 것이다’ 11.3%, 그리고 ‘부모

님과 상의했을 것이다’ 8.4%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30.7%의 한인들은 

‘아무데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하였으며, 3.0%는 ‘고국으로 떠

나는 것이 민족생존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1990년대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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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한인 이주현상은 진정되었으나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

다. 이는 모든 것이 정치적ㆍ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내의 한인 이주현상은 특

수성을 띤 체 집약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한인들 대부분이 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촌락에서 살고 있는 소수

의 한인만이 자신의 집에 어떤 민족적 특수 요소나 주거의 기능성을 유

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이나 그 주위의 건축물들은 ‘온돌’

(구들)이라는 난방시설을 갖춘 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러한 난방시설은 구세대들이 살던 집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촌 지역에서도 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 모

든 가족이 한 방에 모였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에서 모인다. 직접 구들에

서 자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연령이 많은 사람들도 침대에서 자는 것을 

좋아한다.

한인들이 살던 도시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표준형식의 아파트이며, 방 

설계나 가구의 배치, 디자인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 특별한 특징이 없

다. 중앙난방ㆍ냉온수 공급ㆍ하수도ㆍ전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값싼 

주택과 공익시설 등의 표준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형 아파트를 선호하던 

소비에트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단독주택이 인기가 많다. 설계의 다양성

과 주택 크기ㆍ건축자재ㆍ인테리어 소품ㆍ구조ㆍ건축ㆍ외관ㆍ내부 디

자인ㆍ주택 경관 등에 그 소유주의 민족적ㆍ문화적 특징들을 나타낼 수

도 있다. 종전 수도 알마티와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 등 카자흐스탄의 대

도시에는 외부 형태나 내부 장식에 한민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일부 개별 건축물이 생겼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한인 식당이나 카페, 그

리고 가게들이다. 

새로운 건축물로는 수도의 남부지역에만 약 50개가 넘게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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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 선교사의 교회 건물이다. 작년 가을 알마티에서는 카자흐스탄 고

려인협회 사무실, 카자흐스탄 고려인청년운동본부, ‘카학’과학기술 협회, 

중소기업협회, 도서관, 전통춤 연습실, 고려일보 문서보관소, 한인식

당이 있는 다기능 센터 ‘한국인의 집’이 개관되었다. 

소비에트시대에는 카자흐스탄의 도시에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처럼 한국인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있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도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우슈토베 주위에 남아 있던 예전 한인 이주자

들의 콜호즈는 가차 없이 현대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있다. 

Ⅸ. 결어

극동지방에서 강제이주한 후부터 카자흐스탄에 등장한 한인 동포들

은 140년을 한반도 밖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슬픔과 궁핍뿐만 아니라 성

공과 업적으로 가득 찬 힘들고 긴 여정을 지나왔다. 

1937년 강제로 이주당한 한인들은 단기간에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3~4년이 지난 후 이주자들의 콜호즈는 농업 생산품들로 전방과 

후방 전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 후 한인들의 콜호즈는 매우 견고해

졌고, 새로운 주택과 문화ㆍ교육ㆍ생활ㆍ생산을 위해 필요한 건물들을 

갖춘 잘 정돈된 촌락들이 생겼다. 크질오르다주의 ‘아방가르드’, ‘기간

트’, ‘제3 인테르나치오날’, 탈드이쿠르간 주의 ‘레닌스키 푸치’, ‘극동’ 

등과 같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콜호즈는 소련의 선구적인 콜호즈 중에서

도 훌륭한 곳으로 인정받았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 제한 폐지와 함께 학업과 직업을 위한 장

소 선택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촌락으로부터 도시로의 한인 이주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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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바로 대규모 형태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시 한인 거주자

는 널리 분산되어 살았으며, 어떤 개별 지역이나 주거지에서 집거하는 

경향은 없었다. 도시 집중화 환경에서 민족적 특성은 소멸되어 갔고, 주

택의 표준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설계 측면이나 실내 디자인 측면

에서 한인 가정의 도시형 아파트는 다른 민족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

다. 주거의 전통적 요소들 중 구 세대들이 선호하던 난방 시스템 온돌(구

들)은 오랫동안 보존되었다. 

‘고본지’라 불리던 특수한 농경 활동과 관련하여 한인들은 임시 주택

을 건축하였고,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이곳 계절 정착지에서 살았다. 지

금은 토지를 임대해서 다양한 채소와 참외 등을 재배하기 위해 다른 지

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적다. 고본지는 대체로 고정 정착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성행하였으며, 고본지 내의 임시 정착지에

서 거주하였다. 

현재 한인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며, 수도나 주의 중심지에 사는 것

을 선호한다. 도시 거주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촌락에 거주하

는 한인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 연구 주제는 한인 촌락과 주택에서 

민족적 특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연구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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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명운의 인간김병화

2005년은 구소련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인물 중 한 사람

으로, 사회주의 노력 2중 영웅, 탁월한 집단농장 조직자이며 지도자였던 

김병화(1905∼1974)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의 이름과 운

명은 1950∼1960년대에 소련에 널리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주 

스레드네치르치크 구역 ‘폴랴르나야 즈베즈다Polyarnaya zvezda’ 콜호즈

(집단농장)와 끊을 수 없이 연계돼 있다. 이 콜호즈에 대해서는 여러 권의 

저서가 나왔고, 신문과 잡지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폴랴르나야 즈베즈

다’(북극성) 콜호즈에서의 선진적인 농업생산조직, 새로운 농업기술 방

법, 기계화 사업에서의 대성과 농촌 문화후생조건은 경제ㆍ농학, 기타 

과학 논문 및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1)

1) see: Economika peredovogo kolhoza ≪Polyarnaya zvezda≫. Tashkent, 1954; Ten En 
Seb, Gorelik A. P., Segodnya i zavtra kolhoza ≪Polyarnaya zvezda≫. Tashkent, 1963; 
Inoyatov H., Nurullin R., Voskhozhdenie. (Istoricheskiy ocherk o kolhoze 
≪Polyarnaya zvezda≫). Tashkent., 1970; Iskhakov F. B., Kim M. V., Lyudi schastlivoy 
sudby. Tashkent, 197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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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장 전설적인 인물인 김병화 선생의 보다 자세

한 약력이 반영되고 그의 내부세계와 조직자적 재능, 지도자적 개성이 

담겨져 있고, 주로 고려인으로 구성된 그 콜호즈 회원의 생활을 개선시

키고 콜호즈 발전에 기여한 그의 개인적 업적을 밝힌 저서는 아직 한 권

도 출간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의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하며, 기사 자

체가 평범한 술어들로 서술된 도식적이고 단편적인 글이기 때문에 소련

시대의 콜호즈 회장에 대한 판박이식 묘사일 뿐, 김병화라는 인간과 개

성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초상화적 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콜호즈에 대

한 저서와 소책자들도 그의 현저한 역할에 대해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서

술되어 있다. 그의 성격묘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2)

탁월한 인물에 대한 이런 태도는 콜호즈 생산을 탐구함에서 평범한 사

람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위해 살며 근로한 리더로서의 인물

이 아니라, 근로 대중과 공산당 지도자로서의 평균화된 인물로 간주한 

소련시대의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김병화와 우즈베키

스탄 고려인들>이란 주제로 타시켄트에서 개최된 과학실천 학술회의 

14개 발표문 중에서 1편에서만 2중 사회주의 노력영웅에 대해 언급했

다.3) 따라서 소비에트시대의 뛰어난 인물이며 고려인 사회의 명성을 드

높인 김병화 선생의 생애와 활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향촌 콜호즈와 이 콜호즈에서 

그와 함께 근로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끊을 

수 없을 인연을 맺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만든 김병화 선생이 어떤 인간

2) Kim B., Koreicy Uzbekistana. Kto est kto. Spravochnoe izdanie. Tashkent, 1999, pp. 
56~57; Enciklopediya koreicev Rossii. Moskva, 2003, p. 958.

3) Mezhdunarodnaya nauchno-prakticheskaya konferenciya ≪Kim Pen Hva i koreicy 
Uzbekistana≫. Tezisy dokladov. Tashkent, 2005,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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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데 있다.

김병화 선생은 1905년 8월 6일 러시아 원동 프리모리예 변방(해삼위) 

수푼 구역 차피거우라는 조그마한 촌락에서 김치만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병화의 부친은 더 좋은 생활을 찾아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떠나온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망명한 고려인에 속한다. 현재까지 

김병화의 부모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가 없다.

김치만 역시 가난한 다른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땅을 임차

하여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절반의 수확을 지주에 바쳐야 했다. 어린 김

병화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해야 했다.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망인이 된 모친은 자주 앓았다. 때문에 김병화

는 어린 시절부터 힘겨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철에 그는 일

급노동자로 부농의 논밭의 김을 매주고 몇 푼 안 되는 품값을 받았고, 겨

울철에는 치나무 껍질로 새끼를 꼬아 헐값으로 팔곤 했다. 자기 땅도 돈

도 없고, 어머니는 자주 앓았기 때문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감을 찾아봐야 했으며,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

촌학교 4학년을 겨우 끝마쳤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식욕이 많았고 남

달리 영리했던 김병화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자습을 

했고 생활학교를 체험했다.

1927년 그는 군대에 징병되어 하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소대장 부관이 

되었다. 1929년 그는 군관으로서 동북중국 철도 군사충돌 사건에 참가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공로에 대한 표창

으로, 그는 붉은 군사정치 간부학교 학생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었고, 

1921년 그 군관학교를 졸업했다. 

군관학교 졸업 후, 그는 카잔 보병사단에 파견되어 중대장 부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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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했다. 이때 그는 원동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다는 소식을 알게 됐지만, 군대복무를 계속하여 1939년 대위로 제대했

다. 1937년의 강제이주는 고려인 이주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

았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탄압을 받아야 했으며, 자기 전망에 대한 공포심에 쌓여 살아야 하

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다.4)

제대 후 타시켄트주 중치르치크 구역 ‘노븨 푸치’(새 길) 콜호즈로 왔

을 때 김병화는 자기 동포들이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정신ㆍ심리적으로

도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됐다. 콜호즈 지도부는 퇴역 

군관인 그를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자리인 건설장으로 파견했다. 건설장

으로서의 직책은 당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다. 대부분의 고려인 이주민

은 임시로 만든 토굴집이나 반토굴집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맡은 업무에 

대해 아무 경험도 없는 청년 김병화는 직무 실행 첫날부터 여러 가지 난

점과 부닥치게 됐다. 건재ㆍ운수수단ㆍ건축기사ㆍ기술 간부 등 건설사

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우

리 민족의 본성인 근면성과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수완, 기타 조직자적 재

능으로써 맡겨진 임무와 사업을 잘 실행하고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하

여 한 마을 사람의 신임과 존경심을 받을 수 있었고, 구역 당위원회 지도

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는 1937년 타시켄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치르치크강 침수지에 창설됐다. 당시 치르치크강 상류와 중류지대, 남치

르치크 구역은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이었다.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

4) Kim German N., The Deportation of 1937 as a Logical Continuation of Tsarist and 
Soviet Nationality Policy in the Russian Far East.German N. Kim and Ross King 
(Eds.) The Koryo Saram: Koreans in the Former USSR.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l. 2&3, 2001, pp.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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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즈까지 가는 길 양쪽에는 갈대숲이 무성해 있었고, 물이 질펀하게 고

여 있었다. 고려인 이주민은 이주 첫해에 갈대를 토굴집을 짓는 건재와 

연료로 사용했다. 이 갈대숲이 무성한 소택지대가 이곳에 살게 된 고려

인 이주민에 의해 개간됐던 것이다.5)

콜호즈 제1대 회장으로서는 리봉호가 선발되었다. 그가 관리한 2년 동

안, 이 콜호즈는 뒤떨어진 농장이었다. 벼 수확이 아주 낮았으며, 일당으

로 콜호즈원은 1루블과 알곡 2백 그램을 받았다. 그래서 1940년에 소집

된 콜호즈원 총회에서 농민들은 농장 지도자 교체 결정을 채택했고, 그 

결과 김병화가 콜호즈의 새 회장으로 선발되었다. 회장을 맡은 첫날 그

는 우선 농촌사업에 박식하고 능숙한 전문가를 농장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주먹구구식 사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화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름 있고 경험이 

풍부한 농산전문가들과 만나 그들을 설득하여 그가 지도하는 농장으로 

오게 하였다. 이런 전문가들로 농장 지도부를 편성한 다음, 그들과 함께 

소택지를 개량하고 벼논 관개시설을 개선하고 완성하는 일을 했다. 생산

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는 엄격한 노동규율인데, 회장 

자신이 이런 규율을 솔선수범하여 지켜나갔다. 그리하여 불과 몇 년 만

에 콜호즈는 고정적으로 높은 벼 수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완 있

는 젊은 회장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자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로 인접 여러 농장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파종 면적은 점

차 확장됐다. 일을 솜씨 있게 잘 하고 엄격한 노동규율을 지켜나가자, 콜

호즈 전체 농산물 지표는 매년 높아만 갔다.

우수한 일꾼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다른 콜호즈로 떠나갈 생각을 하

5) Kim P. G., Koreicy Respubliki Uzbekistan (Istoriya i sovremennost). Tashkent, 1993,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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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 조건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김병화 회장은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고려인 이주민들이 그때 바라

크와 토굴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 문제는 오랫동안 미해

결 문제로 남아 있었다. 국가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필요 재정과 물질 수

단을 무료로 보장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화 회

장은 그에게 통찰력뿐 아니라 공민적 대담성을 요구하는 올바른 출로를 

찾아냈다. 그는 구역 행정지도부에서 지정해 준 10~15헥타르를 초과한 

여분의 논밭에 농산물을 심었고, 거기에서 얻은 수입을 주택 및 경리 건

축물 건설을 위해 사용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는 빨리 효력을 나타내어 

수십 콜호즈원 가정이 새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콜호즈에는 전기 발

전소ㆍ축사, 기타 생산 건물들이 생겨났다.

1941년의 조국전쟁인 소독蘇獨전쟁은 고려인 이주민의 새 생활을 파

탄시킨다. 성과적인 투쟁을 위해 식료품과 농산물 원료를 적과 싸우는 

군대에 보장해주는 것이 콜호즈의 우선적인 과업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

한 전쟁 시기에 고려인 농촌 근로자들은 새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난관

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우수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전시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적 중요성을 띠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 이후 콜호즈 전체 

가정은 새 집에서 살게 됐다. 이것은 콜호즈원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 회

장의 성공이었다.6) 

전쟁 초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방어기금 창설을 위한 운동이 널리 전

개되었다. 노동자ㆍ농민ㆍ사무원 집단들이 이 기금(펀드)에 현금ㆍ채

권ㆍ금 부치,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을 바쳤다. 1941년 8월 12일 현재 국가

6) Kim Syn Hva, Ocherki po istorii sovetskih koreicev(60e gody XX v. 1962) Rukopis 
dissertacii na soiskanie uchenoy stepeni doktora istoricheskih nauk. Alma-Ata,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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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타시켄트지부에는 42만6천 루블이 모였다.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도 여기에 많은 기금을 입금했다. 1943년 1월 24일 콜호즈 집단은 최고

사령부 이름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가증스러운 원

수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우리 굳건하고 확고부동한 결단성은 콤바인(합성식 농기계) 운전

사 이춘식이 입금한 35만 루블, 콜호즈원들이 전에 입금한 50만 루블과 

보충하여 모은 136만1천 루블, 도합 221만1천 루블로 표현됐습니다. 이

에 더해 방어기금에는 콜호즈 회장 김병화가 10만 루블, 콜호즈원들인 

김 안톤과 리이 각각 3만 루블씩 입금했습니다.”

방어기금 형성에서 콜호즈원들이 발휘한 적극성의 뚜렷한 증거는 군

사 국가부채 신청 실시과정에 대한 정보였다. 김병화 회장 자신도 5천 루

블의 차관을 예약했고, 현금으로 이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자 다른 콜호

즈원들도 그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했다. 불과 3시간 동안에 콜호즈 전체

의 예약 신청이 끝났는데, 210명이 이 예약 신청에 참가하여 국가은행에

는 9만 루블이 입금되었다.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도 극심한 식료품 부족을 느꼈

던 전쟁 직후의 시기에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는 높은 수준의 노

동생산성을 보여주었다. 능숙한 사업조직과 사회적 의무에 대한 높은 의

식의 대가로 1946∼1950년 기간 매 헥타르 당 평균 24∼35첸트네르(1첸

트네르〓100kg)의 벼 수확고를 냈고, 이영선ㆍ이광옥ㆍ김병길이 지도

하는 조들은 심지어 80첸트네르까지의 벼 수확고를 거두었다. 이런 높은 

수확고는 그에 해당하는 농기계ㆍ비료ㆍ살초제도 없는 조건하에서 믿

기 어려운 노력의 대가로써만 달성할 수 있었다.

벼농사에서 콜호즈의 일부 조들과 분조들이 달성한 지표는 심지어 소

련 전체에서도 대단히 높은 지표였다. 때문에 1948년도에 소련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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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콜호즈원들을 각급 훈장과 메달로 표창했고, 김병화 회장에게 사회

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7) 1949년에도 높은 

수확고로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회원 15명이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이 니콜라이ㆍ허 세르게이ㆍ정명복ㆍ정병

욱도 있었다.

1940년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는 목화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목화의 높은 수확을 얻기 위해 콜호즈원은 새로운 진보적인 3포식 경작 

윤작제를 도입하고 유기 비료로 땅을 확충시켰으며, 살수 및 수문 시설

을 건설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초기에 우즈베키스탄 평균 수확고보다 2

배나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1953년 김태천과 원재식이 지도하는 

분조들은 헥타르당 목화를 52첸트네르 거두어 국가에 바쳤다. 콜호즈 전

반적으로는 계획량을 132% 수행했다.

이와 같은 높은 지표 달성에는 빠른 속도의 다수확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한 김병화 회장의 올바른 노동조직이 바탕이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

로는 뒤떨어지고 자력 없는 농장들인 ‘아훈바바예브’ 콜호즈와 ‘쿠츨리

크’ 콜호즈를 자기 콜호즈에 받아들여 합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농장들

의 평균 목화생산량은 1헥타르당 12~13첸트네르였는데, 통합된 후 1953

년도 수확고는 벌써 24.7첸트네르가 되었다. 전쟁 직후 시기의 콜호즈 건

설 경험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 소규모 콜호즈들은 잘 발전되지 못했다. 

때문에 1950년대 초기에 공산당과 정부는 현존 콜호즈들을 더 넓히고 강

화시기 위한 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전체 고려인 콜호즈들에게도 

관계되었다. 경제적으로 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선진 콜호즈들은 

7) Kim K. A., Zhizn I deyatelnost dvazhdy Geroya Socialisticheskogo truda Kim Pen 
Hva.Mezhdunarodnaya nauchno-prakticheskaya konferenciya ≪Kim Pen Hva i 
koreicy Uzbekistana≫. Tezisy dokladov. Tashkent, 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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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지고 약한 콜호즈들과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

도 당과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통합을 억지로 해야 했으니, 국가는 콜

호즈들의 자원적 원칙을 위반했고 경제적 합리성을 참작하지 않았던 것

이다. 뒤떨어진 가난한 콜호즈들을 부득불 받아들여야 했을 때, 첫 시기

에는 발전을 지연시키고 농작물 평균 수확고도 낮아지기 마련이었다. 이

런 부정적인 역효과가 통합 후 초기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콜호즈들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고 경작지 면

적이 넓어졌으며, 물질기술 토대가 강화되었고, 공동소유 가축 수가 증

가되었다.

통합 콜호즈의 건설 강화는 농작물 재배의 기계화와 노력조직 문제 해

결을 통해 이루어졌고, 기계ㆍ트랙터 배급소가 자기 지역 기술봉사를 개

선시키기 위해 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콜호즈에서는 다프로필 

농업생산과 함께 여러 민족의 노동활동에 일정한 전문화를 이루고, 사

회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노동경험과 문화전통에 따른 부문별 분할이 

이루어졌다.8)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인을 비롯하여 우즈베크인과 기타 민족

들이 일하게 된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는 다른 콜호즈들에 비해 

자기 조직력과 높은 노동생산 능률로 구별되었다. 이런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데는 콜호즈 생산의 재능 있는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김병화 회

장의 꾸준하고 완고한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김병화 회장은 고

려인 사회에게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전체 국민에게 속한 농산업 지

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콜호즈에서는 진실한 국제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 회장과 함께 살며 일한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근면하고 

8)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 비교문화 연구, 서울대

학 비교문화연구소. 제2호, 1995, 226~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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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많은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민족 소속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구역 및 콜호즈 전체 주민들은 깊은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추억한다. 전쟁 후 시기에도 콜호즈는 목화ㆍ벼, 기타 농산물 생산

에서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공화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장의 하나가 되었

으며, 콜호즈의 수입은 1백만 루블의 한계를 넘어섰다. 콜호즈원의 이러

한 초과 달성은 정당하게 평가되어 26명 콜호즈원이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훈장과 메달로 표창되었다. 한 농장에서 그

렇게 많은 숫자의 사회주의 노력영웅이 배출된 예는 소련 역사상 없다.

김병화는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콜호즈 회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적극

적인 사회정치활동가로서도 널리 알려졌다. 1940년 김병화는 농촌소

비에트 의원으로, 다음에는 구역소비에트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때

부터 그의 생활은 선거권자들과 밀접한 연계가 맺어졌다. 대의원 김병화

는 벡테미르Bektimir 마을에 학교ㆍ은행ㆍ도서관, 기타 문화후생기관

들을 건설하였다. 그의 지도하에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농민들은 타시

켄트, 페르가나 수로 건설에 적극 참가했고, 보수이, 파르하드Farkhad 수

력발전소 건설에도 참가했다.

김병화는 정치적 장수자의 한 사람이다. 우즈베크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소집대의원으로서 일곱 번이나 당선되었기 때문이

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해 동안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 농경문제 담당

위원회 회원으로 있었다. 

1961년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농경 발전을 위해 특출한 

공로를 세운데 대해, 그리고 적극적인 국가ㆍ사회활동에 대하여 김병화

에게 두 번째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했고, 콜호즈에는 동상이 

건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4명의 2중 사회주의 노력영웅이 있는

데, 우즈베크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샤라프 라쉬도프Sha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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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hidov, 쥐자크Dzhizak주 ‘모스크바’ 콜호즈 회장 나시로프Nasyrov, 타시

켄트주 치나르Chinar 구역 기계공 아후노바Akhunova, ‘폴랴르나야 즈베즈

다’ 콜호즈 회장 김병화 둥이 그들이다. 페르가나주 목화 재배공 투르순

쿨로바Tursunkulova는 3중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김병화는 생산 활동과 함께 농민의 후생 문제, 문화 휴식, 스포츠대

중화 사업에도 많은 배려를 하였다. 농민 앞에서 상시적으로 강의했고, 

생산 선구자ㆍ작가와 자주 만났으며, 인민친선야회를 진행했고, 1주일

에 한 번씩 청년야회를 행하곤 했다. 이 야회에는 선진 콜호즈원과 경리 

지도자ㆍ학교 교사가 출연하였다. 콜호즈 중심에 있는 클럽에서는 연극

이 공연되었고, 예술영화와 아동영화가 상영되었다. 교양사업을 위해 콜

호즈에서는 라디오망과 벽보 신문을 많이 이용했다. 콜호즈에서는 아마

추어 연극단이 편성되어 활동하였고, 타시켄트시 전문배우를 자주 초청

하여 연극을 하게 했고,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시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극장 배우단도 자주 순회공연을 하였다.

‘폴랴르나야 즈베즈다’에서는 김병화의 직접적 지도하에 3개의 클럽

(문화회관)과 6개의 학교ㆍ산아원ㆍ병원, 6개의 상점, 4개의 의료구호

소ㆍ목욕탕ㆍ약국ㆍ우편국ㆍ도서관ㆍ이발소ㆍ후생봉사소 등이 건설, 

이용되고 있었다. 콜호즈원 집집마다 라디오 망이 가설되고, 전기가 가

설돼 있었다. 해마다 160명의 아동들이 콜호즈 소년야영소에서 휴식했

다. 콜호즈 축구단은 소련 제2급연맹축구시합에 참가했는데, 이런 수준

의 축구단을 갖고 있은 도시도 많지 않았다.

김병화는 그저 훌륭한 농업생산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리사욕

을 모르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국민들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지도부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명망과 위신이 높으면서도 사생활은 아주 

검소했고, 모든 정력과 지혜ㆍ성의를 오직 사람들을 위해 새 조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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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쳤다.

‘폴랴르나야 즈베즈다’ 당위원회 이전 비서 김 콘스탄틴9)의 회상에 의

하면, 김병화는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항상 가르쳐 주었다. 김병화는 융통성이 많은 인간으로, 그때

그때 주어진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여 가장 적당한 결정을 내렸

다. 그리고 농사일에 능통하면서도 농산업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항

상 참작하고 들어주었다. 그들을 믿어주면서도 한편 매 사람들에게 책임

성을 요구했고, 그들의 특히 전문가들의 사업을 항상 검열하면서 잘못하

면 타일러주거나 책망도 하고 옳게 일하도록 가르쳐주었다. 김병화는 부

드럽고 친절했으며,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어느 누가 무슨 불평이나 하소연을 할 때는 잘 들어주어 그의 

애로를 풀어주려고 애썼다.10)

타시켄트 국립사범대학 리 브라니슬라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부모와 다른 어른들의 회상담에 의하면 김병화 회장은 타고난 지

도자였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주 반갑게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분

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고는 친절하게 바래주었다.”11) 한 당윈 원장은 

아래와 같은 회상담을 했다: “… 어제 나는 참으로 무참했었다. 아침 여

섯 시에 시작된 짧은 생산회의에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 콜호즈에서는 

노동규율ㆍ일과가 철저했고, 회장 자체의 사업스타일에서 모범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회장은 누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압력

  9) Brutt Kim., Koreicy Uzbekistana, Kto est kto., p. 51.
10) Kim K. A., Zhizn i deyatelnost dvazhdy Geroya Socialisticheskogo truda Kim Pen 

Hva., p. 16. 
11) Li B. S., O vremeni, o ≪Polyarnoy zvezde≫ i o vydayushemsya predsedatele Kim 

Pen Hva.  Mezhdunarodnaya nauchno-prakticheskaya konferenciya ≪Kim Pen 
Hva i koreicy Uzbekistana≫. Tezisy dokladov, Tashkent, 200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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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는 일은 없었다. 항상 타이르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지도 방식, 사

업태도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효과적이었다.”

김병화는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꼼꼼하고 

엄했다. 고려신문(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월간 고려

인 신문)에 그의 전우였던 박 블라디미르가 김병화에 대한 회상담을 게

재하였다. 이 회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담겨 있다. 어느 날 그의 사

무실 전등이 타 끊어지자 김병화 회장은 그것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

런데 새 전등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고는 끊어진 전등과 함께 경리부에 

바쳤다. 지나치게 잘지 않는가? 그렇다. 오늘날의 견지에서는 물론 지나

치게 소소한 일이다. 그러나 김병화 회장은 콜호즈원의 피땀으로 벌어들

인 매 코페이카(소련ㆍ러시아의 가장 낮은 화폐단위 동전)의 값을 알고 

있었다.

김병화는 신념이 강한 진실한 공산당원(좋은 의미에서)으로서 아주 정

직하고 깨끗하며, 나쁜 것과는 조금도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에 얽힌 일화는 후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한 아들이 법을 위

반하여 형무소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당시 우즈베키스탄 

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샤라프 라쉬도프가 김병화에게 전화, “… 자

네가 말하는 대로 아들을 처리할 것이니 무슨 말이건 하게!”라고 말했다. 

이때 김병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법대

로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나 김병화는 같은 마을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다정스럽고 너그러

웠다. 박 블라디미르에 의하면, 박 블라디미르가 자기 아들의 혼인날 신

부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김병화 회장이 자기 직무용 자동차를 보내주었

다. 당시 자동차 이용은 극히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김병화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생애 말년에도 계속 근무했다.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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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건강 때문에 이전처럼 콜호즈 사업을 지도할 수 없게 된 그는 공화

국 지도부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자기 직책에 그냥 남아있

으십시오.” 이런 대답을 보내왔다. 그의 위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

가 회장직에 그냥 남아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공화국 

정부는 콜호즈와 콜호즈의 한 거리를 김병화의 이름으로 부를 정령을 내

렸고, 그때부터 ‘김병화 콜호즈’로 불리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 요인으로 농장의 사회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충분한 물질기술적 확충도 없이 목

화 총생산량을 올리기 위해 정부는 목화 파종지를 확장시킬 지령을 내렸

다. 아무리 콜호즈원이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도 그 넓은 땅을 육

체노동만으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가꿀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1986년 

‘김병화 콜호즈’에는 1,056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 콜호즈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은 1,248명뿐이고, 목화밭 총면적은 1,530헥타르, 아마 파종 

면적은 685헥타르, 곡물 920헥타르였다. 따라서 농민 1인당 1헥타르의 

목화밭, 0.5헥타르의 아마밭, 약 1헥타르의 알곡 파종지가 부담되어 있었

다. 그밖에 콜호즈원은 168첸트네르의 누에고치를 거두었고, 906마리의 

소, 1174마리의 염소와 양, 253마리의 돼지를 길렀다. 사정이 이러한 만

큼, 농민들이 목표한 수확량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자연

히 목화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때 선진 농경리로 이름을 떨

친 ‘김병화 콜호즈’는 영락하기 시작하여 명예가 추락되고, 김병화 회장

의 이름도 점차 잊혀져가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신 블라디미르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고려인의 명의로 타시켄트주 틀랴가포브지사 앞으로 공식서한을 

올렸는데, 김병화 회장의 이름을 영원히 남겨놓기 위해 한 마을을 김병

화의 이름으로 부르자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고려인의 이런 요청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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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받아들였다. 1991년 ‘김병화 콜호즈’는 시대정신에 맞춰 ‘김병화 

인민조합’으로 개명됐지만,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속도는 계속 내려갔다. 

후에 명칭은 또 바뀌어, 지금은 그저 농장으로 불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자각해야 할 것은 김병화 회장 같은 사람이 바로 고

려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ㆍ러시아 고려인에 대한 좋은 평판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2

년이 지나면 고려인이 구소련 중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탄에서 살기 시작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자기 향촌 콜호즈의 생활 개선과 국가의 농경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인 김병화 선생의 이름을 영원히 남겨놓을 수 있

는 책이 출판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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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인구 상황

Ⅰ. 서언

소련 붕괴와 소련을 이루던 독립공화국들에 일어난 변화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9년 카자흐스탄 자체에서 

행해진 최초의 총인구조사 결과, 1989년 소련 전역에서 마지막으로 행해

진 총인구조사 대비 카자흐스탄 총인구는 1,246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유일하게 새 수도 아스타나(13.5%)와 알

마티(5.4%), 그리고 유즈노카자스흐탄스카야(8.5%), 크질오르진스

카야(3.8%), 아트라우스카야(3.7%) 등 3개 주뿐이었다. 기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으며, 러시아인ㆍ우크라이나인ㆍ독일인이 사는 북쪽 지

역에서는 감소 폭이 특히 심했다.

카자흐스탄에는 120개 인종 이상이 거주한다. 그 중 5개 인종, 즉 카

자흐인ㆍ러시아인ㆍ우크라이나인ㆍ우즈베크인ㆍ독일인이 전체 인구의 

92%를 점유한다. 전체 인구에 대한 토착민의 인구 비중은 1989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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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명) 1989년(명)
1989년 

대비 

1999년

(%)

총인구 대비 

지역별 고려인 

인구 비중(%)

총
총계에 

대한 %
총

총계에 

대한 %
1999년 1989년

카자흐스탄 전체 99,655 100 100,739 100 98.9 0.7 0.6

아크몰린스카야 1,489 1.5 1,382 1.4 107.7 0.2 0.1

악추빈스카야 1,383 1.4 1,350 1.3 102.4 0.2 0.2

알마틴스카야 17,488 17.5 18,483 18.4 94.6 1.1 1.1

아트라우스카야 2,600 2.6 3,000 3.0 86.6 0.6 0.7

보스토츠노카자

흐탄스카야
1,574 1.6 1,553 1.5 101.4 0.1 0.1

잠블스카야 14,000 14.1 13,360 13.3 104.8 1.4 1.3

에 비하여 53.4%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러시아인의 비중은 반대로 

7.4% 감소하였고, 독일인은 1.7% 감소를 보였다. 인구 구성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인종들의 거주 이전 및 출산 특성

에 나타나는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Ⅱ. 고려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 및 구성

1999년 카자흐스탄 총인구조사에 따르면, 고려인 인구는 99,665명으

로 1989년에 비하면 1,100명이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의 10대 민족 중

에서 고려인은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알마아타에서는 6위이다. 1989년

과 1999년 고려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 및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인 인구의 지역별 분포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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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빠드노카자흐

스탄스카야
731 0.7 631 0.6 155.8 0.1 0.1

카라간진스카야 14,097 14.2 14,672 14.6 96.1 1.0 0.8

코스타나이스카야 4,160 4.2 4,085 4.1 101.8 0.4 0.3

크질오르진스카야 8,982 9.0 12,047 12.0 74.6 1.5 2.1

만기스타우스카야 716 0.7 816 0.8 87.7 0.2 0.3

파블로다르스카야 1,013 1.0 924 0.9 109.6 0.1 0.1
세베로카자흐스

탄스카야
534 0.5 746 0.7 71.6 0.1 0.1

유즈노카자흐스

탄스카야
9,780 9.8 11,430 11.3 85.6 0.5 0.6

아스타나 2,028 2.0 1,329 1.3 152.6 0.6 0.5

알마티 19,090 19.2 14,931 14.8 127.9 1.7 1.4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인구는 여전히 대

부분이(83.7%) 5개 주(알마틴스카야, 잠블스카야, 카라간진스카야, 크

질오르진스카야, 유즈노카자흐스탄스카야)와 알마티시에 집중되어 

있다. 총인구 대비 고려인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알마티(1,7%), 크

질오르진스카야주(1.5%), 잠블스카야주(1.4%)이다.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보스토츠노카자흐스탄스카야, 자파드노카자흐스탄스카야, 파

블로다르스카야, 세베로카자흐스탄스카야주州로 각각 0.1%이고, 수

도 아스타나는 0.6%로 2,028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

인 5명 중 1명(19.2%)이 알마티시에 살고 있으며, 알마친스카야 주로 볼 

때는 17.5%이다. 카라간진스카야와 잠블스카야주는 각각 14.2%, 14.1%

이다.

두 번의 인구조사 기간 중 고려인 인구의 급증을 보인 곳은 수도 아스

타나(52.6%)와 알마티(52.6%)이다. 반면, 알마친스카야 주(5.4%), 카라

간진스카야(3.9%), 크질오르진스카야(3.9%), 유즈노카자흐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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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주(14.4%)에서는 고려인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고려인 인구가 가장 

적은 세베로카자흐스탄스카야주(534명)의 감소폭은 28.4%1)를 기록

하였다. 소련의 고려인은 시골에서 도시로 빠른 속도로 거주지를 변경함

으로써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60년 동안 대부분이 농업인에서 도시민으로 탈

바꿈하였다. 

두 번의 인구조사 기간 중, 카자흐스탄 고려인 총인구는 1.1%의 감소

를 기록한 반면, 도시민의 인구는 1.9% 증가하였다. 도시민의 증가는 자

연 증가와 시골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에 기인한 것이며, 때문에 고려인 

농민 수는 지난 10년 기간에 15.9%에서 13.4%로 감소하였다.

1999년 고려인 인구의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기스타우스카

야(98.9%) 아트라우스카야(96.8%), 카라간진스카야(96.6%), 파블로다르

스카야(94.3%), 크질오르진스카야(93%)이다. 고려인 중 시골 거주인

의 비중은 수도 아크몰린스카야주에서만 51.2%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 

기타 세베로카자흐스탄스카야(45.5%), 알마친스카야(40.7%), 자파드

노카자흐스탄스카야(22.8%)에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 연령분포

1989년 총인구조사에 따른 카자흐스탄 소비에트공화국의 고려인 연

령 분포는 14세 미만 아동 29,797명, 15~25세 미만의 연령 그룹 13,402

명, 25~45세 35,419명, 45~65세 17,896명, 65세 이상 6,801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1/3은 16세 미만이 차지했고, 약 57%

1) Pak. A. D.,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인구학적 특징, 200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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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 가능한 인구였으며, 13%는 노동 가능 연령보다 나이가 많았다. 

연령분포를 10년씩 세분하면, 10세 미만 아동 그룹과 30~40세의 젊은

이 숫자가 가장 많아 각각 고려인 총인구의 1/5을 점유하였다. 

1989년의 인구조사 이후 10년 기간 중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 0~9세

와 30~39세 사이의 연령대가 심한 감소를 보였다. 1989년 이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각각 19.6%와 19.8%, 1999년에는 각각 12.4%, 12.7%이었

다. 10~29세 연령대의 고려인은 4.1% 증가했고, 40~49세는 7.2%, 50

세 이상은 3.0% 증가했다. 30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1989년의 49.7% 대

비 46.6%이었고, 30~59세는 41.2%, 60세 이상은 12.2%이었다. 남녀 성

별간 연령분포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카자흐스탄 고려인 연령분포, 1989년과 1999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비중(%)

그 중

남자 여자

1999년 1989년 1999년 1989년 1999년 1989년

30세 미만 46.6 49.7 48.5 50,9 44.9 48.6

30~59세 41.2 40.0 40.9 40,5 41.5 39.5

60세 이상 12.2 10.3 10.6 8,6 13.6 11.9

1989년 고려인 평균 나이는 31세로, 남자는 30세, 여자는 32세이었다. 

10년 후 이 수치는 32세로 변경되었고, 남자는 32세, 여자는 34세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가능 연령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구의 노령화와 최고령자 그룹에서 여성 비율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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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을 의미한다. 

고려인의 출산율 하락은 1960~1970년대에 시작되어 소련 붕괴 시점

까지 계속되었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도시민과 농촌인

을 가리지 않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높은 생

활수준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출산율을 결정짓는 인자가 될 것이다. 

한편, 환경 악화와 지나친 스트레스, 그리고 미약한 사회보장 장치 등은 

평균수명을 낮추는 결정 인자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젊고 노

동 가능한 가임妊娠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인구적 잠재력이 보

존되고 있다. 이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30년이 지나 사회경제 여

건이 호전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인의 인구학적 행동도 최

적화되어 인구 증가 및 성별 구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1999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고려인 남성은 48,529명이고, 여성

은 51,136명이다. 인구 1백 명당 남자 49명, 여자 51명이다. 남자 인구수

가 여자보다 약간 낮아 각각 48.7%와 51.3%를 점유하고 있다. 1천 명의 

여자 대비 남자는 949명(1989년에는 980명)이고, 그 중 도시지역은 936

명, 시골은 1037명이 남자이다.

소련 역사에서 최근 10년간 성비性比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남녀 

숫자가 균등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과 스탈린 시기에 희생된 남자 인

구 손실로 초래되었던 불균형이 조정되었다. 소련 붕괴와 그 후 이어진 

사건들은 소련에서 남자 인구의 비중이 줄어든 데 이유가 있다. 고려인

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1979년 고려인 총인구에서 남자 비

중이 49.7%, 여자 50.3%였다면, 1989년에는 각각 49.5%와 50.5%, 1999

년에는 48.7%와 51.3%였다. 연령대별로 볼 때 고려인 남자의 숫자는 퇴

직 전의 나이에서 여성의 수를 약간 상회할 정도였다. 노동 가능 연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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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그룹에서 여성의 비중은 훨씬 높아서 1989년에는 7.8%, 1999년에

는 7.1%나 높다.

<표 3> 카자흐스탄 고려인 남녀의 성비, 1989년과 1999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남녀 모두
그 중

남자 여자

1999년 1989년 1999년 1989년 1999년 1989년

 총인구(모든 연령대 포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가능 인구보다 연소자 23.8 30.5 24.9 31.2 22.8 29.8

 노동가능 인구 63.0 56.8 65.6 60.1 60.6 53.7

 연금생활자 13.2 12.7 9.5 8.7 16.6 16.5

신생아 중 남아가 여아보다 수적으로 많은 것은 전반적인 현상이며, 

위와 같은 성별 불균형은 고려인만의 특징은 아니다. 일부 민족에서는 

가족을 계획함에 있어 씨족의 계승자와 상속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

실이긴 하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은 고려인의 예에서도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인구조사에서의 가족이란 같이 살고, 혈연(혹은 결혼에서 기인하는 친

소관계 등)의 특징으로 묶여 있으며, 공동의 예산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

임이다. 가족구성원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인구조사 시 별거하는 가족의 

일원과 홀로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 1989년 인구조사에서 카자흐

스탄에는 19,300의 고려인 가족이 하나의 (고려인)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알마티에는 3,100 가족 이상이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은 가족에서 사는 사람의 수는 70,200명, 전체 고려인에 대비 67.9%에 

해당하고, 알마티에는 11,600명, 비율로는 72.4%에 달했다. 한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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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성원은 3.7명으로 카자흐스탄 전체로 볼 때 4명보다 0.3명 낮다. 알

마티의 3.5%에 비해서는 0.2명이 많다. 1999년 인구조사에는 고려인 가

족 구성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가족 수가 더

욱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2. 결혼 및 산아 행동

결혼 및 가족구성을 상세히 조사한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

흐스탄 고려인 중 혼인 상태가 71,800명,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사람 6

천여 명, 이혼자 4,200명으로 집계되었다. 홀로된 사람의 84.7%는 여성

이고, 그 중 70.5%는 60세 이상이다. 이혼자 중 2/3는 여성, 1/3은 남성이

었다.

1999년 인구조사에서는 혼인에 대한 질문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

였다. 전체 고려인 인구에서 혼인 상태의 인구의 비중은 78.1%인 77,864

명으로, 그 중 남자 37,428명(48.1%), 여성은 40,436명(51.9%)이었다.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각각 28.3%, 23.1%이고, 

혼인 상태의 인구 비중은 62.7%와 51.3%, 홀로된 사람 3.7%와 14.4%, 

이혼자 각각 5.3%과 11.2%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4세 남자 그

룹에서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72.6%, 여자는 55.9%이었

고, 25~29세 연령대에서는 37.1%와 25.3%, 30~34세 연령대에서는 

20.6%와 13.7%, 35~39세 연령대에서는 각각 11.2%와 9.2%이었다. 혼

인율은 남자의 경우 35~69세 연령대에서, 여자의 경우 30~59세 연령대

에서 높았는데, 남자의 경우 비율은 79~87%, 여성의 경우는 62~70%

이었다. 16~19세 연령대와 20~24세 연령 그룹에서 혼인 상태의 남자 

비중이 여자보다 약간 낮았는데, 비율로는 각각 1.6%와 4.9%,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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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와 37.1%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홀로 될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마지막 인구조사

에서 나온 결과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 독신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

성에 있어 더 보편적이다. 남녀의 독신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20~24세 연령대에서 0.2%이고, 65~69세 사이는 15.7%까지 증가하였

으며, 70세 이상은 28.8%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24세 

사이에서 0.7%, 55~59세는 24.6%, 60~64세는 34.2%, 65~69세는 

48.5%, 70세 이상은 74.3%로 조사되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의 비중은 30~34세 연령대에서 

18.1%로 가장 높고, 35~49세는 17.5%, 50~54세는 15.4%, 그리고 65~

69세는 4.3%이었다. 남성의 경우 이혼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

39세 그룹으로 8.6~8.9%를 기록했고, 40~54세는 7.4%~7.9%, 65~69

세는 2.0%이었다.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1989년의 경우 16~29세 인

구 40%가 혼인 상태인 반면, 1999년에는 25%에 지나지 않았다. 젊은이

들은 결혼문제에서 좀 더 실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교육문제와 직

업, 성공적인 직장, 물질적인 독립, 주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면을 

보였다.

도시환경에서는 학교ㆍ직장ㆍ일상생활, 직장 외 사생활에서 타민족

과의 교류가 더 빈번하다. 도시문화에서 주거ㆍ가구ㆍ가정용 기기ㆍ식

기ㆍ음식 등이 표준화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음식문화에서 민족적 특징

이 다소 보존되어 있다. 여러 가지 민속음식이 잘 차린 명절상의 꽃이 되

긴 했으나, 도시민의 아침식사는 민족에 상관없이 대등소이하다. 정신문

화와 풍습ㆍ예절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의 전통적 특징은 널리 통용되는 

행동양식ㆍ사고방식ㆍ예절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소련 붕괴 후의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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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에서 러시아어는 여전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어

는 고려인의 모국어이며, 제민족 간 언어 소통의 수단이다. 이런 여건으

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930~

1940년대에는 타민족과의 결혼이 아주 드문 행사였다면, 1960~1970년

대에는 타민족과의 결혼이 고려인의 인종적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현상

이었다. 

1970년대 고려인 젊은이들은 결혼상대로 러시아인 처녀를 선호하였는

데, 1980년대에는 그 비율이 대폭 낮아졌고(70.7% → 54.7%), 오히려 이 

기간 중 카자흐민족의 처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9.7% → 20%). 

고려인 처녀의 경우는 완전 정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10년 동안 고려인 

처녀가 러시아 신랑을 선택하는 비율은 대폭 증가한(42.2% → 56.6%) 반

면, 카자흐 민족 신랑을 선택하는 비율은 꽤 감소하였다(33.3% → 23.7

%)2) 1990년대 알마티시의 주민등록청(ZAGS) 통계에 의하면, 고려인 5

명 중 1명은 이 도시에서 살고, 그 중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은 40%에 이

르렀다. 고려인과 카자흐인 사이의 혼혈 결혼은 인구분포의 변화와 도시 

생활여건에서 문화의 보편화 및 평준화 등의 요인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민족 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혼혈 결혼을 하는 성향이 높다. 가족친척 관계를 이루는 인종 수가 2개

가 아니라 3~4개,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고려인 젊

은 세대가 혼혈 결혼을 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배우

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2) Em N. B., 혼혈결혼 문제에 대하여(알마티시 주민등록청ZAGS 기록에 근거)카

자흐스탄 한국학술지제2호, 1997, 40~51쪽; Kim G. N., Interethnic Marriages 
among Koreans in Alma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Keymyong 
University, Daegu, 1998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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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주 이전 

1. 국내 이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변혁, 퇴보한 삶의 여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과거 소련의 모

든 민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국의 붕괴와 신생 주권국가들에서 나

타나는 파행적 상황으로, 소련 시대에 형성된 고려인 민족의 공통적 특

성은 분화하고 있다. 그러한 분화로 말미암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우즈

베키스탄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등의 새 개념

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3)

소련 붕괴 이후의 이주문제는 사회ㆍ경제ㆍ정치 등 여러 면과 복합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모든 이주자들에게 공통적인 원인 이외에도 고려인

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특수한 사정도 있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러시아 원동(연해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현지 관청 및 한국의 

공식지원 혹은 사업가들의 지원), ② ‘고려사람’이라는 민족적 성향과 통

합하려는 의지, ③ 고본지라는 농업의 특이성, ④ 사업에서 보이는 가문

과 가족 중시 경향, ⑤ 높은 도시화율, 높은 교육수준, 개인주의적 성향, 

성공 지향적 태도, ⑥ 남한으로 가려는 사할린 고려인들 및 일본 정부의 

보상, ⑦ 정치적 혼란(타지키스탄에 50년 이상을 거주한 고려인 동포가 

그 나라를 떠난 이유는 단 하나, 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이었다.) 

등이 그것이다.

3) Kim G. N., Khan V. S., Actual Problems and Perspectives of Korean Diaspora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Vol. 5, Seoul: 
Institute of Asian Culture and Development. 2000, pp. 45~60 (co-author G. Kim).  
in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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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우리는 4가지 항목(방향ㆍ

형태ㆍ형식ㆍ특징)에 따른 분류법을 택하였다. 방향을 세분하면 국외 혹

은 국제 이민이 있을 수 있다. 형태적으로 이민은 영구ㆍ계절적ㆍ시계추 

이민으로 세분된다. 형식적으로는 조직화된 이민 여부로 구분하고, 특징

적으로는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이주인지로 구분한다.4)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주 이전이 관찰되었다. 첫째, 시골 →

도시 이주. 도시에 사는 고려인 비중은 1989년 84.1%에서 1999년 86.6%

로 증가하였다. 둘째, 고려인은 이전의 수도와 새 수도로 적극 이주하였

다. 이 10년 기간에 알마티시의 고려인 수는 27.9% 증가하였다. 1997년 

12월 10일 카자흐스탄의 새 수도가 선포되었고, 새 수도의 아크몰라(소

련 시대의 첼리노그라드) 천도는 주권국가 건설을 향한 정해진 순서였다.

정치의 중심을 이전한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겠으나, 지정학적 측면

이 최우선적인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 민족이 소수를 이루고 

사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 북부지역으로 자기 민족이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곳의 민족 분포를 재편성하려는 의도였다. 1989년 인구조사

에 따르면, 아크몰린스카야주의 카자흐인 인구는 224,800명(22.4%)이

었다. 북부지역 산업노동자의 핵심인 러시아인ㆍ독일인ㆍ우크라이나인

이 대거 이주하였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훨씬 앞지르고, 인

구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크질오르딘스카야, 구리

예프스카야, 침켄트스카야, 기타 주) 대부분 토착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이들이 55~80%를 차지했다. 이곳에는 인구 과잉

과 잉여 노동력이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남부지역

4) Petersen W. General Typology of Migration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3, 
No. 3, 1958, pp. 256~265; Denisenko M. B., Iontsev V. A., Khorev B. S., 이주학, 
모스크바, 모스크바대학, 198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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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 기록되었고, 2/3의 인구가 극빈자 생활을 하

였다.5)

자주 거론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알마티의 불리한 지리적 위치이

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중심이 아닌 남동부에 치우쳐 있다. 과거의 

수도(알마티)는 자일린스키 알라타우 산맥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환경ㆍ지진 등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 국경과의 근접성이다. 카자흐스탄과 

근접한 중국의 신장위그르 자치주에서는 이슬람 인구의 분리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선 획정은 아직도 종

결되지 않고 있다.

수도 이전은 국내 거주지 이전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

대 초에는 유출 인구가 높았던 반면, 1997년부터는 정부 관료와 그 가족

들이 알마티에서 아스타나(아크몰라의 새 이름)로 이사를 시작했다. 1998

년에는 아스타나로의 유입 인구가 정점에 달했고, 그것은 1990년대의 최

대 규모 인구 이동이었다. 1998년 이 도시로 유입된 총 13,975명 중 94.6%

에 이르는 13,214명이 국내 거주지 이전이었다.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아스타나의 인구는 319,000명으로, 1989년

과 비하면 카자흐인 인구는 2.7배 증가하였다. 그 비중은 17.7%(1989년)

에서 40.5%로 높아졌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비중은 54.1% →

40.5%, 9.3% → 5.7%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고려인 수는 1,329

명에서 2,537명으로 52.6%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의 총인구증가율 13.5%

를 훨씬 상회한다. 이렇듯, 수도로 유입된 인구증가율로 볼 때 고려인은 

5) 카자흐스탄, 인류발전에 대한 검토(Otchiot o chelovecheskom razvitii) 1995, 1996, 
1997, UNDP, 알마티, 1995, 1996, 1997; E. Y. Sadovskaya,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천도 및 이주 영향, 카자흐스탄 http://www.demoscope.ru /weekly /2002/071/analit03.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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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아스타나로 이전한 고려인 중에는 공무

원ㆍ정부 관료ㆍ지식인들도 있지만, 이주인 절대 다수는 기업인과 그 가

족들이다. 인구의 수도 유입은 2002년에도 계속되어 42만 명이었고, 이

것은 1999년 인구조사 때 기록된 수치보다 10만 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6) 

2. 국외 이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외국으로의 이주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소위 ‘가까운 외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 등 소련 

붕괴 후 CIS 국가로의 이주비율은 높다. 예를 들어, 먼 외국으로의 이주

가 정점에 달했던 1994년에 96명이 먼 외국으로 이주했던 데 비해, 가까

운 외국으로는 고려인 10만 명 중 1,700명이 이주하였다. 1996년 고려인 

이주는 먼 외국 90명, 가까운 외국 1,063명으로, 미국ㆍ캐나다ㆍ네덜란

드ㆍ벨기에 등 먼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주로 재정적 능력과 서방 

노동시장에서 수요처가 있는 직업을 가진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이다. 

1990년대 중반 수천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

스탄에서 연해주로 이주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수십 가구의 고려인 가

족이 러시아 볼고그라드로 이주하여 새 고려인 촌이 형성되었다. 이때 

이주자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씨족 단위로 이동하였고, 남한의 비정

부단체와 교회로부터 일정의 재정적ㆍ정신적 지원을 받았다.7)

과거 소련 시절, 고려인 동포의 거주 이전 특징 중의 하나는 ‘고본지’란 

명칭을 얻은 채소와 박류(오이ㆍ참외ㆍ수박 등)를 재배하는 계절적 농업

과 관련이 있다. 수천의 고려인들이 가족씨족 단위로 구성되어 중앙아

6) 같은 곳. 
7) Tae Hyeon Back, ‘The Social Realty faced by ethnic Koreans in Central Asia’, In: 

German N. Kim and Ross King (Eds.), “The Koryo Saram”, pp. 45~89.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인구 상황   263

시아 나라로부터 거대한 소련 전역, 볼가강 유역과 우크라이나ㆍ몰다비

아ㆍ카프카스ㆍ시베리아ㆍ우랄 등지로 흩어졌다. 소련 시절 재배된 양

파는 전량이 고려인의 땀의 결실이었고, 이들의 노력은 오랜 세월 지속

되었으며, 경쟁자가 없었다. 1990년대 초, 이러한 농업이 위험하고 부담

스럽고 소득이 낮아지자, 이들은 장사꾼이나 사업가로 재빨리 변신하였

다. 현재 이 독특한 형태의 농업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그 항로와 방향은 

변하고 있다.8)   

타지키스탄에서는 6천여 명의 고려인이 내전을 피해 국외로 피난하였

다. 수백 명의 고려인이 남아있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는 현재 정

부 권력과 주둔 러시아군에 의해 상황이 일부 호전되고 있다. 타지키스

탄 난민 고려인들은 전쟁 난민의 처우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9) 

중앙아시아로부터의 고려인 이주의 파도는 가라앉았지만, 정치ㆍ경

제적 상황, 인종간의 관계, 종교 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다시 출렁일 수 

있다.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이주는 여전히 활발하며, 거

기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연해주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있어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사할린 

거주 고려인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고려인은 연해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해주로 귀환하는 문제는 소련 붕괴 후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다시 

독립을 찾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민족이 절대 우위

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인ㆍ카자흐인ㆍ키르기스인 등의 민족

8) 리 게론, 고본지, 고려인의 흙 사랑 관찰자의 기록, 비쉬켘, 2000; 백태현, ｢중앙

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 준박사학위논문, 비쉬켘, 2001; 권희영ㆍ한 발레리, 중

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2004; 김 G. N., ｢소비에트 고려인의 직업으로서의 고본질｣, ‘고려인 동포

의 과거와 미래’ 국제회의자료 2007년 7월 13~15일, 알마티, 14~19쪽.
9) Migration in Central Asia: Its History and Current Problems. JCAS Symposium Series, 

9, Osak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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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탈린의 소비에트화ㆍ러시아화 정책의 피해를 입었다. 교육ㆍ문화 

부문은 특히 그러하다. 이 민족들은 젊은 세대가 자기 말과 예절 전통을 

잊을 정도의 큰 손실을 입었다. 소련 붕괴 이후 민족의식이 전면적으로 

고양되고 자기 민족의 우월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비토

속민은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폭발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

이 자기 혹은 자기 조상이 원래 있던 곳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국경이 

열려 풀린 상태가 되었고, 자유로이 국적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려인의 연해주 이주 문제를 맨 먼저 거론한 사람은 철학자 박일이

다. 그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고려인의 복권 문제와 고려

인의 연해주 귀환, 그리고 그곳에 민족자치주 설립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때는 흐루시초프 시대 해빙기였고, 서한 작성자는 총살을 

당하거나 투옥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직장을 버리고 알마티를 떠나 

툴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브레즈네프 시대에 고려인은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극동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주민등록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주민의 거

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때 수천 명의 고려인 청년

들이 공부하러 모스크바ㆍ레닌그라드ㆍ키예프ㆍ리가ㆍ톰스크ㆍ노보

시비르스크, 기타 도시로 떠났고, 대학을 마치고 현지에 남은 사람도 많

았다. 1960~1980년대에는 수천의 고려인이 우크라이나ㆍ몰다비아ㆍ

북北카프카스, 기타 소련의 지방에서 양파와 수박을 재배하였다. 그 가운

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절농으로 현지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극동에 

가서 아주 정착한 사람은 없었다. 과거에 자기들을 강제로 쫓아내며 “살 

곳이 아니야!”라고 윽박지르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 시기 이전에는 고려인의 연해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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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말하거나 글로 적을 수 없었다. 글라스노스트 시대가 도래到來하자 

모두들 과거의 울분을 상기해서 법에 따른 복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려인도 복권을 기대하였다. ‘일본 스파이’라는 딱지는 주위의 어느 누

구도 달지 않았고, 사실상 지워지고 없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딱

지가 사라지지 않고 엄존하고 있었다. 러시아 고려인은 자기들의 요구에 

집요했으며, 결국 러시아연방 최고소비에트는 ‘러시아 고려인 복권에 대

한’ 결정을 채택했다(1993.4.1).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 강제이주는 불법

이며, 스탈린 정책의 가혹한 행위였다고 인정한 것이다.10)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공식적으로 지위 회복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에 대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낸 사람도 소수이지만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기 나라가 소비에트 정부의 법적 계승자가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

가 과거 소비에트 고려인 모두를 공식 복권시킬 경우 수십 만 명에게 보

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의 엄청난 지출을 의미했다.

연해주 귀환 문제가 다시 토론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국

면이 대두한 1990년대 중반이다. 남한의 학자ㆍ기자ㆍ정치인들이 나서

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관한 세미나ㆍ콘퍼런스 등이 열

렸고, 러시아와 한국의 각계각층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

자 스베틀라나 남은 고려민족지역을 출간했는데, 저자의 뜻은 책 제목

과 같은 지역이 공식적으로 포시에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었다.11) 

10) 이우효ㆍ김영운, ｢러시아 고려인 복권에 대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 결정30~
40년대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백서｣, MKKA, 1997, 260~262쪽. 

11) Nam S., 고려인 촌, 연구방법모색, 모스크바,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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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의 연해주 이주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부상하면서 활발

히 토론되기 시작했다. 첫째는 러시아가 한국에 상환해야 할 차관과 상

환 방법 건이다. 둘째는 극동 지역에서의 ‘군수시설 민수 전환’이다. 셋째

는 남아도는 군인 마을의 주거시설이다. 넷째는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이

며, 마지막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고려인이 다시 이주하려는 경향이

다. 이 경향은 타지키스탄 출신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일부 농업지역 출

신 고려인에 있어 특히 더하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

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이주민 중 대가족 어른이나 친

족의 장 등 한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위엄을 받은 비공식 지도자들이 일

부 섞여 있다. 과거 포시에트 지역 공산당위원회 비서였으며, 나라를 배

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스탈린 정권 때 숙청된 김 아파나시의 아들 첼미

르 김은 이주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

반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 수는 수천 명(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움)

에 불과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학술논문이나 신문 기사, 한국 학자들

의 논문에서는 확실히 부풀린 3만의 이주민이란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고려인의 연해주 이주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거나, 러시아 연방정부 혹

은 극동 지방정부가 이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

는 얘기다. 고려인 자치주 설립문제는 결코 의제에도 들지 못하는 건이

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구체적이고 실제 있었던 사례가 있다. 첫째 사

례. 1934년 유태인 자치주가 설립되었는데, 198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유태인은 그곳 총인구의 5%(1만 명 약간 넘는 선)를 넘

지 않았다. 1989년 러시아 거주 유태인 인구수는 70만을 넘었고, 그 중 

대부분이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등 대도시에 거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인에게 자치주를 허용한다 해도 고려인 대부분이 그곳에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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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례. 1941년 8월 28일자 포고령에 의해 (독일인)공화국이 폐지

되고, 수십 만 명의 독일인이 알타이ㆍ시베리아ㆍ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통일된 독일 정부는 볼가 강변에 독일인 자치주를 복원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제안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인의 반反독일인 시위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독일인 자치공화국 복원 문제는 결말을 보지 못했다. 

소비에트 독일인 2/3가 독일로 돌아간 지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다. 

독일인이 없으니 자치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인에게 자치주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에 대한 러

시아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도 없고, 법적 근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도 없

고, 광범위한 고려인 인구의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정 자치주 지역

에서는 반反고려인 정서가 금방 솟아날 것이다. 1990년대 말 극동지역의 

정기간행물에는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이주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자치주를 설립하는 시대는 

스탈린의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종말을 고했다. 부가이N. F Bugai 박사의 

지적에 의하면, 소련 붕괴 후 “고려인 인구는 또다시 강도 높은 거주 이

전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비非토

착민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또다시 일부 차별

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구직이나 대학 입시 등등에서).” 1990대 초반 

고려인은 러시아연방의 서유럽 지역에 퍼져나갔다. 특히 많은 고려인 유

입이 있던 곳은 볼고그라드주(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1년 1만~1만4

천 명의 고려인이 거주함)와 크라스노다르주이다(비공식 고려인 수는 약 

1만 명이다).12) 

알마친스카야주 카라탈스키군郡에는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한 시

12) Bugai N. F., 러시아 고려인과 ‘햇볕정책’, 모스크바, 2002, 144~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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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집단농장과 우쉬토바 마을에 밀집하여 사는 관계로 사회여론조

사 및 현장조사의 마당이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1990년부터 1993년 포

함한 기간 중 상당수의 고려인이 이곳을 떠나 러시아의 여러 지역, 우크라

이나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카라탈스키군 전체인구의 26%에 

해당하는 76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에스켈진스크 시골마을(okrug)에서

만 1993~1995년 기간 중 고려인 가족 20세대가 극동으로 떠났다. 1997

년에는 고려인 60명이 국경을 넘었는데, 그 중 40명은 러시아로, 20명(4

가족)은 하바롭스크 지역(크라이)으로 떠났고, 2000년도에는 단지 5명이 

떠나갔다. 하지만 극동의 농업 상황과 이민자에 대한 러시아인의 반응이 

좋지 않아 중앙아시아 출신 일부 고려인은 다시 과거의 거주지로 되돌아

왔다.

러시아연방 전체로 본다면, 상당수의 고려인이 북카프카스 지역 크라

스노다르주(크라이약 3천 명, 다게스탄8백 명 등)로 이주하였다. 통

계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사할린에는 약 4만3천 명의 고려인이, 연해

주(크라이)에는 3만 이상이, 하바롭스크주(하바롭스크시에는 9천 명)에

는 1만4천 명의 고려인이, 캄차트스카야주에는 1,952명이, 알타이스키 

주(크라이)에도 소수의 고려인이 살고 있었다.13)

특기할 만한 것은 1960~1980년대에 러시아 고려인의 자연스런 거주 

이전은 극동이 아닌, 대개 로스토프스카야주, 크라스노다르스카야주, 스

타브로폴스카야주, 카바르지노발카르스카야 공화국, 북오세치야 공화

국의 수도 알라니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러시아연방에서 고려인의 

직업은 경제ㆍ문화 방면에서 다양하다. 러시아 남부, 북카프카스 지역(남

부 연방 구역)에서 고려인은 밀집 마을을 이루어 분포되지 않고, 개별 가

족이나 농사 집단(브리가다) 단위로 산재하였다. 농사기술자로 유명한 고

13) 같은 곳, 39쪽.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인구 상황   269

려인은 놀고 있는 땅을 임대하여 양파나 다른 작물을 잘 재배하였다. 고

려인이 재배하는 토지의 수확률은 다른 토지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서 

기억해둘 것은 1990년대에 고려인의 고용율은 50~55% 미만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고려인 인구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 고려인도 다른 소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말~1990

년대 초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북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사

회적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민족 간의 갈등으로 고려인 인구의 거

주 이전은 더 빈번해졌다. 다음에 보이는 <표 4>는 1993년 극동지역으

로 이주한, 과거에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에 대한 통계이다.14) 

고려인 복권문제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연방, 특히 극동지역에서 고려

인 인구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고려인이 가족 단위로 연해주로 이

주했던 데 비해, 1994년에는 연해주 지역으로의 고려인 난민 이주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해주 정부 민족문제담당 부서장 자이크Z. G. 

Zaik에 의하면, 1986년의 인구조사 통계에는 연해주에만 8,454명의 고려

인이 거주하였는데(주 전체 인구 2,256,072명), 1996년 중반 카자흐스탄

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추가로 1만6천 명의 고려인이 유입되었다

고 한다. 2000년대 초 그 수는 연해주에 약 3만 명에 달했다. 고려인의 거

주 이전 템포는 고르지 않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15) 

극동지역 고려인 및 기타 민족의 거주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극동지역에 비교적 대규모의 러시아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의 감축은 과거 군인에게 주거지 제공과 그에 소요되는 자금

의 배정 축소를 의미하였다. 이와는 상관없이,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 각지로부터 극동연방구역으로 이주하고 있

14) 같은 곳, 44쪽.
15) 같은 곳,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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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지에 적응하면서 경제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고려인의 노동력에 관심이 있는 볼고그라드스카야, 보로네즈스카야, 

레페츠카야, 니줴고로드스카야, 로스토프스카야, 탐보프스카야 등의 주

는 ‘러시아 고려인에게 토지 공여’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들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계절농업이 널리 확신되면서 고려인은 항구 거주와 동시에 임시거주 

자격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업지역 및 북카프카스, 볼가강 중

하류지역, 중부 러시아, 흑토대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러시아 고려인이 다른 경제 부문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케메로프스카야 주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 주에는 3

백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였다. 마가단 주에도 “고려인 민족이 거주한

다.”고 확인되었다.

톰스크의 고려인 사회는 학교나 항구거주지를 찾아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주에는 1990년대 초 남

I. Nam의 통계에 의하면, 약 9백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22세 이

상의 고려인 90~92%는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전문 인력이다.

볼고그라드스카야 주는 거주 이전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주자 입장에

서 볼 때 이 지역은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는 이 지역의 거주 이전 여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볼고그라드 주는 접경지대로의 역할은 물론, 중부 러시아로 진

출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이주자 다수가 볼고그라드 주에 남아 사는 것

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곳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이주한 고려인 난민만 해

도 1천 명이나 되고, 이들은 자립적으로 혹은 주 정부나 군 정부의 지원

을 받아 정착의 문제와 직업ㆍ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주에 

공식 등록된 고려인은 2천 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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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사라토프스카야주에는 91명의 고려인이 등록되었고, 

1990년대 초에 그 수는 55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9

년 초 고려인 인구는 난민 이주자 55명이 더 늘어났다. 카자흐스탄에서 

13명, 타지키스탄에서 13명, 우즈베키스탄에서 31명이 이 주로 이주했

던 것이다. 

이외에도 사라토프스카야주에는 23명의 고려인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5명, 그루지아에서 2명, 카자흐스탄에서 6명, 카르기

지야에서 2명, 타지키스탄에서 3명,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명이 그들이

다. 여름 농사철에 사라토프스카야주 고려인 인구는 1만5천 명까지 불어

난다.

1989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로스토프스카야주에는 7,132명의 고

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

의 출신지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와 카자흐스탄 등이고, 주 전역에 퍼

져 거주하고 있다. 아조프스키, 악사이스키, 바가예프스키, 볼고돈스키

군과 로스토프나도누시에는 고려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북카프카스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 대부분이 북오세티아의 수

도 알라니아Alania에 모여 사는데, 이들은 농사 외에 상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1989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카바르지노발카르스카야 공

화국에 등록된 고려인 수는 4,983명이다.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스키주(크라이)의 고려인 수에도 변화가 있

었다. 1989년 크라스노다르주에는 1,157명의 고려인이 있었다. 스타브

로폴스키주에는 고려인 수가 그보다는 훨씬 적지만, 이곳으로도 계속 고

려인이 유입되고 있다.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 칼므이키야 공화국에는 6백 명을 약간 상

회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려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그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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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수도 엘리스타에 120명, 옥차브리스키 지방에 358명, 카스피스키

(라간스키)군에 41명, 이키부룰스키군에 25명,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

에 소수의 고려인들이 퍼져 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로 떠나

지 않고 있다. 고려인협회(AKK) 회장들은 고려인이 이 나라에 남아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의 노선은 일반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서 떠날 기회가 생긴다

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고려인 응답자 31.9%는 ‘깊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16.7%는 ‘두 번 생각 않고 떠나겠다’, 11.3%

는 ‘자식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8.4%는 ‘부모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

다. 단지 30.7%만이 ‘어디로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카자

흐스탄 고려인이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그 중 3.0%만이 역사상의 조국(한국)

으로 대규모 이주하는 것만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정

하고 있다.16) 

Ⅳ. 고려인 동포의 사회구성 변화 

1. 사회구성 변화의 주요 흐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구성을 분석하는 작업에는 객관적인 어려

움이 있다. 국가의 통계 양식에 고려인은 ‘그외 기타’ 항목의 범주에 든 

16) 오카 나쯔코, 현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소수민족으로서의 생존전략 제23
호, 모스크바, 2001, 194~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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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어떤 자료도 없고, 이에 대한 민족사회

적 조사도 행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아직까지 고려인의 

사회의 직업적 구성 변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된 조사가 없었고, 이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소련이 붕괴되고 카자흐스탄이 완전 독립을 이룬 다음 해인 1992년 

발간된 카자흐스탄의 소비에트 고려인들이란 책자에 소개된 직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그 중에 수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것

은 각종 직종에서 ‘공훈자’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들의 무리였다. 이들은 

모두 209명으로, 분야별로 보면 공업 분야 21명, 농업 43명, 건설 건축 6

명, 상거래 및 서비스 2명, 교육 31명, 보건 9명, 학술 36명, 문학 10명, 예

술 30명, 금융 보험 6명, 법조 4명, 문화 스포츠 11명 등이다. 

‘공훈자’ 칭호 보유자는 농업 분야에 4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중

은 모든 수상자들의 20%를 넘지 않았다. 209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전

문가 명부에서 여성은 25명에 그쳤고, 그 중 1/3은 고려인 극장의 배우이

고, 나머지 1/3은 학교 교사였다. 예술 분야에서 수상자가 많은 것은 고

려인 극장의 배우ㆍ희곡작가ㆍ감독 및 기타 사람들이 이 칭호를 수여받

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고려인은 높은 칭호를 1960∼1980년대에 수여받았는데, 이

는 오랜 세월 동안의 성공적인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명예로운 호

칭을 수상한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50을 훌쩍 넘고 있으며, 청년이나 중

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카자흐스탄이 주권을 회복한 후 10년 동안 고려인의 직업구성에 변화

가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제1차 인구조사 설문지에는 직업을 묻는 항목

이 포함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4>는 인구조

사 당시 15세 이상의 응답자 중 주식회사나 국가 기관ㆍ소기업ㆍ합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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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ㆍ사회단체ㆍ농업ㆍ개인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한다고 

응답한 고려인의 직업에 따른 숫자 및 분포이다. 경제 분야의 목록ㆍ직

종ㆍ직업이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고, 사회계층이나 특정 그룹 

소속을 분명히 가리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있는 자료를 쓸 수밖에 도

리가 없다.

199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고려인 인구의 약 30%, 15세 이상의 

인구 38%가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카자흐스탄 전체적으로는 이 수치가 

각각 27.9%, 39.1%이었다. 두 번째 수치(15세 이상)가 낮은 이유는, 

15~24세 연령대의 고려인은 학교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고려인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편차가 있어서 크질오르진스카야주에서는 23.5%, 유즈노카자흐탄

스카야주에서는 25.8%, 아스타나 37.5%, 만기스타우스카야 주에서는 

38.0%이었다. 고용된 인구 비율은 주거 지역과 소재지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에 잉여 노동인구가 많은 남부 주는 평균 이하이고, 북쪽ㆍ서쪽ㆍ동

쪽ㆍ중부 지방은 반대로 더 높다.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새 수도 아스타나였다. 모든 민족에서 그

러하였는데,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더 좋은 사업 전망을 찾아 새롭게 역

동적으로 발전하는 수도로 모여들었다. 이는 새 수도에서는 많은 기관 

단체의 일자리, 새 일터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알마티에서 고용인구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은 아스타나에서보다 나이 많은 연령층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전체로 볼 때,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도자급 인구가 

고용인구의 8.3%를 차지한다. 고려인 인구에 있어 이 수치는 17.3%에 

달하고, 카자흐인은 7.9%, 러시아인은 9.3%, 그리고 유태인은 독보적으

로 27.5%를 점유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느 분야에서 그런 것이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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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카자흐인은 토착

민족으로서 권력의 모든 분야(입법ㆍ사법ㆍ행정)와 수준에서 우월적 지

위를 점하고 있고, 경제ㆍ언론ㆍ교육ㆍ과학ㆍ문화 분야에서도 주요 요

직은 토착민족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려인이 전체인구의 

1%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려인은 지도적 지위를 꽤나 광범위하

게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정부 기구에서 고위직을 차지하였고, 그밖의 다

른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인

구 중 지도자급 인구 다수는 중소기업ㆍ회사 소유주이거나, 우선적인 지

위를 누리지 않는 국가 기구나 기관의 지도급 인사 정도이다. 고위 자격

증을 소유한 고려인 전문가 비중은 18.4%로 높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 

전체적으로 이 수치는 12.9%이고, 카자흐인 14.5%, 러시아인 12.1%, 그

리고 유태인 33.8%이다. 이 수치에서 고려인은 유태인에게만 뒤진다. 인

구조사 통계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떤 분야에 이 전문인들이 일하

고 있는지 상세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상한 대로, 고려인 중 하급

노동자의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인 6.5%이어서 유태인보다 2% 높은 수

준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이 수치는 9.8%이고, 카자흐인 9.4%, 러시아인 

10.2%이다. 지도급 인력과 높은 수준의 전문가 비중을 합한다면, 2/3 이

상의 고용인구가 자기 직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인 인구의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 분야와 주거공공서비스ㆍ상

거래 분야가 가장 높은 17.5%, 농업 12.2%, 공업ㆍ건설ㆍ운동ㆍ통신 분

야가 7.6%이다. 직종에 따른 카자흐스탄 지역별 타 민족과의 비교는 아

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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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구 그 중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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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인 

력

농

업

분

야

고

급

인

력

공

업 

건

설 

통

신

동

종

업

계

종

사

자

운

전

기

계

공

작

기

기

작

동

기

사

무

자

격

노

동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카자흐스탄

아크몰린스

29,842

  487

30.0

32.7

17.3

20.3

18.4

18.1

10.1

10.9

2.1

2.7

17.5

9.7

12.2

9.9

7.6

7.0

7.2

10.3

6.5

8.4

악쭈빈스

카야

  449 32.5 19.4 19.6 11.8 2.7 14.3 6.9 6.5 8.9 8.0

알마친스

카야 

 5,259 30.1 10.6 11.7 8.2 1.2 16.1 31.1 5.1 6.2 8.1

아트라우스

카야

  718 27.6 16,3 19.2 10.9 2.4 19.9 3.1 7.7 11.6 7.1

보스토츠노



카자흐탄스

카야

  558 35.5 21.1 21.0 9.0 2.0 16.8 7.3 6.6 7.5 7.0

잠블스카야  3,992 28.5 9.9 15.2 9.4 2.0 22.9 21.5 5.8 7.3 5.1

자빠드노

<표 4> 고려인 고용인구,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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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탄스

카야

  200 27.4 20.5 20.0 10.5 0.5 15.0 9.5 9.0 9.5 5.0

카르간진스

카야

 4,736 33.6 19.2 20.0 10.3 2.5 14.1 2.2 14.9 10.0 5.9

코스타나이

스카야

 1,219 29.3 16.1 12.1 11.4 2.2 21.7 9.6 9.2  8.0 8.9

크질오르진

스카야

 2,110 23.5 12.3 22.6 14.7 3.2 14.7 8.0 8.7  9.3 6.0

만기스타우

스카야

  272 33.0 21.7 20.1 10.3 2.6 17.6 0.7 11.0  9.2 5.1

파블로다르

스카야

  368 36.6 24.7 21.7 10.9 2.4 12.5 2.2 14.4  5.4 5.2

세베로

카자흐탄스

타야

  186 34.8 25.8 16.7 15.1 3.2 7.5 7.0 5.9 8.6 7.5

유즈노

카자흐탄스

카야

 2,522 25.8 12.7 19.2 10.3 2.2 22.5 15.1 5.8 5.4 6.2

아나타나   761 37.5 27.9 22.9 12.6 2.2 15.5 0.9 5.4 4.5 6.4

알마티  6,005 31.5 27.4 23.2 9.5 2.2 17.6 3.2 4.9 4.7 6.3

공화국 전체 4,179,052 27.9   8.3 12.9 12.3 2.2 9.5 17.9 10.8 13.9   9.8

그 중

카자흐인 2,125,354 26.6   7.9 14.5 12.3 2.0 8.5 24.2 7.0 11.5   9.4

러시아인 1,339,569 29.9   9.3 12.1 13.3 2.7 10.6 6.5 16.4 16.6 10.2

독일인 105,080 29.7   7.1 7.9 11.4 2.4 8.3 13,3 15.2 21.1 11.5

유태인 2,189 32.5 27.5 33.8 10.6 1.3 8.9 1,6 5.4 5.4   4.5

타타르 70,903 28.5  9.6 12.6 12.6 2.5 11.9 7,0 15.8 15.2 10.6

* 박(Pak, A. D.),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 특성, 알마티, 2002, 49~50쪽.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비롯하여, 국가부문의 

사유화, 사회정치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는 ‘비즈니스 맨’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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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단기간 내에 가두판매대나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규모 기업과 금융산업 그룹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 경영의 경

험을 얻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과거 몇 년간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원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제ㆍ

사회경제적 환경도 있지만,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① 교육 수준과 직장 경력, 사업수완이 좋아서 민간경제 부문에서 틈

새를 찾을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근면과 끈기, 그리고 새로운 사업 환경

에서 필요한 사교성,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남달랐다. 

② 고려인은 초기에 일부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소련시대 고

려인이 계절농사에 종사해서 벌어놓은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다. 

③ 국영기관 및 기업에서 살아남은 일부 고려인은 그 사유화에 참가할 

수 있었다. 

④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경제 관계의 역동적 발전은 

동포 간에 합작기업 및 사업관계를 설립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⑤ 카자흐스탄의 대도시에 주로 거주하던 고려인은 도시화된 사업영

역에 고용되어 있었다. 농사를 짓던 고려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⑥ 일부 고려인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형

기업을 세워 경영을 맡았다. 반半국가기업 ‘KPAMDS’ 사장 빅토로 조, 

‘Kazakhmys’의 블라디미르 김, ‘Kuat’의 올레그 김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⑦ 고려인 기업인은 카자흐스탄의 금융ㆍ은행 분야를 비롯하여, 건설, 

도ㆍ소매업, 가전제품 생산ㆍ판매, 의료ㆍ법ㆍ컨설팅 서비스, 서비스ㆍ

레저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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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전 지역

국가기관, 

단체, 

주택소유자

조합 등 

개인회사
고위직 

여성

고위직 

남성

알마친스키 지역(동)308 45 201 62 246

보스탄딕스키 지역246 47 199 66 180

제트이수이스키 지역160 16 144 39 121

아우에조프스키 지역161 23 138 37 124

투륵시프스키 지역92 19 73 16 76

메데우스키 지역211 26 185 52 159

합계1178 176 940 272 906

* 알마티시 통계국 자료에 근거, 저자가 산정한 수치(2003). 

고려인의 사회구조 및 직업에서의 변화, 금융재산상의 변화는 카자

흐스탄 독립 후 일어난 사회 전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사회에

서와 마찬가지로, 고려인도 상위ㆍ중위ㆍ저소득층 등 수적으로는 비대

칭을 이루며, 일부 조건하에 세 계층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알마티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업은 나중에 새 수도 아스타나로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5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알마티에서 고려인 

기업인의 형성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구수도 알마

티에서 고려인이 세운 기업의 숫자는 1천 개를 상회한다. 그 중 많은 수

는 지난 연간 문을 닫았거나 상호를 변경하여 그 활동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신 각 분야의 회사들이 새로 생겨 2000년대 초의 전

체 숫자는 과거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표 5> 고려인 소유 혹은 경영의 개인회사, 알마티, 1998~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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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듯이,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 그리고 개인회사의 합계 

1178 중 고려인은 절대 다수가 개인회사의 소유주(940명)였고, 비율로는 

모든 고위직의 78.8%에 해당한다. 고려인 고위직 여성도 272명으로 전

체 고위직 간부 숫자의 23%에 이른다.

카자흐스탄 전체로 볼 때 16세~60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60

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60%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과 대

학생, 정년퇴직자의 비중이 높은 알마티는 실제 노동가능 인구 비중이 

나라 전체의 평균보다 낮다. 

카자흐스탄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2만여 명 중 직업에 종사하

는 인구는 절반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알마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전체 고려인 중 12~15%는 고위직 간부이다. 카자흐스탄 전체로 볼 

때 이 숫자는 17.3%를 약간 상회한다.

알마티시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해 고위직 고려인의 직종별 분포

를 분석할 수 있다. <표 5>의 보스탄딕스키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이곳

에는 246명의 고위직 고려인이 국영기업 또는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회

사를 대표하고 있다. 개인회사의 경우, 상거래 79명을 비롯하여, 생산 16

명, 건축ㆍ건설 26명, 교육 9명, 요식업 5명, 출판ㆍ광고 7명, 컴퓨터 수

리ㆍ소프트웨어 11명, 보건 5명, 사회단체ㆍ재단 5명, 서비스 23명, 휴

식ㆍ유흥 8명, 부동산 관리 10명, 법률 자문ㆍ보안 8명, 여행ㆍ운송ㆍ기

계수리 23명 등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고려인이 상거래ㆍ건설ㆍ기타 서비스ㆍ학문ㆍ

교육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우리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알마티 

외의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고려인의 기업 활동의 전

체적인 그림은 분명하다. 

드미트리 명Dmitrii Men은 1999년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로 계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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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알마티에서 중소기업에 고용된 고려인의 그림은 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그에 의하면, 15%의 소기업이 제조에 종사하고, 건설과 

수리에 9%, 상거래에 40%, 학문ㆍ의료 분야에 2%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알마티시에서 고려인이 경영하는 기업 중 상거래 부문의 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40%)은 우리의 계산에 비하면 훨씬 높다. 그는 다음

과 같은 단서를 달고 있다. “상거래ㆍ중개업ㆍ요식업ㆍ환전 서비스 등

의 중소회사에 고용된 수가 21%로 가장 높다.”18)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

대로 그 숫자가 너무 낮다. 그가 언급한 것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부문 종

사자 비중만 해도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약 15%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

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약 3천 개에 이르는 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이때 새로 설립된 회사 중 1/7만이 문을 닫는다.”란 주장도 믿기 어렵

다.19)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1만5천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중 1/7(2,143개)만이 문을 닫았다면, 현재 영업 중인 회사 수는 12,857

개이어야 하는데, 실제보다 좀 높은 수치이다. 드미트리 명은 다음 페이

지에서 “1999년, 고려인 1천 명당 평균 3~4개의 중소기업이 있다.”20)라

며 자신을 바로잡고 있다. 그 당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인구가 10만 명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정치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수를 계산해내

기란 어렵지 않다. 

17) Men D. V.,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상황(사회학적 조사 자료)｣, 고려

인과 중앙아시아 지역, 제1차 카자흐스탄한국 국제회의 제1호, 2000, 86쪽. 
18) 같은 곳, 87쪽. 
19) 같은 곳, 86쪽. 
20) 같은 곳,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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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직업 

임지은은 2001년 5월 과거 고려인이 비교적 밀집 거주하던 알마티, 우

쉬토베, 크질오르다 등의 고려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각 지역

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고려인 인구비율 또한 다르다고 사전에 지적

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응답자를 선택하였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따라

서 설문 응답의 결과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21)

<표 6> 고려인 동포의 직업 업종 

업종 알마티 우쉬토베 크질오르다 평균(%)

 Predprinimatelskaya deyatelnost 9.3 8.2 12.1 9.8

 사무실 근무 5.3 6.0 2.9 4.8

 제조 8.0 7.7 11.6 9.0

 국가 기관, 교육 6.0 22.4 8.7 13.6

 Politechnical Industry 0.8 2.1 4.6 2.4

 서비스 9.8 10.4 17.9 10.9

 농업 2.2 19.7 1.1 7.4

 학생 3.8 5.5 13.9 20.7

 무직 19.6 18.0 27.2 21.4

* 임지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경제 여건｣, 고려인과 중앙아시아 지역, 제1차 

카자흐스탄한국 국제회의 제2호, 2001, 155쪽.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전체 응답자 숫자는 물론 각 

21) 임지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회경제상황｣, 고려인과 중앙아시아 지역, 제1
차 카자흐스탄한국 국제회의 제2호, 2001,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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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별 구분도 없다. 노동가능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조사 대

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연령층의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었는지는 추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Politechnical Industry’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제조’와 구분되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임지은의 계산도 옳지 않

다. 알마티시의 고용율 합계가 64.8%인데, 다른 도시들과 평균 수치가 

100%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시들의 실업자 비중과 그 평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든가, 아니면 ‘실업자’에 연금생활자 및 학생들

을 포함시킨 듯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30~1960년대에 고려인은 주로 시골마을에 

거주하며 절대 다수가 물을 주는 농업에 종사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

려인은 절대 다수가 도시생활을 하며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도시 생활로 인해 고려인이 농사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인 동포의 두 그룹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과 학자는 고려인 사회의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이며, 동시에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Ⅵ. 결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인구는 이 나라 독립 이후 감소하였는데, 초기의 

악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그 원인이 있다. 고려인 인구는 출생률의 감

소와 사망률의 증가, 그리고 일부 인구가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더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고려인 인구의 평균 나이는 2살 ‘줄어들었

다’. 평균 가족 수도 줄었다. 고려인 인구에서 성비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추어갔다. 다만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아직도 일부 불균형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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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족과의 결혼 비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인 및 

유럽인 대신에 카자흐인이 더 자주 결혼 상대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시 고려인의 숫자는 절대치와 상대치에서 늘어났다. 고려인 인

구가 가장 증가한 곳은 두 수도였다. 카자흐스탄 독립 초창기에 적극적

이었던 소련 이외 지역으로의 거주 이전은 현재 안정되었고, 앞으로 고

려인 인구의 보전 및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의 사회 구조와 직종에서도 지난 10년간 변화

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개혁과 진행 중인 국내 정

책,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 독립국가의 향후 발전 흐름의 틀에서 일

어났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전, 소련 붕괴 후의 급락한 생

활 수준으로 고려인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절대다수 인구는 존멸의 경

계에 놓이게 되었다. 임금의 미지불, 높은 생활비에 비해 급락한 임금 수

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직업을 버리고 소득이 되는 일이면 무

슨 일이든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계와 예술계의 지식인들이 사라지

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고려인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에 종

사하는 사람은 늘었다. 소련 시대에 ‘고본지’를 하던 고려인 일부는 직업

을 바꾸었고, 일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카자흐스

탄 내에서 하고 있다.

점차 나아지는 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발전 전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종에서 새로운 방향과 동기를 택하게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고려인 사회의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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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당면과제와 전망

Ⅰ. 머리말

구소련 시절 특히 스탈린 집권 시기에 강제 이주와 차별 대우를 경험

해야 했던 소수 민족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

쳐 가장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책이나 학위논문

에서 1937년의 강제 이주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경우 강제 이주, 이주민들의 경제적 및 문화적 

구조, 한인 집단농장의 노동 활동에 대한 공식 역사문서 자료들은 최근

에 이르기까지 <일급비밀>, <비밀>, <대외비(對外秘)> 등의 명목 하

에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그리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

료도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한인들의 인구수가 6

대 민족에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tabula rasa(백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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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아니며, 국내 학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었다.

Ⅱ.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사료편찬 

재소 한인在蘇韓人의 역사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김승화에 의해 이루어

졌다.1) 저자는 19세기 중반에서 그들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강

제 이주했던 1930년대 중반까지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인 인구수, 사회구조, 산업, 소련식 국민교육 체계의 생성과 현황, 교화

교육 사업의 형태와 방법, 민족의 극예술과 문학의 부흥 등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이주 한

인 집단농장들의 농작물 재배 활동, 조국 전쟁에 다수의 한인들이 참여

한 것, 한인 극장의 기능 등에 관해서도 간단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

하고 있다.

재소 한인의 정신문화 발전에 관한 문제는 민속학에서 다루는데, 방법

론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직은 어떤 일정

한 학술적 전통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들 문제에 대해 관심

을 표명하는 학자는 역사학ㆍ민속학ㆍ철학ㆍ예술연구ㆍ문헌학 등 다양

한 분야의 사람들이다. 문화를 다루는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민속학을 구성하는 유기체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모

든 사회적 유기체가 질과 역동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상태로서 표출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문화와 정신문

1) 김승화ㆍ정태수(편역), 소련한족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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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민속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작업의 기초는 1950년대 후반에 형성

되었다. 고려사람에 대한 민속 문화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이룩한 사람은 좌릘가시노프R. Dzharylgasinov이다. 

그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에 나타나는 공통된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상호 실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재소 한인의 민속 문화가 어떻게 변모하

고 있는지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즉, 전통과 혁신으로 문화 분야

에서의 민속학적 분화와 서로 다른 타민족 간의 민속적인 통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많은 저작들은 그 구조에 있어 공통된 체계를 가진

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한인 주민들의 거주 분포에 대한 총괄적 

정보, 그들이 기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 마을과 거주지 환경ㆍ의

복ㆍ식량ㆍ가족생활ㆍ풍습, 그리고 인류학적 발달 과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심리학자 L. V. 민L. V. Min의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가족 전통 및 

관습(알마아타, 1992)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한인의 민족적 자기 

인식 형성에 있어 민족적 가족 전통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독립국가

연합’ 내의 최초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의 보전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다. 최초의 5장2)은 인생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것들과 관련된 의식과 절차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6장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민족적 전형｣에서는 1990~1991년 카자흐스탄의 여러 지역에

2) 1장 ｢한인의 연령별 단계 구분의 특성｣, 2장 ｢유년기‘첫 번째 상’ 한인 가족에서

의 자녀 교육｣, 3장 ｢혼례‘두 번째 상’｣, 4장 ｢60회 생일(환갑)한가비 ‘세 번째 

상’｣, 5장 ｢장례 및 제례‘네 번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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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아주 신선하고 흥미롭

다. 마지막 장에는 가족ㆍ자녀ㆍ가족관계ㆍ인간관계에 대한 수백 개의 

한국 속담 및 격언이 엄선되어 실려 있다.

1992년 알마아타에서 D. V. 명D. V. Myon, L. A. 권L. A. Kwon, Z. V. 김

Z. V. Kim, N. G. 반N. G. Pan 등은 공동으로 백과사전식 열람서인 카자흐

스탄의 한인들(알마아타, 1992)을 발행하였다. 제1장 ｢전쟁 및 노동 영

웅들｣은 내전 및 조국전쟁의 참전자들과 10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양육

함으로써 ‘위대한 어머니(Mat-Geroinya)’란 명예 호칭을 수여받은 여성

들, 그리고 구소련 및 카자흐스탄의 최고회의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정

보를 싣고 있다. 제2장은 독자들에게 요직에 근무하였던 한인들, 공업ㆍ

농업ㆍ건설ㆍ학술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던 한

인들, 그리고 명예 호칭 및 정부 표창을 수여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을 소개하고 있다. 약 360여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압축된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1993년 출간된 고려 사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는 최초의 개괄

적 사료편찬 작업이며, 혁명 전과 소비에트 시대 서적 및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가장 알찬 문헌학적 지침서이다. 책에서의 사료편찬 작업은 

러시아어ㆍ영어ㆍ한국어 등의 3개 국어로 G. N. 김G. N. Kim과 R. 킹R. 

King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혁명 전 러시아 문헌에 대해서는 황실 

관리ㆍ장교ㆍ순례자들의 서적ㆍ논문ㆍ보고서ㆍ기록 등 275편의 도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구소련 문학목록은 약 40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서 발행된 것도 70편 정도 있다.

G. N. 김과 D. V.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알마아타, 

글름, 1995)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정부중앙문서보관소, 알마아타ㆍ잠

불ㆍ카라간다ㆍ크질오르다ㆍ딸듸쿠르간 및 침켄트주州의 문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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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 문서보관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단의 공

식 기록 자료들과 기타 서류들에 근거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 역사를 체

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극동으로부터의 강제 

이주, 이주자들의 농경 정착, 인구학적 발전 과정, 노동 활동 및 영적 문

화의 발전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G. V. 강G. V. Kan은 2편의 모노그래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개괄적 

역사(1994) 카자흐스탄의 한인 역사(알마아타, 글름, 1995)는 출간하

였다. 모노그래프는 아주 엄격하게 문서들에 근거하여 집필한 카자흐스

탄 고려인의 역사서로서, 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역사 전체를 망라하

고 있으며, 집필 시 저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생생하고,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편중되지 

않고 진실하게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의도하고 있다.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전사(前史)｣에

서는 학계에 알려진 고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한인들의 관계,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초의 한인 이주, 그리고 1928년 극동지역으로부

터 카자흐스탄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온 한인들벼를 경작하는 사

람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2장은 강제 이주에 대한 내용으로, 카

자흐스탄 이주한 한인들이 두 단계에 걸쳐 이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1단계는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에 걸쳐 이루어졌고, 1938년 봄 

카자흐스탄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2단계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60%의 

한인들이 이를 경험하였다. 제3장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들의 정착

을, 제4장에서는 1940~1950년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생활을 기술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인 신문과 극장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

막 장인 제6장에서는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 전반과 문화 부흥

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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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주관으로 치러진 <한인 강제 이주 및 카자흐

스탄 고려인 거주 60주년 기념> 행사에 즈음하여, G. V. 강, V. S. 안V. S. 

An, G. N. 김), D. V. 명 등의 작가들은 카자흐스탄의 한인들: 사진으로 

보는 역사(서울, STC출판사)를 펴낸다. 이 책 첫 면에 1997년 7월 초 제

4차 카자흐스탄 민족 간 화합대회에서 각 주州 고려인 문화원장들과 함

께 직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N. A. 나자르바에프N. A. Nazarbayev의 

사진을 싣고,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이 행사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본인은 많은 한인들을 알고 

있으며, 공화국의 경제적ㆍ정신적 잠재력 성장에 있어 한인들의 유입은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한인들은 각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들이며, 

학술ㆍ예술ㆍ문화의 영역에서도 돋보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서 카자

흐스탄고려인협회 회장 U. A. 채U. A. Tskhay와 카자흐스탄 주재 대한민

국 특별 전권대사 이영민은 인사말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고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기타 지역의 한반도와의 관

계｣로 시작하여 ｢21세기를 향하여｣로 마무리되고 있다. 총 14장이며, 각 

장은 러시아어ㆍ영어ㆍ한국어 등 3개 국어로 서술하고(한국어 번역은 

카자흐스탄국립대학 장원창 교수, 영어 번역은 동방학연구소 객원 연구

원 숀 로베르츠), 5백여 장의 사진자료, 150장 이상의 슬라이드가 근거자

료로 수록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마지막은 출처

와 참고도서의 간략한 목록으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V. S. 정V. S. Chon은 쿠스타나이(Kustanai) 

한인 역사의 첫 장(쿠스타나이, 1994)은 그 한 예이다.

타민족 연구자들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운명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J. U. 코프좌사로바J. U. Kovzhasarova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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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 고려인 거주 60주년에 즈음하여 카스피해(海) 연안의 한인들
(알마아타, 1997)을 출간, 구리예브스키Guriyevskyi 주州[현 아틔라우스키

Atyrauskyi 주州] 문서 보관소 비밀문서를 근거하여 강제 이주와 분산, 이

주민들의 농경 정착과 그 이후의 카스피해海 연안에서의 한인들의 생활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후, 과거 공화국의 모든 단체들 가운데 특히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들이 조직원 결속력이나 활동의 계획성에서 차별화됨을 보

인다. 과거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 선도자였던 G. B. 한G. B. Khan 교수

는 한민족 이동의 역사를 자신의 새 책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과거와 현

재(알마아타, 1997)에 담고 있다. 이 책은 한인사회의 모든 보고서ㆍ발

표ㆍ연설과 공식적 소송에서의 기록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활동 

정관 및 계획, G. V. 강과 D. V. 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 각종 국제 학

술회의 및 세미나의 보고서를 담고 있는데, 많은 중요한 사실적 자료들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30~40년대 러시아 한인 사회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백서(Belaya 

Kniga白書)(모스크바, 인테르팍스, 1992)의 출간은 학계에 많은 반향

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는 이전에 아주 엄격히 통제되었던 재소 한인

의 이주역사에 따른 지령ㆍ법령ㆍ암호전문ㆍ신고ㆍ보고ㆍ서신 및 기타 

독특한 서류들이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서류들은 ｢강제이주 전

야｣, ｢정부 테러 및 인권에 대한 음모로서의 강제 이주｣, ｢‘사회주의 승

리’의 구조에서의 한인 특별 이주민들｣ 등 세 단원으로 분류되었다. 책의 

서문을 대신하여 리우헤 교수의 논문 ｢러시아 한인의 비극 및 부활｣을 

게재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역사, 공식문서 모음집｣ 시리즈물 가운데 하바롭

스크주州 기록문서실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기록문서실에서 입수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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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수백 건을 담은 최초의 책자가 심영섭과 김 게르만의 감수로 

출간되었다. 문서들은 강제이주 직전 극동에서의 한인 수, 당과 정부의 

한인들과 일반 노동자들을 탄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강

제 이주민들을 수송한 열차와 군용열차 준비와 출발에 대한 자세한 기

록, 새로운 지역에의 도착, 이주민들의 경제ㆍ문화적 정착, 한인 집단농

장에서의 노동 활동, 새로운 땅에서 초기에 발생한 문제 등 광범위하다. 

상하이파派와 이르쿠츠크파派로 나뉜 한인 공산당원 내부의 당권(당파) 

싸움, 이에 대한 코민테른과 볼셰비키의 태도 등은 이채롭다. 이 자료집

은 한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간

략하게 토를 달고 있다. 현재 제2권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Ⅲ. 최근 인구조사 평가 및 사회경제적 성격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사회통계학적 평가와 

사회문화적 성격에서 양적ㆍ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카자

흐스탄에서 한인 분포에 있어 질적인 변화는 시골에서 도시로의 집중적 

유입에 있는데, 그 속도 또한 공화국 내의 평균치를 넘었다. 1937~1940

년만 해도 한인의 농촌 지역 비중이 80%였는데, 현재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약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오늘날 카자

흐스탄 고려인의 이주 행태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고향(한반도)으로

의 귀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젊은 한인들이 공부나 

일을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은 전무하며, 

단지 수십 명 정도가 영구 거주를 위해 다른 국가를 선택했을 뿐이다. 생

산 활동의 변화, 수적 감소와 국내의 영토적 의미에서의 혼합 공동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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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이는 한인의 수적 변화 양상은 <표 1>에 반영되어 있다.

<표 1>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수적 변화*

연도 인구 수 비중(%) 총 증가(%)

1939  97,269  1.6 100

1959  74,019  0.8 24

1970  81,598  0.6 10.3

1979  91,984  0.6 11.2

1989 103,315  0.6 11.2

1998(추정) 115,000 0.65 11.0

* 전(全) 소연방 인구조사 자료(1939, 1959, 1970, 1979, 1989)에 따름.

카자흐스탄 고려인 수의 변화 양상에는 공화국간의 이주, 즉 다른 공

화국으로의 유입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본 비교 인구조사가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1959~1970년 사이의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수의 증가율이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비해, 키르기스스탄은 

2.5배, 타지키스탄은 3.5배, 투르크메니스탄은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집중적 유입을 설명하고 있다.3)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등

의 다른 공화국들에서 계절 변화에 따른 일시적 거주도 시작되었다. 

1979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속적으로 6,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3) 김 게르만, ｢러시아 극동지방 한인 강제이주｣, 韓民族共同體 제2호, 서울, 2004, 
125~166쪽.



294   나는 고려사람이다

<표 2> 1959~1989년 소연방에서의 한인의 수적 변화

1959년 1989년

공화국명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소비에트연방   313.7  100.0     439  100.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138.5   44.1    183.1   41.7

러시아 공화국    91.4   29.2    107.1   24.4

카자흐스탄공화국    74.0   23.6    103.3   23.5

키르기스스탄공화국     3.6     1.1     18.0     4.1

타지키스탄공화국     2.4     0.8 자료부재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     1.9     0.6 자료부재

우크라이나공화국     8.7     2.0

노동활동 과정에서의 활발한 민족 간의 교제는 민족적 ‘스테레오 타

입’을 수정하고, 민족적 선입견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는 가족

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된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민족 간 결혼 비중

의 증가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30~1940년 사이의 민족 간 결혼은 에

피소드의 성격을 가졌지만, 1990년대 알마티시市 결혼통계를 보면 한인

들의 민족 간 결혼은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1989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71,800명의 한인들이 결혼생활을 하

고 있으며, 그 중 6천 명이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살고 있고, 4,200명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사는 사람들 중 

87.7%가 여성이며, 이들 중 70.5%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혼자 중

에는 2/3가 여성이며, 남성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 인구조사 자료는 카자흐스탄 내의 한인들의 성별ㆍ연령별 구

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총 103,315명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

린이들이 29,797명이며, 15세에서 25세까지가 13,402명, 25세에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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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까지가 35,419명, 45세에서 65세까지가 17,896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6,801명이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거의 1/3을 16세 미만이 

차지하고 있고, 57%가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13%가 노동 무능

력자들이다. 10세 단위로 연령별 분류를 하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

령대는 10세 미만의 아동들과 30세에서 40세까지의 젊은이들이다. 이들

은 한인의 인구 구성에 있어 약 1/5씩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에는 10세에

서 20세, 40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대가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년 간격으로 구분된 연령별ㆍ성별 자료는 <표 3>과 같다.

<표 3>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연령별, 성별 구분*

연령 인구 수 남성 여성

전체인구 103,315 51,111 52,204

0~4  10,118  5,139  4,979

5~9  10,115  5,095  5,020

10~14   9,564  4,881  4,683

15~19   7,569  3,864  3,705

20~24   5,833  2,929  2,904

25~29   8,123  4,103  4,020

30~34   9,825  5,033  4,792

35~39  10,632  5,239  5,393

40~44   6,839  3,427  3,412

45~49   4,777  2,445  2,332

50~54   4,543  2,224  2,319

55~59   4,709  2,302  2,406

60~64   3,868  1,732  2,136

65~69   2,716  1,183  1,533

70세 이상   4,085  1,515  2,570

* 1989년 전(全) 소연방 인구조사 자료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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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 대비 노동 인구

총 인구 수 남성 여성

노동능력자 미달 연령   31,511  15,969  15,542

노동능력자   58,729  30,712  28,017

노동능력자 초과 연령   13,076   4,430   8,646

최근 10년간의 출산율 감소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에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도

시에서만이 아니라 농촌에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열악

해진 경제적 조건들과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요구가 앞으로도 출산율 감

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환경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의 첨예화, 그리고 사회 보장의 약화 등의 현상은 일정 정

도 평균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현재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한인사회의 연령 구조 악화가 예상

된다.

1989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의 연령별 구조는,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가 가장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연상케 한다.

70세 이상   3.7

60~69   5.5

50~59   8.6

40~49   8.8

30~39  15.2

20~29  17.6

10~19  18.5

0~9  22.1

총 인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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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분포를 보여주는 피라미드 아래 부분은 좁아질 것이며, 무

게 중심은 가운데로 뒤섞여 민족 인구의 수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 젊고 노동 능력을 가진, 그리고 앞으로 재생산을 하게 

될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분포의 잠재력은 20~30년 후 국

가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상황 등 모든 것들이 호전되고, 삶의 수준도 

향상되고, 기타 긍정적 객관적 전제들과 주관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내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한인의 인구 발전 양상도 수

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낙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표 3>은 1989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성별 인구구조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아래 결과의 도출을 가능케 한다.

먼저, 여아와 비교하여 남아의 더 잦은 출산은 35세 연령까지 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 그룹에서의 남성의 우세는 그리 두드러지지

는 않고, 평균 1.3% 정도이다. 여성의 수적 우세는 보통 35세부터 시작

된다. 45세까지는 1% 미만의 수치로 우세하나, 60세에서 69세에서는 

12.6%, 70세 이상에서는 17% 정도로 수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 그룹에서의 상반된 현상은 적극적인 노동을 하는 시기에 남성의 높

은 사망률과 여성의 긴 수명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79년과 

1989년 인구조사 기간에는 남성과 여성의 수적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즉, 1979년에 한인들의 전체 수에서 남성이 49.7%를, 여성이 50.3%

를 구성하고 있는데, 1989년에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5%와 50.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출생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의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하여 성별 구조는 여성의 절대적ㆍ상대

적 수적 증가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의 사회적 구조의 분석은 대표적이고 체계화

된 경험적 자료의 부재라는 객관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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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서 한인들의 자료들은 ‘기타’ 또는 ‘특별한 민족사회는 본 

보고서에서 아직 연구되지 아니함’이라는 인장들로 분류되었다. 다만 우

리가 가지고 있는 본 자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1)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넓다는 것이다. 이들

은 전체 한인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수에 있어서 도시 인구의 절대적 우세와 기타 간접적 자료들은 지

적 노동자들이 공범위한 사회 계층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3)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산업노동자들과 육체적 농업 노동 종사자들의 

수는 아주 미미하다.

(4) 도시화된 또는 농업 지역에서의 주거 요인은 한인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소속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업 지역에서 한인 대부

분은 공무원이나 문화ㆍ교육ㆍ의료 분야의 종자자로서, 그리고 농업 전

문가 등으로서 관계를 맺어 왔다. 한편, 최근까지 도시의 작지 않은 무리

들이, 이들 중에는 수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절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5) 사회주의의 계획 농업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환기는 한인들의 

한층 빠른 사회적 움직임을 요구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질적으로나 양

적으로 미래의 학자나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 활동가로서의 꿈을 뒤로 

한, 중소기업자 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6) 대학생의 수적 감소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의 권

위 실추와 교육의 질적 하락, 유료 교육으로의 전환, 대학 내에서 국가 언

어로의 전문가 준비 과정의 전환, 가치 대상의 변화, 동기 수준의 하락 등

의 요인에서 기인한다.

(7) 정부 관료나 각 정부 예산기관에서의 한인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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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면 과제 및 발전 전망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이라는 조건하에서 최근에 발생한 정치ㆍ사회ㆍ

경제적 변화, 일상생활이 열악해지는 현실,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

한 불안과 걱정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다. 사회는 점점 더 대다수 하층민들과 소수의 가진 자들로 분리되어 가

고 있다. 구소련 시대에 비교적 순리적이었던 민족 간 관계의 타성은 특

히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장 두드러진다.

따라서 ‘프리드리흐 에베르트’ 기금에서 카자흐스탄의 제 민족들을 대

상으로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업, 미미한 가족 내의 수입, 

교육 수혜受惠 가능성 부재, 견디기 힘든 군 생활, 유료 의료혜택 등 일반

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민족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단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족 간 관계, 정부의 언어정책, 특정 민족

(카자흐 민족)의 특권화, 그리고 러시아 언어권 민족들의 카자흐스탄 이

탈 등의 문제도 모든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민족 간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자연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다. 한인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은 구소련 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물질적 상황, 교육ㆍ관리 활동의 경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수완을 가

지고 있었기에 현재 다른 민족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다. 그러

나 이것이 사회경제적 문제가 덜 중요하고 한인 사이의 협소한 민족 문

제가 더욱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론과는 달리 심지어 인위적으로라도 민족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것을, 경제로부터 정치를, 미래의 전망으로부터 현실을 떼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당면 문제는 이런 전제 아

래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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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총체를 일련의 그래

프로 분류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장 표면적 내용들고

려일보의 광고 분석 또는 한인 사이에서의 작은 규모의 설문조사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모국어ㆍ관습ㆍ전통의 부활 등등을 명확

히 한다. 이것은 한인문화연구소와 한인협회의 공식 설립 문서에도 규정

되어 있으며, 그것도 가장 중요한 활동 과제로 우선하고 있다. 한인사회

의 문제에 대해 한인극장 단장은 몇 년간이나 지속되어온 극장의 부재, 

한인 배우의 미미한 월급, 한인 거주지역으로의 순회공연을 위한 여력의 

부재 등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일보에서는 현재 종간終刊도 고

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재정 문제, 적은 신문 구독 부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자의 부족 등을 말할 것이다.

잃어버린 모국어, 잊혀져버린 관습의 부활,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재

정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항상 반복해 거론되던 문제들이며, 차이는 

있지만 각처에서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구소련 시기 한인사회에서의 경험과 함께 

현재 주권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의 현실을 고려하는 어떠한 정립된 개

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원적 문

제가 대두될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 조건하에서 앞으

로의 민족 간 통합의 문제와 전 분야에 걸친 민족 내부의 역량 규합의 문

제이다. 둘째는 어떠한 형태의 자치권도 가지지 못한 소수민족으로서의 

민족 부흥과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민족 내부의 역량 규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그 구성에 있어 하나의 형태가 아니며, 조건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류는 주로 한반도의 

북부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여 온 이주민의 후손들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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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2~5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사할린 출신의 한인

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 제국주의는 1939~1945년 사이에 ‘카라푸토’ 

탄광(남부 사할린의 일본식 명칭)에서의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주로 남

한에서 강제와 기만으로 6만여 명의 한인을 이주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남부 사할린 지역에 약 4만7천 명 한인들이 잔류하는데, 현재 사

할린과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출신 한인

은 3만5천 명이 넘으며, 이들은 대부분 1~3세대가 주를 이룬다. 카자흐

스탄 내의 사할린 출신 한인들 및 그 후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며, 

약 1~2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세 번째 부류는 그 수는 가장 적지만, 완

벽한 한국어 구사로 다른 부류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 부류는 대체로 북

한 출신으로, 유학 후 잔류하거나 계약에 따른 노동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다. 북한인들 중 대다수는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 후 모스크바에 잔류하였는데, 당시 후르시초프는 

그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스탈린 개인우상화를 비판하였고,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들은 주로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중에 호진ㆍ허운배ㆍ한진ㆍ맹동욱ㆍ양원식ㆍ정추ㆍ박현 등등은 한인

사회와 민족문화라는 영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한편, 과거 북

한 출신의 한인들 또한 몇 개 무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구소련 및 카자흐

스탄 시민권을 받은 이, 영주권을 받은 북한인, 불법 체류자가 그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한인은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다. 조건에 따라 첫 번째 

부류로부터 부모나 자신들이 전쟁 후의 북한으로 향한, 즉 북한의 국

가ㆍ당ㆍ경제ㆍ문화 건설에 있어 형제국으로서의 원조를 위해 구소련

이 파견한 한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다 합쳐서 6백 명 

정도를 파견하였는데,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파견되었

다. 많은 이들이 북한노동당이나 북한 정부, 군ㆍ교육 분야, 대중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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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을 맡았다. 만주 빨치산파派에 대한 승리 후, 많은 재소 한인이 김일

성에 의해 추방되고, 단지 수십 명만이 잔류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탄압

을 받았다. 정권에 충성한 아주 극소수만이 북한에 잔류하여 생을 마치

게 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한인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의식이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소련 붕괴 전까지 고려인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소비에트 고려인’

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고려인’이라 불린 집단의 상호관

계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존재했다. 이를테면 남 사할린을 해방시킨 후 

일본적인 사고에 물들고 러시아어를 모르며, 신속히 소비에트화시킬 필

요가 있는 사할린 고려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에서 백 명의 고려인이 사할린으로 파견되었다. 경멸의 뜻이 담긴 ‘큰

땅변자’로도 불린 대륙 고려인들은 콜호즈ㆍ공장ㆍ학교ㆍ병원ㆍ우체국 

등을 지도하는데, 그들은 사회적 위치와 러시아어 지식의 우월성을 과시

했다. 1970년대 초반 사할린 고려인 대다수는 소련 공민이 되었고, 고려

인 중등학교를 마치고 러시아어를 습득한 새로운 세대는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유학한다.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한국 사

이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사할린 고려인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서울 표준어와 유사한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

문에 높은 급료를 받으며 한국 기업이나 대사관ㆍ지사支社ㆍ교회 등에서 

통역과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들로 일부에서는 반목이 생기

고 있다. 탈주한 이곳의 북한 주민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적과 

소련공민증, 정치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나 피난민으로 간주되었으나, 

지금은 한국으로 귀순 허가를 받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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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시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 약 70%가 거주하고 있었

는데, 이 지역은 인종지학적인 주민 구성상 원주민 민족의 문화와 언어

의 뿌리가 같고, 고려인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적 공통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공화국들의 독립,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속성들의 강화는 구소련 

시기에 형성되었던 고려인 사회의 핵분열을 시사한다. 그러한 핵분열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러시아 고려인,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등 새로운 고려인 사회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

족 내부의 역량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고려인 사회가 민족적 규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둘

째는 고려인 단체들이 민족적 규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 하나를 덧붙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소수민족에 대

한 정부 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소련 

시기에 발행되었던 신문 고려일보는 소비에트 고려인 모두가 구독하

였고, 그 지위는 소비에트 공화국 신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신문은 카

자흐스탄 고려인의 신문일 뿐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어떠

한 고려인 단체도 단일 신문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

았다. 고려인들도 세금을 내므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는 대중매체나 민

족극장을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레닌

기치와 그 후속 신문인 고려일보 그리고 조선극장을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도 할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간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고려인 단체의 발의와 요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문화중앙협회의 연대 활동은 그나

마 드물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전무하게 되었다. 타시겐트ㆍ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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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ㆍ알마티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서로를 경원시하는 틀에 박힌 계획

과 강령을 가진 유사한 고려인 단체들이 생겨났다. 몇 해 전 러시아ㆍ우

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는 친북 성향의 남북한통일촉진협

회가 설립되었다. 남북한통일촉진협회와 고려인 문화중앙 지도자들은 

소원한 관계다. 그러나 빈약한 재정적ㆍ물적 지원에 이은 그것의 완전한 

중단은 일본의 친親남한 성향의 ‘민단’과 친북한 성향의 ‘조총련’이 다년

간 겪어야 했던 적대감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해

외 한인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자료와 연구 실적들을 분석해보면, 한인

사회에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배척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역사적인 경험은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또 다른 특징, 예컨대 새로

운 환경ㆍ경제ㆍ사회문화적 조건에 적응하는 탁월한 능력 등을 보여

준다. 고려사람은 두 번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와 구

소련 시기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이고, 모두 자신의 생존보장 시스템 구

축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에서 한인들은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 

부문, 국가기관, 학문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까지 커다란 진보를 이룬 소

수민족의 모델로 여겨진다. 놀랄 만한 사회적 활동성과 적응력, 순응주

의를 강조하면서 최근에는 한인들을 아시아의 유태인이라고 부르고 있

으며,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한인의 빠른 문화변용(acculturation)과 늦은 

동화(assimilation)를 구분한다. 즉 외형상으로 재빨리 적응하고 그들이 

처한 새로운 사회의 게임 규칙을 신속히 자기화하지만, 내면적으로 본질

에 있어서는 이전의 자기모습(essence)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내 견

해로는 한인과 유대인의 유사점은 다민족사회(polyethnic society)에서 한

인들이 유대인과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인은 유대

인처럼 상호 반목하는 민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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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시스템을 확보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민족 중개자(middlemen 

minority)’라 칭한다. 알마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카

자흐스탄의 여러 민족 중 인구수와 사회적 역할에서 근간을 이루는 카자

흐인과 러시아인은 서로에게보다는 오히려 고려인에게 훨씬 높은 점수

를 주었다. 구소련 시대에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tandem(책임자와 부

책임자급)은 둘 중 하나는 고려인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인ㆍ카자흐인 

또는 다른 민족일 때 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했다.

얼마 전까지 수백, 수천의 고려인이 계절 채소 재배와 참외류 재배를 

위해 볼가 지역과 우크라이나ㆍ몰다비아ㆍ카프카즈ㆍ시베리아ㆍ우랄 

등 소련 전 지역으로 다닌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구소련 시대에 모든 양

파는 고려인이 재배 생산했는데,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경쟁 없이 labor 

niche를 점유해온 고려인의 노동 결과물이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후 이

러한 노동 형태는 위험하고 곤란해졌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익이 줄

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들은 상인과 사업가로 재빨리 변신하고 있다. 1만

7천 명여기에는 5천5백 명의 노동가능 연령이 포함되어 있음의 고려

인이 사는 알마티시에만 고려인 소유 기업이 350개 등록되어 있다. 수백 

명의 고려인이 알마티에서 일부는 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하고 있

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등록증 없이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느 

시장에서든 고려인이 물건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 가족이나 친족으로 이루어진 경제 주체들, 즉 종업원이 같은 

혈연으로 이어진 제조ㆍ서비스ㆍ무역 업종의 기업이 나타났다. 또한 이

것은 단지 고려인들에게만 국한된 경향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현지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 신도의 절대 다수도 또한 고려인이다.

민족 통합 문제는, 구소련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민족 환경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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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회활동 분야에서 고려인의 구성비를 균형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사전事前 자료와 예측에 따르면, 고려인 대학생, 창작ㆍ

과학ㆍ기술 지식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ㆍ교

육ㆍ문화ㆍ보건ㆍ건축 등의 분야에서 젊은 고려인 전문가들이 중소기

업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350명의 고려인 박사와 교

수들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중년층이거나 노년층이며, 이들의 뒤

를 이을 30~40대의 학자들, 즉 지적 노동에 대해 위신과 높은 보수가 주

어지는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현

재는 계승의 단절이 목격되고 있다. 학문에 전념하는 젊은 고려인 학자

는 수십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경향이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에 걸

친 현상이라 할지라도, 고려인의 지적 가능성 상실이 다른 다수 민족보

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1989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투르크어 계통의 카

자흐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유목생활을 했던 소수민족(37%)

이 다수 민족으로 되었으며, 이들의 인구증가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

다. 러시아화로 고통을 겪었던 카자흐인들은 자신의 민족문화로 돌아오

고 있다. 도처에서 카자흐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회교 사원이 건설되

어 열리고, 풍속ㆍ자의식이 부활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

던 주민의 유출, 독일인ㆍ그리스인ㆍ유대인 등의 모국으로의 귀환, 비非

카자흐인의 출생률의 감소, 카자흐인의 귀환, 전체 카자흐인의 70%를 

차지하는 농촌 거주 카자흐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 등등의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다민족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의 민족 간 통합 경험은 카자

흐화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수정될 것이다. 가까운 10년 안에 카자흐스

탄 고려인은 모국어였던 러시아어 대신에 카자흐어를 모국어(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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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로 습득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고려인도 카자흐인의 

민족감정을 존중하고, 원주민 민족의 역사ㆍ문화ㆍ언어를 알아야 한다.

고려인 사회의 민족부흥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들처럼 학문 

분야, 정부기관, 고려인 사회조직 어디에서도 있어야 할 발전이 없었다. 

고려인 문화단체와 문화중앙의 정강에는 민족의 언어ㆍ문화ㆍ풍속ㆍ의

식을 부흥시킬 필요성에 대한 선언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도 모

국(민족)어를 부흥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도 먼저 어떤 언어를 모국(민족)어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려

말’은 보통 구두口頭 형태로 존재하고, 가족 일상생활 영역에서만 기능을 

하는 최연장자 계층만의 언어로 남아 있다. 언어학자들은 고려말이 한국

어 표준어로부터 형성되어 장기간 격리된 결과 15세기 언어의 뿌리를 그

대로 보존하고 있는 방언의 독특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민족과의 

생활은, 언어의 접촉 법칙이 그러하듯이, 러시아어나 다른 언어로부터 

외래어를 받아들여 한정된 고려말 어휘를 보충했다. 고려말은 실재적으

로 필기 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극장무대에서 들을 수 없으며,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멸할 것이다. 10~15년이 지나면 이러한 

독특한 언어의 사용자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고려말을 소생시

킬 수 있을까? 서울이나 평양의 표준어법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지만. 누

가 이 딜레마dilemma를 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 한국 남부지방 출신 이주자들인 사할린 고려인이 통역으로 일

하는 고려일보는 북한 평양어와 아주 유사한 언어가 사용되고, 같은 

사할린 출신 고려인이 일하는 라디오에서는 서울 표준어를 연상케 하는 

말이 흘러나오며, 알마티 국립대학에서는 평양과 서울에서 온 교수들이 

각각 북한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에 따라 가르쳤다. 헬싱키대학에서 온 

고송무 교수는 알마티 국립대학에서 고려말을 가르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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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들의 의식과 풍속의 부흥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답변보다는 의

문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장례식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

는데, 장례의식에 관습의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람들의 관습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게 되었다. 만일 어떤 행동이 실제생활(context)과 동떨어져 있고 변형된 

사유구조(mentality)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흉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유를 들자면 전통의상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풍속

과 전통의 부흥도 간단하게 이룰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음식과 같은 민

족문화의 물질적 영역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 머물면서 알고 있는 요

리조차도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음식들이었다. 

한국 음식의 다수는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볼 수 없는 해산물들

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전통음식의 완전한 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 세기에 러시아 의사 크리보 샤프킨

은 두 명의 셀쿱(서시베리아 원주민)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들

을 유럽 의술에 따라 치료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러시아 음식을 먹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날고기ㆍ생선ㆍ동물 피 등 원하는 음식을 준 결과, 

전자는 죽었고 후자는 병에서 완치되었다.

서울에 처음 장기간 체류할 때 소비에트 고려인에게는 전혀 생소한 선

후배 관계라는 연대감의 작용이 깜짝 놀라게 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같

은 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 독특한 친밀감, 더 나아가 고

참과의 복종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 도덕과 윤리로 정해진 부

자ㆍ남녀ㆍ노소ㆍ부부ㆍ친구간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와 같은 고유의 

영향력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지지 못한다.

고려인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활방식ㆍ심리ㆍ사유

구조(mentality)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자신의 습관과 풍속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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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희생해야 한다면, 고려인은 이것을 원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밝

혀둘 것은 한국 기업이나 교수ㆍ목사들이 “당신도 한국인이다.”라는 말

로 동족임을 강조하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에게 자신들에게 익숙한 행

동과 사고방식을 강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한국 회사들에서 한국 

규정과 규율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만간 현지인의 반발을 불러일

으킬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민족문화 부흥을 말할 때에는 고려인이 한

국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대 등의 문화 요소들을 흡수한 제한

적이고 합성된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고

려인에게는 몇 가지 특유의 특징들이 있다. 민족 전통문화의 격심한 변

화, 다민족 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진행, 전통적인 한국문화에서 본

질적으로 다른 문화로 적응, 단일민족 의식으로부터의 이탈, 동화에 가

까운 높은 수준의 문화이식, 이러한 과정들에서의 역동성과 집중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은 구소련이나 독립한 카자흐스탄에서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민족들처럼 민족생존 문제에 당면해 있다. 현재 고려

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도시민 비중이 높은 민족 중에 하나이다. 고려인 

90%는 도시에 거주하며, 그중에 대다수는 여러 민족의 다양한 삶이 표

준화되고 통합되고 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다. 최근 10~15년간 도시 고

려인 사이에서 타민족과의 결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신 연

구에 따르면, 고려인 6명당 1명이 거주하는 알마티에서는 타민족과의 결

혼 비중이 40% 이상이고,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 미약한 경계인(marginal) 

세대들이 나타났다. 백인과의 혼혈아를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

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완전히 희거나 노르스름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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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총체적 악화와 출생률 감소 경향은 자연적 인구감소의 요

인을 내부에 감추고 있다. 이미 언급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ㆍ카

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핵분열로 고려인의 생존문제는 더 첨예하게 되

었다. 최근에 몇몇 러시아 고려인에 의해 원동 지방에 자치주를 건설하

는 문제가 제기되고, 수년 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의 젊

은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답사를 다녀온 바 있는데, 결국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의 정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조직적 이주나 러시아 

정부 또는 원동 지방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ㆍ물적 지원은 기대하기조

차 어렵다. 만일 고려인 거주 형태의 축소판인 ‘우스토베’에 고려인 자치

구가 생기고, 이주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익숙해진 아

파트 생활과 도시생활 조건을 남겨두고 이주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려인 자치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적절한 예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는 스탈린 정부에 의해 고려인 강제 이주가 있기 전인 1934년 고려인과 

접하고 있는 구역에서 ‘비로비잔’을 수도로 하는 유대인 자치주가 생겼

다. 1989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유대인 자치주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민의 5%(1만 명이 약간 넘음)였다. 이것은 공식문서에 따

른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적었을 것이다. 1989년 러시아의 유대인은 70

여만 명이었고, 그들 대다수는 모스크바ㆍ레닌그라드 및 다른 대도시들

에 거주하였다. 오늘날 ‘비로비잔’의 유대인 수는 대폭 감소하였고, 앞으

로도 그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여, 고려인에게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이 곧 자치주로의 이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혁명 후 1918년에 독일인들의 노동 코뮌이 볼가 지역에 만

들어지고 자치주를 거쳐 마침내 볼가에 주민 대다수가 독일인인 자치공

화국이 생겨났다. 그러나 1941년 8월 28일 구소련 정부의 명령에 의해 

자치공화국은 청산되고, 수십만의 독일인은 알타이ㆍ시베리아ㆍ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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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귀환을 허락받은 해외 유민의 대규모 유입으

로 골머리를 앓던 통일 독일 정부는 볼가 지방에 독일인 자치주를 재건

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하고 많은 투자 재원도 마련하였으나, 시위와 정

치 집회의 형태를 띤 러시아 국민들의 반독일 감정과 선례를 남기기를 

원치 않는 러시아 정부로 인하여 기존의 자치주 재건 문제는 미결인 채

로 남겨졌다. 독일인의 3분의 2가 모국으로 돌아간 지금은 문제가 저절

로 해결되었다. 독일인이 없으니 자치주도 필요 없게 된 것이다. 1989년

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독일인 수는 약 1백만 명이었으나, 현

재는 30만 명이 남아 있고, 그나마 그들 중 대다수는 짐을 싸놓고 귀국 비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고려인에게 자치권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지도자의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고, 원동이나 카라탈 구역에 

자치주를 건설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재원도 없다. 그 대신 자치주로 예

정된 지역에서 반反고려인 정서가 나타날 여지가 충분하다. 자치주 건설

의 시기는 이미 권력 만능의 스탈린 통치시기에 지나갔다. 그것은 경제

적 발전, 정치 상황의 완전한 안정, 국민 복지와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Ⅴ. 맺음말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려인들 사이의 사회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민족적 변화 과정의 

총체는 카자흐스탄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해왔으나, 자기의 고유성

을 잃지는 않았다. 고려인은 빠르게 도시로 집중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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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을 보여주었다.

국가ㆍ정치ㆍ경제 시스템의 개혁, 카자흐스탄 국민의 민족 구성비 변

화, 한국과의 관계 확대와 강화,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한인과의 견고했던 관계 단절, 전술한 국가들에서의 도정道程의 분기分岐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고려인 사회의 변화를 결정한다.

고려인 사회의 당면 문제는 서로 상반된 이원적 요소, 민족 내부의 규

합(intra-ethnic consolidation)과 민족 간의 단합(inter-ethnic intergration), 

민족 부흥(ethnic revival)과 민족 생존(ethnic surviva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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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공화국의 고려인 계몽과 교육

Ⅰ.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민족 언어 상황

고려인 사이의 민족 언어는 언어 능력, 말하는 행위, 언어 숙달(언어 지

향) 등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능력은 다른 언어의 숙달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어ㆍ카자흐어ㆍ러시아어의 숙달 정도를 비교한

다면,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90~95%가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실제적으로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고려인은 거의 없다. 카자흐어를 구

사하는 고려인은 전체의 약 2~3%로 매우 낮은데, 이는 구소련 시기의 

여러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언어 능력은 구소련 시기의 민족 및 언어 정책, 

이주의 성격, 민족 간 접촉 밀도, 높은 수준의 산업 고용, 교육과 직업의 

질 등과 같은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언어 능력의 변화는 고려인의 

태도 즉 언어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다

르게 나타난다. 고려인은 노동 행위에서 성공을 성취하고, 개인 및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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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복지 상태를 증진시키고자 교육을 통해 러시아어를 완벽히 숙

달시키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한 변화는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

하여 볼 때 가속화되어 고려인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변용을 겪었고, 언

어적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은 지속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수적으로 우세한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았다. 언

어적인 면에서 다양한 생존 능력을 가진 고려인은 이미 1950~1970년대

에 각자의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어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부 또는 고연령층의 대화로 제한

되었다. 인구조사 자료는 모국어로 한국어를 인식하는 고려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 64%, 1979년 56.1%, 1989년 51.7%. 

그러나 모국어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숙달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언어는 민족 자의식의 

상징이고 고유한 특성이다. 모국어로서 한국어의 인식은 민족심리학적 

요소로 작용하여 민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간 고려인에 대하여 

수행된 민족사회학적 및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모국어

로서 객관적인 언어 능력과 주관적 이해 사이의 모순에 대한 결론을 분

명히 보여주고 있다.

언어 능력 수준과 이야기 행위의 성격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이에 연

령과 사회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차례의 설문조사

와 구소련 시기 인구조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0~25세 연령층은 한국어

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25~60대는 일상 가정생활의 구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동적인 구사를 한다. 오히려 60~80대 연령층이 비교

적 자유로이 한국어를 구사한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세

대에게 모국어는 러시아어이고, 한국어는 제2외국어이다.

언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 소속집단을 정신노동 집단과 육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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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노동 집단이 한국어 기술을 유지하는 수

준이 더 높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고려인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거주하

고, 농업에 종사하며, 민족이 혼합된 도시의 문화에서보다 민족의 문화

와 언어를 더 잘 유지해 왔다. 도시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은 주로 전문적인 활동, 즉 대중매체나 고려극장에 참여하였다.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카자흐스탄 고

려인 중 일부는 사할린 한인과 북한 출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문어 수준까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은 문화ㆍ예술 및 문학 창

작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민족의 기초로 모국

어를 부활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나타나기 시작한 모국어 학습 기회를 이용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

부분이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며, 자녀의 한국어 지식의 필요성을 인정

했다.

한국어의 재생 또는 부할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요 작

업으로 한국어 교육체계 발전에 필연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

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언어 상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질적ㆍ양적인 지표들은 한인 대부분이 모국어로 한국어보다는 러

시아어를 인식하고 있다.

(2) 정치, 사회문화적, 인종심리적인 영향으로 한국어의 이용은 가정

생활로 축소되었다.

(3) 카자흐스탄의 지난 10여 년의 개혁은 남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고, 민족의식에 불을 지폈으며, 한국 공공기관의 활동이 시작되

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의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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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모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목격되고, 다

수의 한국어 강좌가 고려문화센터 및 일부 교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한

국어 수업은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도 이루어졌다. 1990년 카자흐스

탄 남부지역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6개 그룹이 생기고, 1991~1992학년

도에는 침켄트 14개 보통학교에서 35그룹을 포함하여 653명의 48개 그

룹으로 확대되었다. 크질오르다 지역에서는 보통학교 3학년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34개 그룹, 세 집단농장에 5개의 모임이 조직되었다. 일요학

교가 개설되고, 이후 1991년 크질오르다 사범대학에 한국어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는 1992년 3천 명에서 1995년 5천 명으로 증

가하였다. 1995~1996학년도에 한국어는 17개 학교에서 1,450명이 학

습하였다.

우슈토베에서는 광주의 한 사업가의 지원으로 도서관 시설을 갖춘 한

글 (인)학교가 개설되었다.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은 비교적 한국어 교육 

현황이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도 교사의 직업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학

생에게 교과서를 충분히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망기스타우ㆍ세미팔라

친스크ㆍ우랄 및 발하쉬 지역은 한국어 교사 부재로 한국어 학습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1990년 11월에 발하쉬 지역의 유치원에서 3

개 그룹이 조직되었으나, 한국어 교사 부재로 수업이 열리지 못하였다. 

11,5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가라간다 지역에서는 단지 75명만이 한

국어를 공부하였다. 파블로다르에서는 2개 그룹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조직되었다.

1990년대 초 한국어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들

여왔으나, 이후 북한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거의 남한에서만 교과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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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ㆍ테이프 등의 학습 자료들이 들어왔고, 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전 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거의 남한 즉 표준 서울말을 

기초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을 전후한 시기에 카자

흐스탄 고려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운 북한 교

사들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이에 

북한을 다녀오고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러

나 교사들이 북한을 비방하거나 이들을 친親남한 성향으로 변화시키려

는 노력보다는 한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고려인을 위해서나 나아가 한국의 통일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 고학년에 남

북한 언어 비교 강좌를 개설하여 고려인에게 언어적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학습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

적 교사진의 양성, 교사의 교수법 증진 및 교수과목의 교수법 숙달이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소수 민족학교가 폐지된 후 거의 반세기 이

상 한국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따라서 고연령층의 고

려인이 소집단에서 언어를 가르쳤고, 그들 중 상당수가 문자로 쓰인 한

국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한편으로는 한국어 학습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학습자가 3천 내지 5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사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기존 교사들의 

교수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90년과 1991년에 교원지식향상센터에 의해 한국어 교사를 위한 최

초의 세미나가 열렸다. 1993~1994년에 교원지식향상센터와 카자흐스

탄 고려인협회는 고려인 자녀를 위한 여름학교를 조직하였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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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일 머무는 동안 그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60시간 한국어를 공부하였

다. 언어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항상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수업은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주관으로 진행

되었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 및 한국어 전공을 개설했다는 데 

있다. 현재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아구(현 카자흐스탄국립사범대학)의 언

어학부, 크질오르다 대학, 우스치 카메노고르 대학, 카자흐스탄 세계 언

어 및 국제관계 대학, 기자대학, 국가정보부 언어학교, 카자흐스탄 경영 

아카데미 등에서 양성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전공, 외국어 또

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는 약 200명 정도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일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한 봉

사자들이다. 대한민국 대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 그리고 다른 공식기

관과 재단은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각 한국

어학과는 사무 집기ㆍ컴퓨터ㆍ교육교재ㆍ사전, 그리고 시청각 시설 및 

교재 등을 지원받았다.

1999년부터 알파라비 국립대학 한국학과에서는 교사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ㆍ문화ㆍ사회정치사ㆍ종교사 등에 관한 강의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대학인 카

자흐스탄국립대학에 한국어 발전에 대한 관심과 방법을 집중시키고, 능

력 있는 학생을 모집하고, 교수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양산은 단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

라 한국에서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약 20여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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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에서 6개월에서 9개월에 걸쳐 한국어를 공부했다.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학자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장기간에 걸쳐 언어와 한

국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한국어과 학생은 한국에서 단기 연수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탈틔쿠르간, 남카자흐스탄, 잠불의 고려문화센터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에 의해 수행된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틔

쿠르간 고려문화센터에서는 카라탈 지역의 7개 학교, 테게르 시의 2개 

학교, 1개의 일요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곳에서는 현지

인 교사, 한국인 목사, 한국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이 한국어를 지도하였

다. 남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8번 김나지움에서 한국어 지도를 위한 특

별 학급을 개설하였다. 침켄트시 1번 및 30번 학교에서 130여 명의 고려

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했다. 특히 30번 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위해 독립적인 방을 배정해 주었는데. 이곳은 한민족의 춤과 노래 등을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다. 잠불 주에서는 5개의 중등학교, 타라즈 국립대

학교, 사설 예술학교 등에서 한국어가 지도되고 있다. 크질오르다주의 

4개 유치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급이 개설되었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붐은 끝났다. 고려인 부모

들은 한국어 지식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더 이상 강제하거나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카자

흐스탄주에서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는 고려인 학생 수가 격감하였고, 오

히려 다른 민족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나타나고 있다. 다른 

민족 부모들은 한국어 지식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하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로는 1999년 

여름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카자흐 외국어 대학) 한국어

과 입학시험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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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동방학부의 경우에도 일본어과 지원자는 예상보다 많아 경쟁이 치열

했던 반면, 한국어과에는 겨우 2그룹만이 지원하였다. 2000년 카자흐스

탄국립대학 한국학과에는 러시아어로 공부하려는 5~7명만이 지원하였

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카자흐어 그룹은 언어의 선택 없이 동방학부의 

지역학과에 입학한 후 학교 측에서 한국어과에 배정한 경우이다.

자격 있는 교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목사와 자원 봉사자는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기관의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어 교수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교

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졸업생의 지식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졸업생이  낮은 보수 때문에 학

교에 남아 후학을 지도하기보다는 보다 좋은 조건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

기를 선호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좋은 교과서와 참고서, 러시아어로 공

부하는 학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전과 회화 

교재 또한 부족하다. 

카자흐스탄에서 50년 동안 폐지되었던 한국어 강좌가 교육기관들에

서 정식 과목으로 교수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

던 초기의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대한 것보다는 거리가 멀다. 

한국어 학습의 관심과 열정은 매우 빨리 식었고,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 

향상이 함께 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질적 수준이 양적인 팽창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잊고 지내던 

모국어의 재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힘들이 모아졌으나, 아직은 충분치 

않다. 민족교육으로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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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블라디미르(김용택)와 김가네

Ⅰ. 머리말작가 약력

김 블라디미르 나우모비치(필명 용택)은 1946년 타시겐트 근교 꾸일

류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1) 그는 12세까지 광복 후 부모를 따라 

북한에서 살았으며, 1958년 타시겐트로 돌아온 15세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녔다. 1964년 타시겐트 공예(종합기술)전문대학

에 입학하였으나, 1년 후 학업을 중단하고 징집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

의 짧은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군대를 나온 뒤에 타시겐트 대학교 

신문학부에 입학하였지만, 1학년 이후 야간학부로 옮겼으며, ｢타시겐트

대학｣, ｢우즈베키스탄 공산청년동맹원｣ 등의 여러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

작하였다. 1979년에는 통신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레닌기치라는 

한국어 신문 타시겐트 지부장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교수 활동을 

1) See o nyom: Kim Brutt, Koreicy Uzbekistana. Kto est kto. Spravochnoe izdanie, 
Tashkent, 1997,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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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학교에서 그는 신문이나 잡지문학의 이론과 실습을 가르쳤으

며, 사범대학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고려인 가운데 ‘우즈베키

스탄공화국 명예기자’로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김 블라디미르는 1980년대 말에 전개된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학센터 

설립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당시 모국어 부흥을 목적으로 

공화국에서 첫 러한 사전, 한국어 교과서 2편과 회화교재와 노래책을 

발행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어 교수협회를 만들었으며, 첫 협회장을 지

내기도 하였다. 예술 정론 작품인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1997년)이 구

역위원회 출판사에서 2010년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또한 그는 ｢김가네｣
(2003년), ｢종달새 우는 곳｣(2010년) 등 많은 장ㆍ단편소설과 수필을 발

표했다.2)

Ⅱ. 집필 사상, 창작 의도에 대하여

1995년 김 블라디미르는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에서 한인 선조들이 

머나 먼 이국에서 백 년 동안 어떻게 살아 왔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또는 

무엇을 보존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러시아ㆍ우즈베키스

탄ㆍ카자흐스탄은 그곳에 사는 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이들에

게 현재 한국과의 교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2) Kim Vladimir(Yong Taek), Ushedshie vdal. Sanckt-Peterburg, 1997, p. 222; Yong Taek. 
Kimy(roman). Tashkent, 2003, p. 784; Yong Taek, Tam, gde plachet zhavoronok, 
Pamyati pavshih v Koreiskoi voine posvyashyaetsya. Tashkent, 2010,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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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머나 먼 곳에서, 백 년 동안 잃어버린 모국어, 문화 등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지만 새로운 모국에서 우리가 얻은 이웃 국가의 언

어, 풍습 등의 것을 없앨 순 없다. 이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성질을 가져다 준, 상실감과 고통을 이겨낸 구소련 고려인들의 

자산인 것이다.3)

1990년대 상반기에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서 민족문예를 부흥시키

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강제 이주를 경험하고 자신의 역사

에 권리를 갖지 못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잊어버린 모국어

를 배우고, 자신의 민족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문서국에는 

비공식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고, 책과 논문들이 발간되

고, 과거의 잃어버린 역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4)

구소련 지역 한인들 또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인 한국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지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의 사업가ㆍ공무원ㆍ기자ㆍ

학자ㆍ학생ㆍ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고려인이 많이 살고 알마티와 타

시겐트를 방문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그곳에 사는 이주 3~4세대의 고

려인에게 더 이상 미지의 나라가 아니었다.

필자는 레닌기치를 이어 발간되고 있는 고려일보에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기사를 정기적으로 싣고 있

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많은 고려인들에게 

‘역사적인 모국’인 한국에 그렇게도 많은 동포(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 블라디미르는 이런 기사들을 읽고 많은 관심을 가

졌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타시겐트에서 만났을 때 해외에 사는 한인 동

3) Kim Vladimir(Yong Taek), Ushedshie vdal, Sanckt-Peterburg, 1997, p. 222.
4) 김 게르만,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서의 민족인종문화적 자아정체성｣,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 sium “Culture and Education of Koreans abroad”, Pusan, 
1314 November, 2009, pp.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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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의 역사와 근대성에 대해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문제점들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5) 당시 필자는 한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인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무엇이 비

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잇

고 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김 블라디미르와의 대화 주제도 이

러한 것들이었다.

김 블라디미르는 그때 처음으로 한 한국 가정에 대한 작품을 쓰고자 

했는데, 누구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에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 백 년 동안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김가네의 창작 의도이다.

Ⅲ. 집필 과정에 대하여

김 블라디미르는 1997년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5년 후인 2002년에 완

성했다. 그는 남한의 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

국인의 삶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책과 신문들을 이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소설의 처음 열 장은 매우 어렵

게 씌어졌다고 한다. 한국인의 관습과 생활 방식, 문화에 관한 것, 한국에

서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관한 것, 20세기 초의 경제 상황에 관한 것, 한국

과 일본의 역사적인 상호 관계, 침략 계획들에 관한 참고자료들과 문학

5) 이 주제는 필자의 연구에서 주요한 테마가 되었는데, 그 성과로는 김 게르만, 한인

이민 역사(박영사, 2005), 한인 이민 역사, 1945~2000(한국학술정보, 2010)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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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등의 자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남한 회사의 타시겐트 지부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오류를 

피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의 작품에서의 한국의 궁궐은 그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돌담과 성채를 지닌 요새와 같은 모습이다.

Ⅳ. 작품 경개, 스토리 라인

이 글의 텍스트는 한인 이주자들의 운명에 대한 5권의 소설 중 제1권

이다. 제1권은 김철과 그의 형 김강철(김강철은 김철의 형으로, 그리고 

김철의 아들 중의 하나로도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가 한국이름을 붙이면

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정된다.필자 주) 등 김가네의 호주들에 관한 

것이다. 소설의 사건은 한일합방이 강제 체결된 후 1년이 지난 1911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수년 동안 왕의 궁중호위로 일했던 김철은 퇴직을 

하게 된다. 왕과 그의 충실한 친위병과의 작별의 에피소드에서부터 첫 

장이 시작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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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의 영감은 궁중호위 근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두 차례나 왕의 

살인음모를 막아냈다. 그가 아주 젊었을 때 첫 번째 음모를 막아내는 과

정에서 그는 그의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얻게 된다. 이 때문

에 그는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민화와 만날 당시 그의 나

이는 이미 29세였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지녔다. 수년 전에 왕은 외교적인 임무를 맡겨 그녀의 아버지를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십 년이 지나 

성인이 된 민화는 조국으로 돌아왔고, 대사의 문서와 일기장을 왕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왕에게 알현을 청하였다. 이때 그들은 처음 만났고, 만

나자마자 곧바로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 강직한 장교가 먼저 관심

을 표현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식모

를 통해 김철에게 이렇게 물었다.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백학이 그려진 

부채를 선물하시지 않았나요?” 김철은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곧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때 그는 한 청년이 청혼을 하고자 집안 대

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부채를 사랑에 빠진 여성에게 선물하였다는 중세

기 소설을 떠올렸다. 그 물음의 의미를 이해한 후, 김철은 “좋소!”라고 단 

한 마디로 대답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김강철과 김동철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지만, 묘사된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에 민화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 그녀 덕분

에 남편과 두 아들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습득하였다. 형은 육군유년

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로 근무하였으며, 동생은 특권을 가진 귀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가고자 하였다.

일본의 두 정찰 장교는 비밀의 방에서 왕과 친위병이 작별을 하고 있

6) Analizu romana “Kimy” posvyashena chast Glavi 11. Proklyatyi koreiskyi vopros 
(Literatura kak Ubezhishe i Lovushka) knigi Kan Aleksandra. See: pp. 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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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뒷조사를 해왔으며, 한국의 

애국자들에 대한 서류들을 수집하였다. 두 사람 중의 하나인 오하주키는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 근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능통

하게 구사했다. 그의 운명은 수년 동안 소설의 주인공들의 운명과 밀접

히 얽혀 있다. 두 정찰장교는 김철을 그들의 편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아

주 정교한 계획을 세운다.

퇴직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김철은 손자의 돌을 축하해주기 위해 

형에게 간다. 김강철 또한 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

게 된다. 일본 장교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그는 그들 중 스페인어를 잘 구

사하는 한 명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김강철의 가정의 경사에 대해 알게 

된 일본인은 초대를 받고 오카야마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김강철의 집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서민들이 즐기는 오락이자 농민들이 명절에 하는 

경기에 끼어든 오카야마는, 한국의 양반들에게 검을 가지고 결투하자고 

도전장을 내던졌다. 김강철은 도전장을 받아들였다. 결투는 연습이었지

만, 분위기는 마치 격전 속에서 적수들이 만난 것과 같았다. 그 순간 김강

철은 일본 장교의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작별 인사

를 하고, 그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러나 패배하여 격노한 오

카야마는 재결투를 요구하며 김강철의 뒤를 쫓아가지만, 가는 도중에 김

강철의 부인이 나타나 오카야마의 검에 찔려 쓰러진다.

김철은 오래 전부터 항일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며느리의 죽음은 의병활동에 가담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앞당겼으며, 

장례식 후에 그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알린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자

신과 큰 아들은 남아서 함께 반反식민지 운동을 하고, 작은 아들은 학업

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작은 아들이 일본으로 떠나자, 김철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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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궁에 어떻게 침입할 것인지, 함께 북한에서 달아나자고 왕을 어떻

게 설득해야 할지, 그리고 빨치산전투를 그곳에서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

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한 달 후 깊은 밤중에, 그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성벽에 다가가 비밀통로를 통해 왕의 침실로 바로 침입하였다. 하지만 

용맹한 김철은 퇴위한 왕이 두려움에 소리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

했으며, 심지어 일본인들에게 저항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

했다. 왕의 외침은 경비병을 불러들였다. 일본의 병사들은 침실로 들어

갔고, 벌어진 격투에서 부상을 입은 김강철은 포로로 잡힐 뻔했지만, 그 

찰나에 경비병에게서 달아나 성벽 아래의 못으로 뛰어내려 죽어간다.

그 동안 한강이 흘러 나가는 곳에서 크지 않은 범선이 흔들리고 있었

다. 이곳에서 김강철은 군대 동기들과 한 살 된 아이와 함께 아버지를 기

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보트가 보이며, 그는 작전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

해 듣게 되었다. 스스로 빨치산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장교들은 북

한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어부로 가장하여 항해했다. 항해 도

중 일본의 초계정이 그들을 억류하였다. 조사를 받을 때, 김강철은 적군

의 배를 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공격은 성공적이었으

나, 가장 젊은 한국 장교가 죽게 되었다. 그들은 북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

다. 연료가 떨어졌다. 그들은 초계정을 버리고 범선을 탄 채 항해를 계속

하였다. 그들은 압록강을 따라 신의주까지 올라가 김철의 오랜 동료이자 

그 지방의 국경책임자와 연락을 취하였다. 그는 밀림 속에 그들이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강철의 지휘 하에 빨치산 대원들은 다소 대담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소문은 새로운 애국자들을 끌어들였다. 부대는 확대되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따뜻한 옷과 신발 그리고 식량이 없었다. 이때 군의 

진영에 크할림이라고 불리는 다른 부대의 지휘관이 나타났다.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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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약탈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두 부대를 연합하여 은행을 

습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계획대로 성공했지만, 쉽게 얻은 돈은 싸움

을 불러일으켰다. 진영에는 만취와 도박이 만연하였다. 크할림의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에 많은 빨치산 대원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길을 나서 산

기슭에서 일본 병사들과 마주쳤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많지 않았

다. 김강철은 몇몇 사람들과 안내자와 함께 음산한 길을 따라 추격으로

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그는 아이와 함께 홀로 남

게 되었다. 이른 봄 그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

수많은 날이 지나고 아물지 않은 상처로 약해진 김강철은 의식을 잃게 

되었다. 이때 중국 농민인 후린이 그와 아이를 함께 거두었다. 농부는 비

교적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이가 없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다. 농부는 하

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며 아내를 아이와 함께 친척들에

게 보내고 본인 자신은 부상자를 간호하였다. 그는 김강철이 죽지 않기

를 바랐다. 김강철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바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물

어보았다. 하지만 후린은 거짓말을 하며 어떠한 아이도 보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김강철이 하루 빨리 마을을 떠나도록 했다.

김강철은 러시아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먹을 것이 떨어져 수많은 날들

을 밀반죽 수프로 영양을 섭취하였다. 왜냐하면 숲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성공하

였다. 원기를 회복한 그는 또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노

인ㆍ부인ㆍ남편ㆍ어린 아이(6세), 그리고 딸이 있는 한국의 한 가정을 

보게 되었다. 그들 또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고 있었다.

조심스레 행동하는 게 몸에 밴 김강철은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

리고 있는 게 분명한 그 가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무장한 안내자

와 그 뒤를 따라 여자를 사러온 듯이 보이는 남자 두 명이 나타났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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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나는 과정에서 노인의 사위는 죽음을 맞고, 남자들은 여자를 데려

갔으며, 남은 사람들도 곧 닥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안내자

는 노인과 남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의 짐을 뒤져 먹을 것이 있나 

살피려고 했다. 바로 그때 김강철이 나타나 안내자를 죽이고, 안내자를 

따라온 남자들과 격투 끝에 노인 가족을 구출한다.

김강철은 노인의 가족과 함께 러시아를 향해 갔다. 노인은 휴식 중에 

그들이 겪었던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역경들

에 대해서 호소하였다. 작은 아들이 심한 노동과 질병으로 죽게 된 일본 

노동부대로 어떻게 징용되어 갔는지, 홀로 된 딸의 아들인 한 살배기 손

자를 중국에서 어떻게 고별하게 되었는지, 빚 대신 중국에 팔려갈 뻔했

던 이야기들에 대해서였다. 젊은 순희의 슬픔과 그녀의 운명 그리고 김

강철의 운명의 유사점은 마지막에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젊은 남녀 

사이에 열정이 타오른다.

그러나 국경을 넘을 때 김강철은 노인의 가족을 먼저 국경감시소로 보

내고, 본인은 24시간이 지난 후 러시아인에게 갔다. 알렉세이 로모프체

프 대위가 국경감시소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이고르 부베노프 중위가 차

관이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이주자들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

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은 국경을 넘은 아시아인들을 동정한다. 

게다가 평범하지 않은 한국인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젊

고 힘센 일꾼을 부탁했던 현지의 한국인 부자에게 김강철을 보내기로 하

였다. 이렇게 김강철은 박 트로핌 집의 고용인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났다. 

김강철은 경작하고 파종하고 풀을 베는 등 고용인이 해야 하는 것들을 

완전히 익혔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매우 열심히 배웠다.

박 트로핌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첫째 아들 게라심은 이미 결혼

을 하였고, 19세인 둘째 아들 표드르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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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엘레나 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시에서 수학하여 중학교를 마쳤

다. 김강철은 표드르와 친하게 지냈으며, 그를 통해 러시아 청년 모임에 

가게 되었다. 옆 마을 루자예프카의 선생님이자 12월 유형 당원의 손녀

딸인 나탈리아가 이 모임을 개최하였다. 그녀는 부베노프 장교와 약혼을 

하였다. 이 장교는 국경감시소 지휘관의 차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트로

핌은 오래 전부터 제분소를 건설하는 것을 소망하였다. 그는 동업자가 

필요했으며, 러시아인을 원했다. 왜냐하면 부근의 농민들이 한국인이 운

영하는 제분소를 배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로핌은 그러한 동업자로서 

루자예프카 출신인 러시아 대장장이 예피판을 눈 여겨 보았다. 그러나 

예피판은 대장장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으며, 자신의 기술을 전달해줄 

조수가 필요했다. 김강철이 바로 이 조수가 되었다. 그는 루자예프카로 

옮겨갔으며, 대장장이 일의 기초를 습득하기 시작하였다.

루자예프카의 젊은이들은 서로 적의를 품고 있는 두 진영으로 나뉜다. 

한 곳은 부유한 농민들의 자녀들이며, 다른 한 곳은 가난한 농민들의 자

녀들이다. 나탈리아의 청년모임에는 부유한 가정의 남녀가 모인다. 이에 

대장장이 예피판의 딸 마리야 또한 나탈리아의 청년모임에 참여하고 있

다. 두 번째 진영의 지도자인 아포냐는 마리야에게 구혼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포냐는 나탈리아의 청년모임을 마치고 마리야와 

함께 돌아오고 있던 김강철을 낚아채려고 하였다. 김강철은 일 대 일로 

하자고  그에게 달려드는 러시아 남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들은 옆으로 

물러섰다. 아포냐는 주먹다짐을 하였으나 어떤 방법으로도 김강철을 이

길 수 없었다. 두 차례나 땅바닥에 넘어진 러시아 남자는 이 한국인 김강

철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내내 싸움을 그만두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

었다. 다음 날 아포냐는 직접 김강철에게 찾아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달

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우정이 싹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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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철의 학습은 끝을 향해 갔다. 트로핌과 예피판은 그에게 내일부터 

자기들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강철은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였

다. 이 조건은 아포냐를 조수로 택한다는 것이다. 아포냐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것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몇 달이 흘렀다. 김강철의 삶은 러시아어 학습ㆍ독서ㆍ일로 채워졌다. 

나탈리아는 프랑스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교제를 

촉진시켰다. 하지만 곧 나탈리아는 부베노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도시로 

이사를 하였다. 이때 트로핌의 제분소에 화재가 일어난다. 러시아의 온 

마을이 불을 끄는 데 참여하여 짧은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로핌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모두 다 갚을 수 없어 절망에 빠

져 있었다. 그때 김강철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를 담보로 맡기기

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탈리아의 도움을 받아 트로핌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로핌에게는 졸도와 중풍이라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

다. 그의 아들 게라씸은 마치 빚을 갚을 때 아버지를 속였다는 식으로 그 

원인이 김강철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김강철은 게라씸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백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이 소

문을 그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트로핌의 딸인 옐레나도 믿고 있다

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였다. 결국 김강철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도시에는 아시아 이주자들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민족학 학술

원정대가 있었다. 젊은 학자 리판토프가 이 학술 단체를 이끌었다. 그러

나 리판토프는 학문 이외에도 혁명 활동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학

술원정대는 통역사를 필요로 했으며, 부베노프는 김강철을 추천하였다. 

세 달 동안 학술원정대는 니콜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 백 킬로

미터를 말을 타고 갔다. 학술원정대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주자들을 보호해야 했고, 한국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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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의 결혼을 주선하여야 했다. 특히 리판토프와의 대화는 김강

철에게 있어서 무의미하지 않았다. 리판토프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가 

기구를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볼셰비키의 러시아 사

회민주주의노동당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강철은 도시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였다. 그는 한국인 이주자들을 위해 러시아어 학교를 열기를 

원했다. 리판토프의 도움으로 그는 사설학교를 열 수 있었다. 도시에는 

두 개의 한국연합 기관이 있었다. 김강철은 그 두 연합 기관 중 한 곳의 

일원이 되었지만, 연합의 강령(안), 특히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도자

들에 의해 이용된 수단과 방법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일과 마르크스주의 서

클 창립에 관한 비밀 작업에 혼신을 다한 후 연합에서 나왔다.

1914년 그는 러독 전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몇몇 한국인들과 함께 군

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군부대 조사기관에 들어갔으며, 적군

의 배후를 수십 번 습격하였다. 로모프체프 부대장은 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는 전초기지의 우두머리이다. 로모프체프와 김강철은 서로를 

알고 있었으며, 로모프체프는 승진하면서 김강철을 소위 학교로 파견을 

보냈다.

1917년 수천 명의 병사와 장교들과 함께 김강철은 전선을 떠나 모스

크바에서 리판토프를 만나서 그와 함께 10월의 민중봉기에 참여한다. 그

리고 몇몇의 위원들과 함께 아보냐를 포함한 오랜 지인들을 만나 하바롭

스크로 갔다. 그곳으로부터 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연해주로 몰래 들

어갔다. 그는 부베노프의 집에서 엘레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결혼한

다. 그 이후 그는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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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백군의 마지막 요충지는 스파스크이다.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서는 수색 자료가 필요하였다. 김강철은 칼므이크 장교의 모습을 하고 

부베노프와 만나 스파스크에 침입하였다. 그들이 만난 술집에는 일본의 

정찰병인 오하주키도 있었다. 오하주키는 깔므이끄 장교의 모습을 하고 

한국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강철은 볼셰비키에게로 달아

나야 했다. 볼셰비키들은 김강철에게 한국 부대를 지휘하고 먼저 백군의 

요새를 습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밤중에 한국 부대는 유자철선과 함

정ㆍ지뢰가 있는 험난한 지대를 뚫고 적군의 참호에 침투하였다. 부대의 

손실은 컸지만, 스파스크 마을을 붉게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

국의 수많은 병사들과 김강철은 이 공훈으로 이름이 새겨진 무기와 훈장

을 받을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한 후 극동 지역에서의 시민전쟁은 끝이 났다. 

군대의 노병들은 작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한국 식당에 모였다. 김강

철은 이 식당의 이전 주인을 알았지만 새로운 주인 또한 어디선가 보았

었다. 그러나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바로 오하주키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강철은 일꾼을 시켜 그를 주시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며칠이 지나 김강철은 이 사람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해내고, 식당으로 

서둘러 갔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쳤다. 오하주키는 달아나려고 하였고, 

김강철은 권총을 재빨리 꺼내 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오하주키는 김강철

과 대화하면서 그의 가족의 운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김강철은 오하주키를 놓아주었다.

전시 체제가 해제된 후, 김강철은 그의 아들이 살고 있는 시골로 서둘

러 갔다. 그의 아들 김인철은 벌써 10살이 되었다. 2년 전 김인철은 그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의 꿈은 아버

지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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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시골을 떠났다.

10년이 흘렀다. 당의 지역위원회의 지역 부장이 된 아파나씨이 루자예

프는 빠볼지예 지역의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급하는 작물

의 추가 공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회의실에는 파시예스키 

지역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김강철이 있었다. 협의 후 아파나씨이는 김

강철을 점심식사에 초대하였다. 식사 중 그는 내무인민위원부의 동료들

이 부베노프에게 흥미를 갖고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부베노프

가 체포될 것이라는 신호가 분명했다. 김강철은 부베노프가 있는 집으로 

서둘러 가서 그에게 한국으로 떠날 것을 어렵게 설득하였다. 김강철이 

알고 지내는 한국인 어부들이 부베노프 일행을 한국으로 바래다주었다.

이별의 슬픔과 근심. 언젠가 김강철을 만난 뒤 오랫동안 따뜻한 우정

을 나누었던 부베노프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김강철은 이 일에 대해

서 뜻하지 않았던 죄의식을 느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부베노프는 이렇

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방법은 헤아릴 수 없다. 철, 모두 감사하오! 제

발 무사히 살아남으시오.” 하지만 김강철은 무사히 살아남지 못하였다. 

1937년 그는 체포되었으며, 일본의 정보기관에 협력하였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김철의 첫째 아들 김강철의 인생은 끝이 났다.

Ⅴ. 주요 등장인물의 모델

김 블라디미르는 김가네의 주인공을 군사계층인 ‘무반’으로 설정하

였다. 그는 자신의 구상대로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관점으로 다른 나라

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교육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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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받아 생각과 감정ㆍ관찰ㆍ지각이 풍부한 사람이 적절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아버지인 김철은 구소련 지역에 사는 한인들 가운데 잘 알려

진 호웅배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손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왕

의 호위를 지휘하던 호웅배는 한국의 식민지화에 굴복하지 않았다. 일본

은 무력으로 저항한 장교를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그의 아들, 즉 호

웅배의 아버지는 공산당의 일원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다. 그때 

공산당은 일본 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호웅배 자신

은 북에서 자랐으며, 조선인민군의 일원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에 참전하

였다. 1950년대 초 그는 학업을 위해 모스크바로 건너갔다. 모스크바에

서 그는 북한유학생들과 함께 김일성 체제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

서 정치적인 은신처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그의 

일대기를 작가는 그냥 넘기기 어려웠다.

작가는 김철의 부인, 즉 주인공의 어머니 민화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

라 서구적 교육을 받은 선구자적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작가는 

‘김가네’의 가장의 부인이자 미래 주인공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녀

의 캐릭터를 한국인 여성을 모델로 삼아 구상하였는데, 주駐러시아 한국

대사였던 이인호 교수가 민화의 모델이다. 김용택은 여자 주인공 민화가 

외국에서 살고,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유럽의 여성처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를 대사의 딸로 만들었다. 이러한 어머니와 아

버지를 가진 아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될 수 없었다.

작가는 러시아인 주인공들, 예를 들면 김강철의 친구인 아포냐 루자예

프, 부베노프, 로모프체프 장교들, 민속학자 리판토프, 그리고 나탈리아

와 마리야 등을 통해 그와 만나서 친하게 지냈던 러시아인의 좋은 특징

들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가에게는 이러한 문맥이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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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처럼 인접한 두 국가가 단 한 번

도 분쟁하지 않은 경우는 드문 예이다.

Ⅵ. 작가의 핵심 메시지

1860년대 말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갖가지 사연으로 

고국을 등지고 중국 간도지방이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당시 이

주 한인 대부분은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낯선 외국으로 떠났지만, 그러

나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국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다. 

김가네의 주인공이 그러하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깨의 배낭뿐만이 

아니라 손에도 무기를 들고 조국을 떠났다. 그에게는 복수하겠다는 갈망

이 있었으며, 귀국 후 식민지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믿

음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는 세태적인 신화가 아니라, ‘김가네’에 대한 영

웅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묘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하였다. 이 작품의 독자들이 20세기 세계사에서, 그리고 중국을 비

롯하여 러시아ㆍ미국ㆍ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과 이주 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모국으로부터 멀리 떠나 낯선 이국땅에 

정착한 이주 한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학업에 대한 열망, 러시아어 지식, 고등교육이 

이주 한인들을 학자와 문화예술가, 집단농장과 공장의 관리자가 되게 했

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음에 보이는 주인공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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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에서 러시아로 갔었을 때, 우리

에게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이며, 이 나라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

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세력을 위해 싸웠을 때, 

우리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도

록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모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

신은 우리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길은 지식의 길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노예이며,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아들이 그가 단 한 번도 러시아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

지 않았으며 싸우기만 하였다고 말하였다. 왜 그러하였을까? 왜냐하면 

그도, 러시아 아이들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

들이 러시아어를 알았거나, 러시아 아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서로를 미개인으로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

람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 볼 수 있다. “나는 어딘가에서 왔

어, 너는 어디에서 왔니?”라고 하였을 때, 교제는 바로 이루어진다. 심

지어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더라도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

다. 당신들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2의 모국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

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십니까? 필자는 백러시아, 발틱

해 연안, 시베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러시아인들만 있다고 생

각하시나요? 그곳에는 10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러시아어로 소통을 합니다. 필자에게 학장이 새 학년도부

터 러시아어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

다.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전통과 관습을 알고 존중하세요. 이 나라

를 사랑하고 보호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당신에게 계모가 

아니라, 항상 친어머니처럼 다가갈 것입니다!7)

7) Kang Alexander, Book of the White day(“Literature of CIS Koreans in search for their 
lost Identity”, Taraz: Senim, 2010, p. 461 (in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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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설의 미래는?

작가에 의해 기획된 5권의 책 중 제1권이 출간되었다. 1937년부터 

1946년도까지를 다루고 있는 제2권은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다. 제2권은 

‘고려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제2권은 올해 75주년을 

맞이한 강제이주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수천 명의 이주 

한인들을 실은 열차가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고향과 오랫동안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로 향하여 갔다고 자세히 적고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김강철의 큰아들 김인철은 이주 한인 집단농장에서 

유명한 의장이 되었으며, 빠벨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가진 작은 아들은 

수백 명의 소비에트 한인들 속에 포함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갔다. 그리고 구소련 사절들은 그 운

명이 비극적이며, 한반도에서의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 후에 대부분은 

김일성 체제에 의해 억압받게 되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한 감옥의 고

문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철의 또 다른 남동생 김동철은 작가

의 구상에 따라 일본으로 공부하러 떠났으며, 후에 일본군의 일원으로 

식민지 침략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

하는 것에 앞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보여주는 모든 비극적인 요소들을 

인식한다. 그의 자식들은 조국으로 돌아와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지킨다.

감가네 주인공들의 갈라선 운명은 언제 서로 마주하는가? 이는 현 

시기를 서술하게 될 제5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작가의 큰 바람은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은 한민족에 대해 끊

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에게는 

소설 김가네의 제1권의 내용에 따른 30회의 텔레비전 방송용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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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

Ⅷ. 맺음말작가에게 보내는 제안과 의견

김용택의 소설에 대해 강 알렉산드르는 서술의 어조가 지나치게 균일

하고 졸리는 듯하며, 모든 것이 정적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용택의 소설에는 고찰, 일반적인 의미, 전혀 독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소설

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주인공에게는 인간의 약점과 과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인공은 틀에 박히고 취약하며 평범하다. 

또한 강 알렉산드르는 작가가 하나의 소설 속에 모험적ㆍ낭만적ㆍ멜로　

드라마적ㆍ 역사적ㆍ추리적 장르들을 혼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작

가는 자신의 예술적인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을 절충적으

로 삽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알렉산드르는 김가네가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용택은 소설에서 민

족의 과거와 함께 명백한 역사의 단편을 고찰하고 있으며, 게다가 자신

의 주인공들을 고종황제와 사회 활동가 이동희, 한국의 공산당원 김 스

탄케비치 등 역사적인 인물과 연결하여 역사적인 신빙성을 나름대로 담

보하고 있다. 이것은 예술적이고 민족의 역사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유희의 전례이다.8)

필자도 서술된 자료들의 보다 역사적인 신빙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사

8) Ibid., pp. 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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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작가 스스로 처음부터 주인공들의 운명이 급변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소설 속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역사 현장들을 방문할 수 없는 것, 고

문서의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것,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특수한 사건들과 실패들을 피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의문이나 감탄의 표시를 하면서 여백에 주해를 달

고, 손에 연필을 쥔 채 소설을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작가에게 의견들을 

말하였다.9)

김용택의 소설은 책으로 읽었거나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문체와 주석들 속에 드러나는 문학적 태도의 상세함, 문

체 유형과 주제 방향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작가가 묘사한 것과 실제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한국 독자들은 진심으로 깊

이 그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책이 계속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작가는 

한국어로의 번역에 앞서, 역사적인 특징들의 부정확한 점과 오류들을 정

정하고자 하며, 필자는 그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

여 기꺼이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다.

9)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책의 삽화들은 때로는 한국의 현실과 아주 멀었다. 예를 들

면, 대나무를 중동의 야자나무와 매우 유사하게 묘사한 것이나, 말을 탄 한국의 양

반을 독일 남작에 비유하거나, 한국 왕의 머리에 프랑스 왕자들의 왕관을 씌운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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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종족, 디아스포라의 자아의식

Ⅰ. 머리말

로제르 브루베이케르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1980년 말

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와 이것에서 

파생한 개념1)들은 미국의 모든 연구논문 제목에서 1970년대에는 1년에 

1~2번, 1980년대 말에는 1년에 약 13번, 그리고 2001년에는 거의 130번 

가량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2) 이러한 ‘디아스포라’ 용어의 사용은 학술

문헌에 그치지 않는다. <구글> 사이트에서 ‘디아스포라’를 검색하면 영

어로는 32.2백만, 러시아어로는 3.73백만의 인용 글이 검색된다.3)

1)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에서 파생한 개념들과 그것과의 언어 결합, 디아스포라 용어

의 색인은 저자의 모노그래프 디아스포라: 시공간적 모델과 분석의 부록을 참고

할 수 있다.
2)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Vol. 28, No. 1 

January 2005), p. 1.
3) Date of web searching: 03.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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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에 대해 집중된 관심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디아스

포라 개념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 종족 근원의 통일원칙에 따라 자신

의 공통성을 형성하는 집단 또는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정치

적ㆍ사회경제적ㆍ종족문화적인 문제의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둘

째, 학제간 분석을 요하는 디아스포라의 생활보장과 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총체적인 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셋째, 디아스포라는 한 국가의 대내ㆍ대외 정치에서 주요한 주제로 떠올

랐다. 넷째, 체코슬로바키아ㆍ유고슬로비아, 그리고 구소련과 동방연합

의 붕괴 후, 그들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구소련 지역, 특히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독

립국가의 사회생활에서 종족적인 요소들이 크게 강화되자, 사람들의 종

족 모자이크 현상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ㆍ기준ㆍ기능ㆍ유형학ㆍ발

전 전망 등에 대해 학술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Ⅱ. 디아스포라 연구

디아스포라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디아스포라학’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4) 러시아 학술 문헌에서 디아스포

4) Khabibilina N. N., Diaspora: sutschnost, sotsialno-filosofskie aspekty razvitiya, (na 
materialakh Buryatii), Ulan-Ude, 200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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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문제는 대부분 종족 정체성의 의의와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들은 1960~1980년대의 쉬라코고

로프, 브롬믈레이, 구밀레프, 시몐노프, 코즐로프 등의 선행 연구들과 관

련이 있다.5) 

구소련 시대 최후에 고르바초프의 3단계 ‘재편성공표민주주의화’

와 관련이 있는 종족적 부흥의 붐은 사회학자와 민속학자들의 디아스포

라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아루추냔, 드로비졔바, 팔로스코바, 티쉬코프, 

파프코프 등은 국가들의 대외ㆍ대내 정치 활동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위

치ㆍ역할ㆍ정치법률적 상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돌렸다.6)

종족적 디아스포라 연구의 문제는 이주민 집단간 종족성의 실현과 시

대성에 특징지어진 다른 과정 사이의 관계 강화, 세계화 과정, 대거 종족 

5) Shirokogorov S. M., Issledovanie osnovnih principov izmeneniya etnicheskih I 
etnograficheskih yavlenyi. Shanhai, 1923; Bromlei U. V., Ocherki teorii etnosa. M.: 
LKI, 2008; Bromlei U. V., Etnosocialnie processi: teoriya, istoriya, sovremennost. M.: 
Nauka, 1987; Gumilyov L. N., Etnosfera: Istoriya ludei i istoriya prirody. M.: Kristall, 
1993; Gumilyov L. N., Etnogenez i biosfera Zemli. L.: Gidrometeoizdat, 1990; 
Semyonov U. I., Kak vozniklo chelovechestvo. M.: 2002; Kozlov V. I., Etnos, Naciya, 
Nacionalizm, M.: AST-Press, 1999 etc.

6) Arutyunyan U. V., Drobizheva L. M., Susokolov A. A., Etnosociologiya. M., 1998; 
Starovoitova G. Etnicheskaya gruppa v sovremennom sovetskom gorode. Leningrad, 
1987; Tishkov V. A., Russkyi yazik i russkoyazichnoe naselenie v stranah SNG I 
Baltyi. Vestnik Rossyiskoi akademyi nauk, T. 78, No. 5, 2008, pp. 415~422, Tishkov 
V. A., Etnologiya i politika: statyi 1989~2004 gg. M.: Nauka, 2005., Tishkov V. A., 
Uvlechenie diasporoi (o politicheskih smislah diasporalnogo diskursa) // Diaspori, 
No. 2, 2003, pp. 160~183; Poloskova T. V. Diaspori v sisteme mezhdunarodnih 
svyazei. M.: Nauchnaya kniga, 1998; Poloskova T. V., Sovremennie diaspori 
(vnutripoliticheskie i mezhdunarodnie aspekti). M.: Nauchnnaya kniga, 2002; 
Poloskova T. V., Novie diaspori v Rossii (vnutri-i vneshnepoliticheskie aspekti) // 
Rossiya i yeyo sosedi: problemi etnicheskih menshinstv. M.: RAN INION, 2000; 
Popkov V. D., Fenomen etnicheskih diaspor. M.: IS RAN, 2003,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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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특별한 주목을 얻게 되었다. 1980년 말부

터는 종족 공통성의 디아스포라적7) 발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

구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특징이다. 그리하여 연구의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하다.

(2) 특정한 종족사회적 현상과 같은 디아스포라의 구체적인 특수성

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다. 러시아의 역사기록(학)에서 디아스포

라의 자율형성의 기준들과 구성에 관한 첫 번째 이론연구 중에 하나는 

일라리오노바야의 저서 종족집단 : 자아인지의 발생과 문제(디아스포

라 이론)이다.8) 아울러 체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분석의 원리를 디아

스포라 기능의 근본에 두었던 레빈의 디아스포라의 사고방식의 모노

그래프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9) 무엇보다도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유능하고 저명한 현 러시아 학자로는 디아스포라의 특성과 기능, 유형학

적 관계 연구에 현저한 기여를 한 댜틀로프, 쉬니렐만, 카스마르스캬야, 

리비졔바, 타쉔코 등이 있다.10)

  7) ‘diaspornoe’와 ‘diasporalnoe’의 개념들은 디아스포라를 정의함에 있어서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8) Ilarionova T. S., Etnicheskaya gruppa: genesis i problemi samoidentifikacyi (teoriya 

diaspori). M., 1994.
  9) Levin Z. I., Mentalitet diaspori (systemnyi i sociokulturnyi analiz). M.: Institut 

vostokovedeniya RAN; Izdatelstvo “Kraft+”, 2001, p. 121.
10) Dyatlov V., Diaspora: popitka opredelitsya v ponyatiyah // Diaspori, No. 1, 1999, 

pp. 8~23; Dyatlov V. I., Sovremennie torgovie menshinstva: factor stabilnosti ili 
konflikta? (Kitaicy i kavkazcy v Irkutske). M., Natalis, 2000, p. 190; Dyatlov V., 
Diaspora: ekspansiya termina v obshestvennuy praktiku sovremennoi Rossii // Tam 
zhe, No. 3, 2004, pp. 126~138; Kosmarskaya N. P., “Deti imperyi” v postsovetskoi 
Centralnoi Azyi: adaptivnie praktiki i mentalnie sdvigi (russkie Kirgizyi, 1992~
2002). M., 2006, p. 370; Lebedeva N. M., Novaya russkaya diaspora. Socialno-
psihologicheskyi analiz. M.: Institut etnologyi i antropologyi im. N. N. Mikluho-
Maklaya. 1997, p. 324; Toshenko Zh. T., Chaptikova T. I., Diaspora kak obiekt 
sociologicheskogo issledovaniya // Socis, No. 12, 1996, pp. 33~42; Shnirelma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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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젊은 러시아 학자들은 역사ㆍ정치ㆍ국제관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썼다. 바타나바야, 잘라토바야, 김, 믜리니코

프, 체푸린, 라바노프, 팔루야노프, 코친 등의 학위논문들은 디아스포라 

주제에 대한 접근의 새로움, 사용된 자료의 광대함, 논의의 근거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11)

(3)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끈 다양한 원인의 결과 중에 종족 디아스포

라의 기능의 종족 문화적, 사회경제적, 법률적이고 국제적인 관점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와 이 영향의 변수

들은 멜코냔, 그리고랸, 체르사르키샤네츠, 아브라먄, 할무하메도프, 

루리요 등의 학술적 관심의 대상을 이룬다.12) 칠렌노프, 밀리타레프, 아

M., Mifi doaspiro // Diaspora, No. 23, 1999, pp. 6~33.
11) Batanova O. N., Russkyi mir i problemi ego formirovaniya. AKD. M., 2009; Zolotova 

L. V., Gosudarstvennaya politika po podderzhaniu russkoyazichnih diaspor 
na postsovetskom  prostranstve i sodeistviya dobrovolnomu pereseleniu 
sootechestvennikov v Rossiu. AKD. Rostov-na-Donu, 2009; Kim A. S., 
Etnopoliticheskoe issledovanie sovremennih diaspor (konfliktologicheskyi aspekt). 
AKD. Sanckt-Peterburg, 2009; Mylnikov M. A., Etnicheskaya diaspora kak subiekt 
politicheskih kommunikacyi. AKD. Astrahan, 2009; Chepurin A. V., Problemi 
konsolidacyi zarubezhnoi rossyiskoi obshini. AKD. M., 2009; Lobanov M. A., 
Rossyiskaya diaspora v blizhnem zarubezhie kak factor prodvizheniya nacionalnih 
interesov Rossyi. AKD, M., 2008; Poluyanov V. K., Diaspornie obshini v rostovskoi 
oblasti: formirovanie, tipologiya, problemi adaptacyi. AKD, Rostov-na-Donu, 2007; 
Kotin I. U., Processi formirovaniya uzhnoaziatskoi diaspori (XIX-XXI vv.). 
Avtoreferat dissertacyi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doktora istoricheskih nauk. 
Sanckt-Peterburg, 2007 etc.

12) Melkonyan E., Diaspora v systeme etnicheskih menshinstv (na primere armyanskogo 
rasseyaniya) // Diaspora, No. 12, 2000, pp. 6~28; Abramyan L., Armeniya i 
armyanskaya diaspora: Rashozhdenie i vstrecha // “21yi vek”, No. 2, 2005, pp. 
137~155; Grigoryan V. P., Istoriya armyanskih kolonyi Ukraini I Polshi (armyane v 
Podolyi). Erevan, 1980, pp. 83~99; Halmuhamedov A. M., Armyanskaya diaspora 
kak sociokulturnyi i politicheskyi fenomen. Sociologicheskie Issledovaniya, No.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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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케나지, 에프쉬체인, 쿠즈네초프, 쿠파베츠키이, 카츠, 미라노프, 릐프

킨, 릐프키나, 샤피로, 체르빈코프, 나쎈코, 싸프킨, 시넬니코프 등은 구

소련 지역에서의 유대 민족의 디아스포라에서 문제를 다루었다.13)

(4) 국외에서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다. 선행한 

연구들에서 멀고 가까운 국외의 러시아 단체와 기관의 상황, 그리고 새

로운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정책 면에서 러시아 정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구소련 지역의 디아스포라 과정은 연구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14) 러시

아 지역의 종족 집단들에 대한 국민 공화국 학자들의 연구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가운데 파타호바야, 사기토바야, 쉐다조린나야, 아

플라칸스카야, 무라토프 등의 연구들을 언급할 수 있다.15)

pp. 54~59; Lurie S. V., Armyanskaya obshina v Sanckt-Peterburge (1989~1993). 
Etnicheskaya samoidentifikaciya v usloviyah krizisa materinskogo etnosa. http://
svlourie.narod.ru /armenian-myth/diaspora.htm.

13) Chlenov M., Etnokonfessionalnyi harakter evreistva // Religioznyi dialog. Licom k 
licu, pod red. R. Fainberga M., TOO “Gendalf”, 1995, pp. 15~22; Kogan M. 
E., Specifika issledovaniya etnicheskoi gruppi v gorode (po rezultatam oprosa 
peterburgskih evreev v 1991 g.) // Materiali polevih etnograficheskih issledovanyi, 
1990~1991 gg. SPb., 1993, pp. 136~137; Rivkina R., Evrei v postsovetskoi Rossii  
kto oni? M., 1996; Shapiro V., Gerasimova M., Nizovceva I., Siyanova N., 
Evrei Sanckt-Peterburga: etnicheskaya samoidentifikaciya i uchastie v obshinnoi 
zhizni // Diaspori, No. 3, 2003, pp. 95~149; Nosenko E. E., Osnovnie aspekti 
formirovaniya evreiskoi samoidentifikacyi u potomkov smeshannih brakov v 
sovremennie Rossii. M.: IV RAN KRAFT, 2004, p. 392.

14) Legoida V. R., Sovremennaya russkoyazichnaya diaspora v gosudarstvah Centralnoi 
Azyi I Zakavkaziya: sovremennaya situaciya i perspektivi // Uyzhnyi flang SNG. 
Centralnaya Aziya  Kaspyi  Kavkaz: vozmozhnosti I vizovi dlya Rossii. M.: 
Logos, 2003. 

15) Fattahova E. N., Koreiskie diaspori v Rossii I USA: istoriya, adaptaciya i integraciya 
(konec XX  XXI v.). AKD. Krasnodar, 2004; Sagitova I. O., Diaspornie obshini 
Primorskogo kraya: formirovanie, razvitie, etnokulturnyi oblik (Vtoraya polo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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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된 정기 간행물을 언급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민속학적 평론은 전통적인 물질과 정신문화, 소비에트 

연합과 국외에서의 종족의 변화 과정과 이론에 대한 모든 주요 논문들이 

발표되었던 소비에트 민속학의 맥을 잇고 있다. 최근에 학술지의 논문 

제목들에서 ‘디아스포라’의 주요 개념과 이것에서 파생한 단어들을 보다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부터 모스크바에서는 디아스포라가 발행되고 있다. 여기에

는 국내외 학자들이 종족 디아스포라 현상과 국제 이주의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제목은 다음과 같다. ‘연구 과제로서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변화’,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정책’, ‘디아스포라 토론’, ‘기술

과 관측’, ‘종족 디아스포라’(러시아ㆍ유태인ㆍ중국ㆍ독일ㆍ한국 등).

잡지는 1년에 4회 발간되며, 매 호마다 소재 이외에 주요 제목에 이러

한 주제들이 소개된다.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의 언어’, ‘디아스포라 정

체성의 딜레마’,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러시아: 디아스포라 교환’, ‘러시

아 유태인: 쉬테틀에서 메가 폴리스까지’, ‘｢동풍｣분산된 중국인과 한

국인’ 등이 그것이다. 구소련 지역에서 인터넷에 디아스포라 사이트가 

생겼으며, 또한 전자식 디아스포라 잡지도 생겼다. 예를 들면 <디아스포

라 행성> 출판사는 러시아 연방 경계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오늘날 러시아에서의 구소련 국민의 삶을 조명하는 같은 명칭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XIX-XX vv.). AKD. Vladivostok, 2004; Sheda-Zorina I. M., Udmurtskaya diaspora 
v subiektah federacii razlichnogo tipa (na primere udmurtov Permskoi i Kirovskoi 
oblastei, Respublik Bashkortostan, Tatarstan i Maryi El). AKD. Izhevsk, 2007; 
Muratov A. S., Uzbekskaya diaspora v Kazahstane: osobennosti politicheskogo, 
socialno-demograficheskogo i kulturnogo razvitiya (konec XIX-nachalo XXI veka). 
AKD. Almaty, 2007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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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봄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정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

소, 국립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러시아 연방 외무부, 모스크바국립대학

교 등의 창립자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 <통합과 디아스포라의 연구

소>(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연구소)16)가 설립되었다. 연구소에는 10명

의 박사과정 학생과 3명의 박사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20명의 전문가

가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와 크림’, ‘몰도비아와 트란스니

스트리아’, ‘백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카프카즈’,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의 경제 통합’,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법률 비교연구’, ‘동

포들과 관련한 러시아 디아스포라’ 등의 분과가 있다. 연구소에는 문서

부와 신문보도부도 들어가 있다. 연구소는 예레반(2007)과 비쉬켘에 지

사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디아스포라. 발트 3국과 독립국가연합 국가 

동포의 사회조직이라는 조사분석보고서를 발행한다.

대규모의 ‘국외’ 러시아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나라 가운데 구소

련의 몰락 시기에 수치상으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두 번째인 중앙아시

아는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국경 밖에 사는 2천5

백만의 러시아 종족 가운데 9백5십만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다. 이 

중 2/3는 카자흐스탄(6백2십만)에, 1/3은 중앙아시아 공화국(3백3십만)

에 거주하였다.17) 2006년 초 카자흐스탄에 397만9천 3백 명, 키르기스

스탄(2007년 초)에 47만여 명, 우즈베키스탄에 백만 명 가까이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약 9만~10만 명 정도, 타지키스탄에는 4만5천~5

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이 남아 있다.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러시아인 수

는 2007년에 따르면, 5백5십~5백7십만 명 정도이다. 오늘날 중앙아시

16) Institut stran SNG (Institut diaspori i integracii). http://www.zatulin.ru/institute.
17) Nacionalnyi sostav naseleniya SSSR. Po dannim Vsesouznoi perepisi naseleniya 1989 

g. Goskomstat SSSR. M., 1991, pp. 13~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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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는 구소련 몰락 시기 중앙아시아 영토에 거주하였던 약 60%의 러시

아인이 남아 있다.18)

러시아는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전 세계에서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좋

은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에 러시아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는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러시아는 해외 동포

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국가적 이해

관계를 실행하는 것에서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의 사용은 이미 충분히 일

어났지만, 해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표현

되는 실제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19) 러시아는 유라시아 권역에서 자

신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고 제국이라는 수사보다 다른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대체로 구소련 

지역에서, 특히 그곳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의 정의와 이

러한 이해관계의 실행 장치, 방법의 선택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기본 방향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작용의 

인문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구성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예를 들면 ‘러시

아어권역 보존’과 관련하여 ‘가까운 국외에서의 러시아 문화의 기지 강

18) Kolosov V. A., Galkina T. V., Kuibishev M. V., Geografiya diaspor na territorii 
bivshego SSSR // Obshestvennie nauki I sovremennost, No. 5, 1996, pp. 34~46; 
Shustov A. Skolko russkih ostalos v Centralnoi Azii.  http:// www.fondsk.ru

19) Gadzhimuradova N. M., Osobennosti formirovaniya i razvitiya diaspor na 
postsovetskom prostranstve (na primere Rossii I Zakavkaziya). Dissertaciya na 
soiskanie uchyonoi stepeni kandidata politicheskih nauk. M., 2002; Kalinina N.V., 
Rossyiskaya diaspora v stranah SNG (politicheskie aspekti problemi). Dissertaciya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kandidata politicheskih nauk. M., 2002; Savchenko O. A., 
Russkaya diaspora v Azerbaidzhane: problemi etnokulturnogo razvitiya. Dissertaciya 
na soiskanie uchyonoi stepeni kandidata politicheskih nauk. M., 2002; Kolsto P., 
Ukorenyaushiesya diaspori: russkie v bivshih sovetskih respublikah // Diaspori, No. 1, 
2001, pp. 6~38;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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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서의 모국어와 문화적 전통의 보존’, ‘강하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관계 조직’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해외 국가들의 공통 정보 구역 유지’, ‘해외동포의 인문과학적이고 정치

적인 권리보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 포니야와 유사한 ‘러시아 포니야’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적 소속ㆍ거주지ㆍ종교 등과 관계없이 

러시아어와 문화 체계 속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러시아어의 유일한 정보구역 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러시

아 포니야’ 이념은 표준적인 러시아의 계획안과 같이 실현되고 있고, 10

년 이상 실현되었던 ‘러시아 세계’ 개념의 기본이 되었다.

‘러시아의 세계’ 개념은 해외 동포들과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던 러시아 정부에 의해 요구되었다. 해외동포가 함께 한 2001년 

첫 국제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러시아의 지리적 경계에서 멀리, 

심지어 러시아 종족의 경계에서 멀리 나왔음을 언급한 후, 그들에게 ‘러

시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그리고 2007년 6월 21일 대통령 

지시로 ‘러시아 세계’ 펀드가 설립되었다.20)

팔라스코바야와 스크리니크는 러시아 세계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종족적인 네트워크의 기능과 발전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러시아의 

세계’ 이념은 그들에 의해 학문적 조명을 받았다. 저자들은 ‘러시아 세계

의 논리’라는 학술적인 표현을 통해 멀고 가까운 국외의 러시아 공동체

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21) ‘러시아 세계’의 중요한 원리는 이미 

러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주요한 방법론적인 틀이 되고 있을 뿐만 아

20) Ukaz Prezidenta Rossyiskoi Federacyi “O sozdanyi fonda “Russkyi mir”. http://
russkiymir.ru.

21) Poloskova T. V., Skrinnik V. M., Russkyi mir: mifi i realyi. M., Moskovskyi fond 
“Rossiyane,” 200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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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러시아연방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다.

Ⅲ. 종족성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이론

디아스포라의 자아의식은 종족적이거나 민족적인 것과 자주 혼합된

다. 하지만 종족 집단과 국가라는 사회적 존재의 차이에 의해 그것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해의 혼동은 이와 같은 이유 때

문이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서로 차이를 지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전부터 한 가지 핵심인 ‘종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 사상에

서 유래한 종족성의 현상에 대해서는 3가지의 주요한 이론적방법론적

인 접근이 있다. 원초주의ㆍ구성주의ㆍ도구주의 방법이 그것이다.

원초주의자들, 주로 인류학자(인종학자)들은 종족 집단의 일원인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혈연ㆍ혈통ㆍ영토와 같은 원시적인 특징으로서의 종족

성을 연구한다. 서양에서 대표적으로 반 덴 베르그, 클리포드 기어츠, 앤

서니 스미스가 있으며,22) 러시아에서(구소련)는 브롬믈레이, 구밀레프 

등이 있다.23)

22) Van den Berghe, P. Race and Ethnicity: A Sociobiological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 No. 4, 1978), pp. 402~411; Geertz C.,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the New States. In С G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and Africa, 
Free Press: New York, 1963, pp. 107~113; Smith, A. D.,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New York: Blackwell, 1986.

23) Bromlei U. V., Ocherki teorii etnosa. M., 1983, p. 412; Etnosocialnie processi: teoriya, 
istoriya i sovremennost. M.: Nauka, 1987, p. 333; Gumilyov L. N., Etnogenez i 
biosfera Zemli. 2 izd. ispr. i dop. L.: Izd-vo LGU. 1989, p. 496.; Geografiya etnosa v 
istoricheskyi period. L.: Nauka. 1990,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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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족성은 상상의 공동체이

거나 사회 구조와 같은 종족 집단 구성원의 피가 아닌 머리에 근원을 두

고 있다. 서양에서 보다 더 잘 알려진 사조 내에서의 종족성 연구에서 혈

연이나 공통된 영토ㆍ역사와 같은 종족 집단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닌 공

통된 신화ㆍ집단의식ㆍ연대의식과 같은 주관적인 면이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구성주의의 틀에서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에른스 

겔네르, 베네지트 안데르슨과 에릭 홉스바움이다.24)

도구주의는 원초적인 것과 구성적인 것을 접합시킨다. 정치학ㆍ사회

학ㆍ인류학의 틀에서 성립한 구성주의와는 기능적인 접근으로 차별화

된다. 도구주의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집단 동원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와 같이, 집단의 이해를 얻기 위한 수단

으로 종족성을 설명한다. 특히 조지 데 보스는 가장 잘 알려진 도구주의

자이다.25) 구보글로, 드로비졔바, 쌀다토바 등과 같은 현대 러시아 연구

자들은 종족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접근법을 따른다.26)

24) Gellner E.,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and extended edition published by Verso, 1983, 
reprinted 1995; Hobsbawm E. J.,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5) George DeVos Identity Problems of Immigrant Minorities: A Psychocultural 
Comparative Approach Applied to Korean Japanese, in Sourcebook i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oy Simon-Bryce-Laporte (ed.),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1980, pp. 321~328; Ethnic pluralism: conflict and accommodation  the role 
of ethnicity in social history. In: Ethnic Identity: Creation, Conflict, and 
Accommodation. Walnut Creek : Altamira Press 1995, pp. 349~379.

26) Guboglo M. N., V labirintah etnicheskoi mobilizacyi. // Voprosi istorii, 2000, No. 3, 
pp. 106~112; Drobizheva L. M., Rossiskaya i etnicheskaya identichnost: protivostoyanie 
ili sovmestimost // Rossiya reformiruyshayasya / Pod redakciei L. M., Drobizhevoi. 
Academia, 2002, pp. 213~244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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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 정체성’과 ‘종족 자아의식’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동의어로 사용

되지만, 이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종족 정체성

은 자신의 종족의 속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의 

종족적 공통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른 종족으로부터 자신을 구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족 정체성은 두 가지 기본 성분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인식적인 것, 즉 자신의 집단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집단

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인 정서적인 것은 자신

이 속한 집단의 특질 평가,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 이들 구성원의 

중요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27)

종족 정체성은 한 종족의 공통성인 종족적 자아인지에 대한 종족 자결

의 과정이라 불리는 것과 결부된다. 보통 부모나 혈연관계의 사람들이 

속하는 종족에 자신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종족적 자아인지는 사회적이

고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스위스 학자인 피아졔는 종

족 정체성의 발전 단계를 연구한 초기 학자들 중에 한 명으로,28) 이를 3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누었다.

(1) 6~7세 : 이 나이 때의 아이는 자신의 종족적 속성에 대해 불완전

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인식을 한다. 특히 아이에게는 국가나 종

족 집단이 아닌, 가족과 직접적인 사회 환경이 중요하다.

(2) 8~9세 : 이 나이 때의 아이는 이미 자신의 종족 집단과 자신을 

정확하게 동일시하며, 그 동일시의 근거인 부모의 종족의 속성ㆍ

거주지ㆍ모국어를 내세운다.

(3) 10~11세 : 이 어린 소년ㆍ소녀의 나이 때는 종족 정체성이 전반

27) Stefanenko T. G., Socialno-psihologicheskie aspekti izucheniya etnicheskoi 
identichnosti. Elektronnyi resurs. http://www.sunhome.ru/psychology/54338.

28) Piazhe Zh., Geneticheskaya epistemologiya. SPb.: Piter, 2004,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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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형성되며, 다양한 민족의 특수성으로서 아이는 역사의 

독특성과 전통 생활문화의 특성을 식별하게 된다.

오랜 연구들은 피부색ㆍ머리색과 같은 종족 집단의 인류학적인 특징

의 차이를 근거로 종족 정체성이 3~4세에 처음으로 생겨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종족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린 소년ㆍ소녀의 나이 때에 정체성은 생겨난다. 종족 정체성은 

때가 되면 변한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종족적 속성의 역할을 다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종족 정체성의 형성은 어린 소년ㆍ소녀의 나이 때

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육과정은 보통 가족ㆍ씨족ㆍ

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삶의 가치와 전통적인 기반의 영향 하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종족 정체성이 형성될 때 자신을 분명한 종족으로 의식하는데, 이것은 

아이가 종족적 속성의 항구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보다 먼저 일어난다. 

어린 소년, 소녀시기에 개인의 자각에 정착된 종족적 불변수는 종족 정

체성의 형성으로 완성된다. 달리 말하자면, 기본적인 세 가지의 불변수

의 형성은 분명한 시간적인 연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2~2.5세에는 성

적인 특성의 불변함을, 8~9세에는 인종적인 특성의 불변함을, 12~13세 

이후에는 종족적인 특성의 불변함을 각각 이해하기 시작한다. 12~13세 

이후에는 일가간의 정보 전달과 사회문화적인 인지의 복잡한 조직이 필

요하다.29)

29) Aboud Frances E., and Shelagh A., Skerry. Self and Ethnic Concepts in Relation to 
Ethnic Constanc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15, No. 1, 1983), 
pp. 14~26; Ocampo K. A., Bernal M. E., Knight G. P., Gender, race, and ethnicity: 
the sequencing of social constancies.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transmission 
among Hispanics and other minorit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3, 
pp.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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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혼으로 태어나고 매일을 문화간 상호작용의 조건 속에서 자란 개인

의 자아의식과 종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많

은 연구자들은 잡혼이 종족성을 쇠퇴시키며, 이질적인 종족을 가진 가정

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회적 문맥에 따라 다양한 종족 집단의 일원으로

서 혼합된 정체성 또는 두 정체성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정체성 즉 ‘다

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베리는 상황에 따라서 잡혼 후손

들의 종족 정체성을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30)

(1) 단일 종족 정체성(자신의 종족 집단과는 강한 정체성/타인과는 

약한 정체성, 또는 정체성의 결핍)

(2) 타종족 집단과의 단일 종족 정체성

(3) 두 종족 정체성(두 종족 집단과의 강한 정체성)

(4) 난외 방주한 종족 정체성(두 집단과의 약한 정체성, 또는 정체성

의 부재)

Ⅳ. 종족적 자아의식

종족적 자아의식은 실제로 한 종족이 다른 종족과 구별되는 특징을 평

가하고 이해하는 완전한 체계로 작용한다.31) 즉 종족의식에 대한 이해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족의 삶의 다양한 현상에서 자신

30) Berry J. W., Ethnic identity in plural societies. In M. Bernal & G. Knight (Eds).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Ethnic Ident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993, pp. 271~296.

31) Starovoitova G. V., K issledovaniu etnopsihologii gorodskih zhitelei: Po materialam 
oprosa tryoh gorodov Tatarskoi ASSR / G. V. Starovoitova // Sovetskaya etnografiya, 
No. 3, 1976, pp.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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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을 찾고자 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부르는 명칭(자칭), 종족 구

성원의 역사적 과거와 기원ㆍ종족 영토ㆍ언어ㆍ종교ㆍ문화ㆍ경제, 다

양한 체제 하의 요인이나 종족 문화권, 인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특수성

을 지닌 종족 구성원의 종족성을 특히 종족의 주요하고 고유한 특징으로 

본다.32)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종족성은 일반적으로 종족을 형성하는 요소들

과 파생적인 종족적 특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

라에 대한 논의에서는 부차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한 종족의 고유한 특징

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특징은 그 종족이 주위의 다른 종족과 다른 

실제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의식ㆍ관습ㆍ언어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역사적 의식, 종교, 공통된 선조에 대한 신화, 민족성 등이 그것이

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종족의 특징으로서 간주되지 않았던 종족적 자아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쳬바크사로프는 분명한 종족만이 지니는 문화의 

특징의 총체ㆍ영토ㆍ언어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의 상관관계, 종족적 공통성의 구성과 보존에 대한 총

체적 영향은 2차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종족적 자아의식은 개인이나 

모든 인간 단체의 속성의 정의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종족적 공통성을 

형성하는 모든 기본적인 작용의 결과이다.33)

32) Hotines V. U., O soderzhanii I sootnoshenii ponyatyi etnicheskaya samoidentifikaciya 
I etnicheskoe samosoznanie // Sociologicheskie issledovaniya, No. 9, 1999, pp. 67~74.

33) Cheboksarov N. N., Problemi tipologii etnicheskih obshnostei v trudah sovetskih 
uchenih. Sovetskaya etnografiya, No. 4, 1967,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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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민족적 자아의식

알려진 바와 같이, 민족의식은 다른 민족적 공통성에 대한 태도,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위치, 국가의 실재의 반영이다. 그리고 

민족의식은 민족의 실재의 구성과 상응하여 구성된다. 디아스포라의 종

족적 자아의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의 역할과 의미는 역사적정치적인 

상황의 특수성과 종족적 환경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구소련

의 붕괴와 새로운 독립국가의 탄생으로 정체성의 교체 문제가 제기되었

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만약에 내

가 소비에트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소비에

트 시절과 현재의 민족 정체성은 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

여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사회적인 질문은 러시아인과 다른 구

소련 민족 구성원들, 예를 들어 몰도바인ㆍ우크라이나인ㆍ에스토니아

인의 자결에서 놀랄 만한 차이를 보인다. 최후에 그들이 자신을 몰도바

인ㆍ우크라이나인ㆍ에스토니아인 등으로 자각하였다면, 러시아인은 자

신을 ‘소비에트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합의 몰락

은 민족 정체성 형성에서 국가적 전략 문제를 제기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정치적 국민의 개념인 ‘러시아인rossiyane’이 생겼다. 이 러시

아인의 관념과 동국인인 ‘카자흐스탄인’, ‘우즈베키스탄인’ 또는 ‘우크라

이나인’과 같은 개념은 구소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는 않았

다. 여권과 민족을 증명하는 것, 즉 민족성에 상대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격렬한 토론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역사적인 경험은 종족적 핵심으로부터 끊어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주 공동체에서 정체성과 자아의식의 진화 과정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보

통 이 과정은 몇 세대를 걸쳐 전개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부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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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 영향도 몇 세대를 거치면서 집약되기 때문이다. 종족적 자아의

식의 보존은 역사적인 조국과 관련하여 이주자들이 집중해 있는 종족문

화의 영토, 자치행정 구성의 부재나 존재에 달려 있다. 종족간 결혼의 의

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의무, 나라 내에서 전도할 수 있는 종

족과 언어 정책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Ⅵ. 디아스포라 자아의식

새로운 곳으로 종족의 일부가 이주를 할 때, 이주자들의 첫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은 이전의 특수한, 즉 종족적 특성을 간직한다. 그러

나 다른 나라에서의 오랜 경험은 언어ㆍ생활 모습ㆍ문화의 독특함으로 

이주 세대들을 종족의 기본 핵심에서 끊어진 부차적인 종족으로 변형시

킨다. 이러한 부차적인 종족, 즉 디아스포라의 구성원은 두 개의 종족 자

아의식을 지닌다. 디아스포라의 속성에 대한 인식과 종족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흔히 자신의 역사적인 조국, 즉 종족의 분포권의 영역 밖에서 오랫동

안 살고 있는 이주자의 후손은 그곳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즉 그곳의 지

배적인 다른 종족의 환경 속에 혼합된다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모국어ㆍ

관습ㆍ종족 문화를 잊어버리는 것은 마침내 이전 종족의 속성을 잊게 되

는 결과로 이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세대가 교체되며 마무리된다. 그러

나 디아스포라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으며, 디아스포라의 일원은 ‘우

리그들’이라는 대립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들의 자손들로부터 끊어졌던 종족이라는 핵심을 포함한 모든 나머지

들이 이해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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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지역에서 ‘고려사람’은 한반도의 남북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고려사람’은 한국인과 공통된 유전학적인 

뿌리, 단일한 인종적 인류학적 유형, 수백 년의 공통된 역사, 문화와 언어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려사람은 다른 모든 한국인과 

구분된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는 순간부터 지난 150년간 그

들의 정신과 종족 문화, 언어의 권위, 사회적 상황, 교육 심지어는 겉모습

에서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35)

민족 정체성과 종족적 자아의식의 발전과 관련하여 ‘고려사람’ 디아스

포라의 발생은 다음의 기본 단계에 따라 일어났다. ① 러시아 극동 지역

으로 이주한 한국 이주자들의 지방적 자아의식, ② 반일 투쟁, 공산주의 

운동과 국민 자아의식 각성, ③ 구소련의 민족문화 건설 시기의 다수

의 정체성, ④ 스탈린 정권의 탄압과 종족적 특징에 따라 강제 추방된 민

족의 자아의식 억압, ⑤ 브레즈네프 정체에 주저된 자아의식, ⑥ 페레스

트로이카, 종족성의 르네상스와 소비에트 후 디아스포라 자아의식의 형

성, ⑦ 소비에트 후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자아의식의 혁신과 민족 정

체성의 급진적인 변화36)

구소련 붕괴와 동유럽의 연방국가의 와해 후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34) Semyonov U. I., Etnos, naciya, diaspora // Etnograficheskoe obozrenie, No. 2, 2000; 
Tekst odnoimyonnoi lekcyi na saite elektronnogo zhurnala “Skepsis”. http://scepsis.
ru/library/id_75.html.

35) Ross King and German Kim,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as portrayed in Russian 
sources, 1860~1913.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The Northern Region, Identity, 
and Culture in Korea. October 20 and 21, 2005, Harvard University, Center of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MA, pp. 209~271.

36) Kim G. N., Evoluciya nacionalnoi identichnosti I etnicheskogo samosoznaniya 
postsovetskoi koreiskoi diaspori. Mezhdunarodnie issledovaniya. Obshestvo. Politika. 
Ekonomika. Astana: Institut Socialno-politicheskih issledovanyi, No. 2, 2010, pp.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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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속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아루추노프는 이렇

게 말한 바 있다.

디아스포라 등과 같은 모든 사회 구성들은 가동적이기 때문에, 디아

스포라는 유일한 상황이 아니며, ‘아직 디아스포라가 아닌 것’에서 ‘디

아스포라’를 지나 ‘이미 디아스포라가 아닌’것으로의 발전 과정이다.37)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대 디아스포라에게는 전통적인 삶의 변화와 

동화 작용은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21세기 디아스포라 발생은 한 단계

에서 다른 단계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조들의 전통ㆍ

관습ㆍ모국어ㆍ종교와 같은 수많은 종족문화의 특징들은 2~3세대의 

일생 동안 도시에 집중되고 통일된 환경 속에서 교체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의식에 대한 분석은 이 의식을 지닌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접근을 요구한다. 디아스포라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두 그룹, 즉 성숙

한 민족의식과 종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1세대 이주자와 수용된 나라에

서 태어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로 나뉜다. 성인인 이주자의 경우 장기간

에 걸쳐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민족적(종족적) 자아의식이 재구성된다. 그

리고 수용된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38)

타종족과 타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자는 외부적이고 내부적 

요인의 영향 하에 디아스포라화 과정 속에 있다. 이주 공동체에서 디아

스포라로 전환하는 속도는 몇 가지 기본 요소에 따르고 있다. 다른 나라

에 퍼져있는 이주 분포도, 연령ㆍ성과 가족 구성, 지배적인 타종족 사람

37) Arutyunov S. A., Diaspora  eto process // Etnograficheskoe obozrenie, No. 2, 2000, 
p. 77.

38) Kalustyanc Zh. S., Diaspornoe soznanie v sovremennom obshestve // Vestnik 
Stavropol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50/2007, pp. 28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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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언어와 종교상의 유사성이나 차이, 이주자들이 뿌리 내린 국가의 

민족문화 정책, 역사적인 모국과의 관계 강화, 강력한 디아스포라 조직

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Ⅶ. 맺음말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어ㆍ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종족적

인 윤리를 습득시키고, 세계의 상황 속에서 디아스포라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의식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디아스포라의 종족적 자아의식의 특징은 그 의미와 역할이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종족적 환경의 특성과 강화에 따라 변화한다. 오랜 역사 

동안 종족적 특징의 구성에서 디아스포라의 본질이 의식ㆍ관습과 전통

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연역적이며 타당하다. 실제로 오랜 

민족명절에 디아스포라들은 다른 이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르다고 느

끼고 있다.

수용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후속 세대는 디아스포라 이념을 

기초로 자신의 역사적인 운명의 특별함을 인식한다. 부모의 종족과 다른 

나라에 있는 종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역사적인 모국과의 관계 수단의 

성립과 유지의 필요성, 거주국의 내부 디아스포라의 강화와 종족간 통합 

지향 등과 관된 인식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디아스포라는 동요하는 이주 

종족집단과는 달리 수용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앞

으로 그들의 후손의 삶이 새로운 모국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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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고려인의 민족 간 결혼 문제

구소련 붕괴는 사회ㆍ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붕괴뿐만 아니라 개

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및 규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구

소련 고려인에게는 민족 자아의식의 특이한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

면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과거 고려인은 자신을 당당한 구소련 인민의 

일원으로 간주하였지만, 이러한 의식은 구소련 체제의 붕괴와 함께 급격

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언어ㆍ역사ㆍ문화 및 국가체제 등 구소련의 

민족으로서 근간을 형성하는 데 공통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이러한 요소

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서로 상이한 성격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민족의 민족성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구소련 붕괴에 뒤이은 민주화ㆍ개방정책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생활에도 새로운 단계인 민족재생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족 고유성의 보존이다. 카

자흐스탄 고려인이 다민족사회인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로는 이와 같은 우호적인 관계의 형성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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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ㆍ경제ㆍ

문화 등 생활상의 각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고려인의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민족 간 결혼이 이루어진 혼합가정 형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민족 간 결혼에 의한 혼합가정의 형성은 인종사회학적인 측면과 인종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 과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칙과 결과에 대한 규명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민족 간 결혼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1)

현재 세계의 대도시는 대부분 다민족사회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사

회ㆍ경제적인 광범위함과 도시 거주민이 형성되는 과정의 복합성에서 

기인한다. 도시 문화의 다양성은 국민 전반의 사회문화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고, 인종 형성 과정에도 현저한 영향을 준다. 도시 집중화와 

관련된 인종문화 발전은 전통적인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민족성의 교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

에도 사람들의 민족ㆍ인종적 심리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민족사회인 도시 환경에 노출되면서 빈번히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인종

적인 자아의식의 변화, 개인이 속해 있는 인종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변

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족적인 동질화에 대한 관념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도에 실시된 카자흐스탄 제1회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카

1) 이 글을 쓰기 위해 1972~1973년 및 1981~1982년 알마티시 호적등록부의 문서, 
1992년 및 1996년의 앙케트 조사결과들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시간적인 범

주는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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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 고려인은 약 10만 명이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고려인은 인구 규모에 있어서 9번째이며, 알마티에서는 6

번째로 인구가 많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여전히 주로 다섯 개 주, 

즉 알마타주, 잠불주, 카라간다주, 크질오르다주, 남카자흐스탄주와 알

마티에서 살고 있다. 이들 다섯 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은 카자흐

스탄에 살고 있는 전체 고려인의 약 83.7%에 해당한다. 주(도시)의 전체 

주민 수에서 고려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알마타시인데, 전

체 도시 인구의 1.7%인 약 2만 명의 고려인이 알마타시에 살고 있다.

근래에 결혼등록을 한 숫자는 1972년에 152쌍, 1973년에 134쌍, 1981

년에 194쌍, 1982년에 240쌍으로, 4년 동안 모두 720쌍이다. 호적등록소

에서 결혼등록을 하는 숫자는 부단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 간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972년도에는 

전체 결혼등록 숫자에서 민족 간 결혼은 전체 결혼등록 숫자의 29%에 

해당하는 44쌍이며, 1973년에는 42명이 민족 간 결혼을 하여 39.4%를 

차지했고, 1980년대에는 민족 간 결혼의 평균 비율은 39.4%나 되었다.

민족 간 결혼 그 자체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사라지고 있는 결과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개인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개인이 사회ㆍ심

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친족 및 이웃 관계와 많은 관련을 가지

며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사라지면서 전통적

인 개인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1970~1980년대에는 여자보다 남자

가 민족 간 결혼을 더 많이 하였다.2)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보존은 손위 

세대의 자녀 및 후손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런 영향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활발한 경제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다.

2)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47% 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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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간 결혼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민족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70년도에 등록된 86명의 민족 간 결혼 사례에서는 러시아민족 48명

(55.8%), 카자흐민족 19명(22.1%), 우크라이나민족 4명(4.6%), 타타르민

족 3명(3.5%), 우즈베크민족 및 위구르민족은 각 2명(2.3%)이었다. 이밖

에 폴란드민족ㆍ벨로루시민족ㆍ세르비아민족ㆍ그리스민족ㆍ부랴트몽

고민족ㆍ레즈긴민족ㆍ가가우스민족ㆍ중국민족은 각각 1명으로, 이것

은 각각 1.2%이다. 1980년도에 등록된 171쌍의 민족 간 결혼 사례에서는 

러시아민족 95명(55.5%), 카자흐민족 37명(21.6%), 독일민족 7명(4.1%), 

우크라이나민족 9명(5.3%), 타타르 및 위구르민족 각 6명(3.5%), 벨로루

시민족 3명(1.7%), 우즈베크민족 및 몰도바민족 각 2명(1.1%), 오세치아

민족ㆍ아제르바이잔민족ㆍ중국민족 각 1명(0.6%)이다.

고려인이 결혼 대상자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민족은 러시아민족(55.8%/

55.5%)이고, 두 번째는 카자흐민족(22.1%/21.6%)이다. 10년간의 이 지

표는 거의 동일하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민족(4.6%/5.3%)이며, 그 다

음은 독일민족ㆍ따따르민족ㆍ우즈베크민족ㆍ위구르민족ㆍ벨로루시민

족ㆍ그리스민족ㆍ세르비아민족ㆍ아제르바이잔민족ㆍ부랴트몽고민족ㆍ

레즈긴민족과 기타 민족 순이다.

민족 간 결혼은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1970년대에 민족 간 결혼을 

한 고려인 남자 41명 중 70.7%는 러시아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반면, 

고려인 여자 가운데 42.2%가 러시아 남자를 선택했다. 1980년대에는 민

족 간 결혼을 한 고려인 남자 95명 중 54.7%는 러시아 여자들을 선택했

고, 고려인 여자 76명 중 56.6%가 러시아 남자를 선택했다. 카자흐민족

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대에 카자흐 여자를 선택한 

고려인 남자는 9.7%이고, 카자흐 남자를 선택한 고려인 여자는 33.3%이

다. 1980년대에 카자흐 여자를 선택한 고려인 남자는 20%이고,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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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선택한 고려인 여자는 23.7%이다.

이와 같이 고려인 남자가 러시아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비율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오면서 그 비율이 70.7%에서 54.7%로 감소

한 반면, 같은 기간 카자흐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선택한 비율은 각각 

9.7%와 2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려인 여자에게서는 이와는 반대의 

추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고려인 여자가 러시아 남자를 선택한 

비율은 42.2%에서 56.6%로 많이 증가하였지만, 카자흐 남자를 선택한 

비율은 33.3%에서 23.7%로 감소되고 있다.

조사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혼합결혼 및 고려인 간의 결혼에서는 

연령의 범주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특성의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연령이다. 조사 자료에도 나타나는 것처

럼, 민족 간 결혼이 같은 민족과의 결혼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족 간 결혼을 하는 사람의 결혼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사람은 민족 간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결혼 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경우 대개 18~20세에 결혼하

며, 흔히 중학교 동창생 또는 고등학교 동창생을 배우자로 선택한다. 비

슷한 나이대의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 간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녀 간의 연령 

차이도 큰 편이다.

교육 수준과 전문적인 활동 여부 역시 결혼 대상자 선택에 영향을 준

다. 1972년도의 같은 민족 간 결혼 자료에서는 고려인 남자는 보통 고

등교육(44.44%) 또는 중등 전문교육(23.4%)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좀 낮은 편으로 27.77%가 고등교육, 25%가 중등교육

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인 남녀 가운데 대학생의 비율은 남자가 

18.51%, 여자가 19.44%로 거의 같은 편이다. 중등교육기관 재학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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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하지 않는 중등교육 학력을 지닌 부류에서 조기 결혼하는 비율

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남자가 6.48%, 여자가 13.88%였

다. 초등교육 학력이나 그보다 더 낮은 학력을 지닌 사람이 결혼하는 비

율은 0.92%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고령자, 흔히 연금 생활자의 결혼

으로 인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2배 이상 높아, 남자가 6.48%, 여자가 

12.96%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문화가 표

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개별 민족의 교육 수준이 균등

화된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민족 간 교제에서 상호 이해에 도움을 준다. 

19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여러 민족이 서로 많이 교

제하면 할수록 자기 민족의 풍속을 쉽게 바꾸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자

주 볼 수 있게 되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역사ㆍ물질적인 관점에

서 본다면 일반인의 인종적인 심리의 특성은 우선 또 주로 물질적인 재

산 생산 방법, 노동 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영향 하에 형성된다.

고등교육 학력의 고려인 남자가 민족 간 결혼을 한 비율은 25%이고, 

이들 중 고등교육 중퇴자는 20%, 중등전문교육 25%, 중등교육 25%, 일

하지 않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선택하는 다른 민족 배우자

의 교육 수준은 고등교육 학력 25%, 고등교육 중퇴자가 12.5%, 중등전

문교육 29.16%, 중등교육 20.83%, 가정부인이 12.5%이다. 그리고 고려

인 여자가 민족 간 결혼을 한 경우에서는 고등교육 학력 25%, 고등교육 

중퇴는 20%, 중등 전문교육 학력 25%, 중등교육 20%, 가정주부는 10%

이다. 여자의 교육 수준도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고려인 남자의 교육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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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결혼 확률이 높다. 장래의 결혼 대상자를 위한 민족 선택에서도 교

육 수준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자가 흔히 다른 민족을 결혼 대상자로 선택한다.

아울러 민족 간 결혼 사례에서 남편이 고려인이고 아내가 다른 민족인 

경우, 남자의 교육 수준이 여자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일

반적으로 다른 민족 여자가 고려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교육 수준이 높

은 고려인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고

려인이고 남편이 다른 민족인 경우, 전반적으로 보아 아내와 남편의 교

육 수준은 거의 같다.3)

이런 사실은 학생 세대에게 있어 특히 명백하다. 같은 민족과 결혼한 

고려인 가운데 고등교육 중퇴자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남녀 비

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17~17%, 1980년대에는 

13.3~14.8%이다. 반면 민족 간 결혼을 한 고려인에게서는 달리 나타났

다. 1970년대에는 고등교육 중퇴 학력의 고려인 남자가 동일한 학력의 

다른 민족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은 22.5%였고, 1980년대에는 동일한 학

력의 고려인 여자가 동일한 학력의 다른 민족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은 

28.8%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동창생끼리 민족 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오랜 기간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다. 민족 

간 결혼에서 이혼율은 교육 수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3) 예외적으로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고려인 여자가 그보다 학력이 낮은 다른 민족 남

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기관수 조수라면 여자는 경제사, 
또는 남자가 공장 노동자라면 여자는 고등교육기관 교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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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혼 문제

전통적으로 구세대에서는 이혼이 거의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문

을 내지 않았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불신, 극도의 무관심, 임신 불능이

나 다른 질병, 수다스러움과 불경, 그리고 특히 시부모에 대한 불효 등이

었다.

오늘날 혼혈 가족으로서 양쪽 모두가 초혼인 경우가 아직까지도 다수

를 차지한다. 다른 민족과의 혼인에서 양쪽 모두 초혼인 경우는 1972년

에 8.8%, 1973년에 76%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81년에는 62.8%, 

1982년에는 61.2%로 떨어졌다. 이것은 해가 갈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주

민 사이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쉽게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또 쉽게 재혼한다. 고려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려인 여성도 초혼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자주 재혼을 결

심한다.4)

재혼자는 이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과도 재혼했다. 미

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 연령대별로 

전 생애에 걸쳐 여덟 번의 심리적ㆍ구체적 위기를 겪는다고 한다. 40대

는 8번의 위기 중 하나인 7번째의 위기를 겪는다. 40대는 종족 보존의식

이 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이론의 저자인 에릭슨은 가까운 사

람의 죽음이나 자식의 독립에 구속된 격정적 퇴락에 반드시 저항하고, 

감정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품행을 계속하여 추구해야 한

다고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찾아오는 고독은 오늘날 고려인 사이에 첨예한 

4) 재혼율은 남자 40~45%, 여자 57~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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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러 세대를 계승해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교육

받고 축적되어온 전통은 쉽게 새 가정을 꾸리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것은 특히 고려인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딸에게는 장래 남편을 존경하도록 교육시키며 

수많은 날을 죽은 남편을 추모하는 데 바친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려인 과부가 재혼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

었다. 다른 민족과 관련해서는 고려인 남자와 재혼한 40대 여성 과부 중 

상당수가 러시아인이고, 카자흐 여성은 약간 명이었음이 특징적이었다.

고려인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은 몇 년이나 지속되었을까? 순수한 산

술적 계산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전체 고려인 혼혈

부부는 86쌍 중 24쌍(27.9%)이 이혼했다. 이 24쌍의 부부는 9.7년간 함

께 살았으며, 평균적으로 10년만에 모두 이혼했다. 1980년대에는 그 양

상이 급격히 변했다. 171쌍의 혼혈부부 중 46쌍(26.9%)이 이혼했는데, 

그들은 평균 5.5년을 함께 살았다. 이처럼 10년 동안 고려인 혼혈가족의 

혼인 지속기간이 현저하게, 거의 두 배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자료를 순

수 고려인 가정과 비교해보면, 1970년대에 20.5%, 1980년대에 23.5%의 

고려인 부부가 이혼하였다. 여기서 1970~1980년대 20년간의 혼인 평균

치를 놓고 볼 때 다른 민족과 혼인한 사람의 이혼율이 순수 고려인끼리 

혼인한 사람의 이혼율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인 기혼자는 몇 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했는가? 1970년대 고려

인 가족 이혼자는 평균 8.2년을 함께 살았다. 그러나 1980년대는 5.6년을 

함께 살았다. 여기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혼인생활 기간이 줄어들고 있

다. 따라서 고려인 혼혈가족이나 순수 고려인 가족이나 혼인생활 지표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혼인 지속기간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자료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가장 현저한 이혼율은 최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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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에 나타났다. 이혼율이 고려인 가정 80.5%, 고려인과 다른 민족 가

정 77.1%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이 심지어

는 결혼 첫해에 말하는 이른바 ‘갈아치우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순수 고려인 간 혼인자와 고려인과 다른 민족 간 혼인자의 이혼에

서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소속 민족이 다르다는 것이 

전형적이고 흔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사유로는 혼인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관계, 특히 혼인 연령이 아주 

낮은 혼인자 중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호적응 노력의 부재, 전형적인 성

격 불일치, 생활관습 문제에 있어서 우유부단함, 만족스런 성 생활의 존

재 유무, 이혼의 자유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혼과정에 관한 최근 

자료를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나타나는 빈도만큼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해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미리 이혼하고 다른 민족과 재혼한 일부 고려인 남자와 여자의 

운명을 연구했다. 1982년 결혼등록소 직원이 기입한 이러한 혼인 자료에

는 미리 예정된 이혼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1981년도 기록도 

포함된 이들 1982년도 문서기록을 우연히 입수하였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민족 소속이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심지어는 채 1년도 안되어 재혼했는가? 이 질문에 몇 가

지 예를 들어 답해보자. 일반화할 의도는 없으나 이렇게 선택된 자료들

은 매우 시사적이다.5) 고려인의 민족 내 혼인에서 고려인 남자가 고려인 

여자와 재혼하는 경우, 그들의 71%는 초혼에서도 고려인 여자와 혼인하

였고, 나머지 29%는 러시아 여자와 함께 5~9년을 살면서 보통 한 명의 

아이를 가졌으며, 이혼 후 2~3개월 뒤에 고려인 여자와 재혼했다. 여기

5) 필자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고려인 민족 내 혼인과 고려인과 다른 민족 간 혼인 

건수를 동등하게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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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혼 사유를 민족의 차이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려

인 가정은 은혼식을 자주 맞이하고, 또 자주 파경에 이르고, 남자는 고려

인 여자와 재혼한다.

고려인과 다른 민족의 혼인에서 고려인 남자가 다른 민족 여자와 재혼

한 경우, 그들의 71%는 초혼에서도 다른 민족 여자와 혼인했었고, 나머

지 29%는 고려인 여자와 이혼한 다음 다른 민족 여자와 재혼했는데, 그 

여자들은 다수가 이혼녀나 과부였다.

이와 같이 고려인 남자는 만약 초혼에서 고려인 여자와 맺어졌다면 이

혼한 후에도 재혼 상대로 고려인 여자를 찾는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똑같이 고려인 남자가 초혼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 여자와 

혼인했다면 역시 이혼 후 재혼 상대로 러시아 여자나 유럽 인종의 여자

를 선호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그런 여자들 역시 보통 이혼녀다.

한쪽이 그리고 양쪽이 모두 고려인으로서 혼인했다가 3년 후에 이혼

하고 다시 1년 후에 재결합한 흥미로운 경우도 있다. 또는 다른 짝의 경

우 남자가 우크라이나인이고 여자가 고려인이었는데, 1964년에 양쪽 다 

초혼으로 혼인했다가 1980년에 이혼했고 1982년 중반에 재결합했다. 그

들에게 자식은 둘이었다. 1970~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하나

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아파트를 받기 위해 ‘위장결

혼’과 ‘위장이혼’이 성행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25~30세 정도에 결혼한다. 처녀가 결혼 적령기에

도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며 다소 비난 섞인 말을 듣는다. 한국에서

는 미혼인 처녀는 어른이 아니며, 가정 문제에 대해 조언할 자격이 없다

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오늘

날 한국여성은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결혼한다. 일찍 결혼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고 지나치게 부담되고 전망이 없다고들 말하고, 이러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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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일찍 가정을 이루면 결혼생활을 제대로 유지

하지 못하고,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능을 헛되이 낭비해버

린다.”고 애석해한다. 고려인 처녀의 예를 들어 보자. 그녀는 이렇게 말

한다.

난 지금 스물두 살입니다. 남편은 18년 연상입니다. 우리는 5년을 

함께 살고 있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난 완전히 쓸

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

처럼 지나가 버렸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연상이고 영리하고 바

람직한 동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지요. 헤어지고 싶지만 난 경

제적으로 얽매어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게는 어떤 전문성

도 없습니다. 남편은 내가 종일 집에 있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난 그렇

게 지금까지 집안에만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런 여자는 난관에 부딪쳤을 때 남편을 버릴 용기가 두려워, 독립하

는 것이 두려워 나이 많은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법을 익혔다. 

한편, 늦은 나이라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 초혼을 하는 고려인도 적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1970년

대 전체 고려인 남자 중 12%가 30대 이후 초혼인데, 그들 중 17%가 40

세 이후 초혼이다. 고려인 여자는 13.8%가 30세 이후 초혼이고, 그들 중 

36%는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남자는 17%

가 30세 이후 초혼이고, 그들 중 15%는 40~50대에 초혼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서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랬는가?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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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고려인 남자 중 29명이 30세 이후 초혼인데, 그들과 결혼

한 고려인 여자 중 75.8%가 역시 초혼이었고, 연령도 역시 남자와 같거

나 약간 아래였다. 게다가 그들 중 22.7%가 일찍 또는 늦게 이혼 과정을 

밟았다. 그 남자들 중 24.1%는 대부분 연령도 더 많고 이미 결혼 경험이 

있는 다른 민족 여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과의 이혼율은 겨우 14%

였다.

1970년대에 고려인 여자 중 33명이 30세 이후 초혼이다. 앞에서 고려

인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들과 같은 민족 즉 고려인 남편은 역시 초혼으로 연령이 같거나 약간 

높았으며, 비율은 33.3%였다. 게다가 그들 중 3분의 1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혼했다. 능력 있는 고려인 노처녀들 

중 64%가 자기보다 연하의 이혼자나 아내와 사별한 다른 민족 남자와 

결혼했고, 이들 중 4분의 1이 이혼했다.

이와 같이 고려인 남자 75.8%가 30세에 이르러 비로소 신랑이 되는

데, 그들은 이혼하게 될 위험성이 더 높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덜 까다

로워진다. 집을 마련하고 출세를 하게 되면, 즉 일반적으로 완전한 살림

살이를 갖추게 되면 더 나은 것을 찾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여자는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 있고 사회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는 혼인과 ‘표준’이 되는 결혼의 전통적 이해를 잘 고려한다. 그들은 남

자와 달리 이혼의 위험성이 적다.

이들 자료를 분석해보면, 다른 민족과의 혼인이 고려인 사이의 혼인보

다 이혼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기에는 사람의 구

체적 조건, 그리고 아마도 개별적으로 고려인 남성과 여성의 심리구조 

등의 조건이 얽매어 있다. 더욱이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30대에 이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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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인 여성의 다수가 자기보다 연하인, 게다가 대부분 이혼한 다른 민족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겨우 그들의 3분의 1만이 마치 20대가 그러하

듯이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6쌍 중의 1쌍이 이혼했다.

본 보고서는 알마티에 사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이며, 민족 간의 결혼 및 혼합 민족으로 구성된 가족

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응답자 중 고려인의 대표 표본은 147명이

고, 나머지 11명은 민족 간 결혼을 한 가족의 대표 표본이다(카자흐인ㆍ

러시아인ㆍ우크라이나인).

연령 계 남성 여성

001. 18~25 86 37 49

002. 25~30 28 18 10

003. 40~50 41 13 28

004. 60~  3  2  1

계 158 70 88

설문은 모두 30문항이며, 이중 대부분이 자유기재식이다. 해당 문항 

중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항목들은 ‘장래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기본적

인 요건은 어떠한 것인가?’, ‘고려인과 타민족 간에 가까운 관계가 얼마나 

가능한가?’, ‘고려인의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은 어떠한 것인가?’ 등이다. 

응답자는 민족 간 결혼이라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부모들의 의향, 자신의 잠재적 ‘절반’인 배우자의 성(姓/Last Name), 

언어ㆍ민족ㆍ전통ㆍ문화에 대한 부부 쌍방의 수용 태도 등에 대하여 응

답했다.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 내부의 상황,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무 분배, 가족 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고결정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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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상

황에 국한하여 질문이 주어졌지만, 고려인 일반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

어 있다.

*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ㆍ상호 교감ㆍ교육 수준ㆍ민족ㆍ재

정 상태ㆍ아름다운 외모 등의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많은 

수의 응답자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 모든 기준이 

한데 어울려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상호 교감’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수는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물

질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카자흐스

탄 고려인에게 있어 결혼과 관련된 일정한 심리적 기준이 점진적으로 확

립되었는데, 부모나 젊은이들 자신도 배우자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

나 혹은 장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상대자를 이상적인 결혼 파트너로 여기

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15.2%는 ‘교육 수준’을 지적했다. 부모의 전례 

또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긍정적 또는 부

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인생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 

알마티의 고려인은 ‘부모의 동의’를 10.1%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간의 

위치에 놓았다. 응답자들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민족’에 대한 부분인

데, 인생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 ‘민족’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지적

한 응답자가 20.9%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고려인 대다수는 배우

자의 ‘민족’에 대하여 그리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반면 기성세대는 미

래 부부에 있어 배우자의 ‘민족’은 향후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는 배우자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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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후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

다. 그리고 질문의 마지막 범주인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8.9%가 관

심을 표명하였다.

* 귀하는 다른 민족의 이성에 대하여 강하고 깊은 애정을 느낀 적이 있

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은 절반 이상으로 그 수치는 58.2%

에 이르고, 부정적인 대답은 41.8%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의 차

이를 떠나 나타나는데,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되는 18세, 25세, 40세, 심지

어 55세의 모든 연령층을 망라하여 고려인은 다른 민족의 이성에 대하여 

심각하고 긴밀한 관계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 다른 민족 이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54.4%(86명)이었고, 그 중(86명 

중) 71%는 직접 깊은 애정의 느낌을 확신했는데, 이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바로 그들과 일치한다. 아직 그러한 상황에 

접해보지 않은 29%의 응답자조차도 그러한 가능성을 허용했고, 이에 대

해여 “특별히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전체 숫자의 

45.6%(72명)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들 중

(72명 중) 43%는 스스로 이미 다른 민족 이성과 이성으로서의 깊고 심각

한 느낌 또는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경우 45.6%는 부모로부터 받

은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43%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다른 민

족 이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알마티에는 고려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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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는 러시아인과 카자흐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인과의 관계에 있

어 가장 선호되는,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고려인들

과 가장 잘 적응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민족, 러시아인, 카자흐인 중에서 어느 민

족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만일 위의 민족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민족이 없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민족을 답

변해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가 ‘자기 민족’을 선호하였다. 이

는 자기 민족을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며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응답자의 8.2%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

였으며, 3.2%는 카자흐인을, 1.3%는 러시아인을, 1.3%는 독일인 또는 

유럽인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였다. 즉 현재 고려인이 가장 선호하는 타

민족은 카자흐인으로 입증되었다.

* 민족 간 결혼에 대해 귀하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헤서는 56.3%는 부정적인 것으로, 42.4%는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무응답자는 1.3%를 차지하였다.

* 민족혼합 가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민족(국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족혼합 가정의 구성 이후 이러한 소집단의 민족적 발전의 경향은 무

엇보다도 가족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을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라고 가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민

족혼합 가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민족(국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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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혼합 집단의 민족을 규정하는 외부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9%는 민족혼합 가정에서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국

적을 따라야 한다고 여기고 있고, 1.9%는 어머니의 국적을, 그리고 1.9%

는 무응답이었다.

민족혼합 가정에서 자신의 민족 규정은 가족의 민족적 구성, 역사적으

로 형성된 민족적 선호도, 거주지, 민족적 주위환경 등과 같은 일련의 요

인들에 근거한다. 알마티의 고려인의 경우 민족혼합 가정에서 자신의 민

족 선택은 아버지의 민족이 무엇인지, 그가 고려인인지 러시아인인지 카

자흐인인지 또는 다른 민족인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의 고려인도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아버지의 혈연적 뿌리와 관련

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측면에서 민족 간 결

혼의 최종적 결과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의 민족적 소속을 규정할 때 

명확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시급하다.

민족혼합 가정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민족 규정의 방향은 자신의 배우

자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따라 규정된다. 알마티의 고려인은 적

은 수의 사람들이(29.1%)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예를 들면 

결혼 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함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70.9%).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인 사회에서 오래된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다른 민족 출신의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기를 덧붙였다. 남편 민족의 관습과 전

통을 존중하는 것, 남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인지하는 것, 남편의 부모

를 존경하는 것, 전통적인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것 등이었다. 모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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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응답

자의 수에서 각각의 답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른 민족 출신의 아내

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남편 민족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존중’

이 53.2%, ‘남편 부모에 대한 공경’이 49.4%, ‘전통 음식을 요리할 수 있

는 것’이 29.1%, ‘남편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지’가 8.9%로 나타

났다.

* 남편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역사와 문화

를 알고 배우자의 민족 전통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92.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7.6%는 부정적

인 답변을 하였다. 민족혼합 가정에서 자녀의 문화와 언어의 문제에 대

해 응답자의 84.2%가 자녀들이 쌍방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14.5%는 종족의 계승자로서 부계의 전통문화 정도만 익혀

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1.3% 정도만이 모계의 문화와 언어의 중

요성을 지적하였다.

언어는 민족 간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적 요인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언어가 여러 민족이 혼재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민족 간 혼인의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 하

더라도, 민족 간 교류를 위하여 언어의 광범위한 확장은 불가피하다. 현

재 인구센서스 및 민족 사회학적 연구는 민족 언어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 교류의 본질적인 수단은 여전히 러시

아어임을 입증하고 있다.

1980년대 말 학자 민 리지아의 사회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층 고려인 대다수(62.7%)는 자신의 모국어

를 전혀 모르거나 특정 어휘만 알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11.7%만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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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ㆍ할머니와 ‘고려말’로 의사 교환

을 하고 있으며, 종종 고려말을 러시아어와 섞어 사용하고 있다. 거의 

75%의 기성세대와 25.6%의 아동들은 생활언어에서 고려말을 이해하지

만, 고려말을 구사하지는 못한다. 부모나 자녀 어느 누구도 고려말을 읽

을 줄 모르며, 표준 고려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듯 민족혼합 가

정의 조건하에서 고려말은 계속적으로 명맥 유지의 확실성을 상실해가

고 있다. 한편, 러시아어는 민족 간의 결혼과 민족 언어의 점진적인 소멸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배우자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대답이 나왔다. 응답자 중 95%는 

분가를 선호하였고, 단지 5%만이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 부모로부터 분

가를 희망하는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3.3%, 여성은 56.7%

로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남기를 희망하

는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남성이 62.5%로서 여성(37.5%)에 비해 수적으

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기타 많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고려

인 사이에도 배우자의 부모와의 거주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는 배우자 부모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와 젊은 부부

의 삶에 대한 견해는 문화적 수준에서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며, 이들은 

종종 가족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젊은 세대들이 분가하

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전통 관습과 전통적인 예절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

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에서 기인한다.

알마티 고려인의 민족 간 결혼 문제   383

* 가까운 친척 중 민족 간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족 간 결혼이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훨씬 더 빈번하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75.9%라는 압도적인 수가 ‘있다’, 24.1%가 ‘없다’고 답

변하였다. 위와 같은 자신의 또는 타인의 민족 간의 결혼의 경험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로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에게 의뢰하였다. 

‘행복하다’, ‘문제없다’, ‘불운하다’, ‘좋지 않다’ 등이 그것이다. 많은 이들

은 민족 간 결혼에 대하여 한결같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우며, 무엇보

다도 당사자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쪽이었다. 응답자는 주위의 이런 저런 

예들을 떠올리며 민족 간 결혼에 대하여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

가하였는데, 61.4%가 ‘문제없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적지 않은 수치인 

24.7%는 어쨌든 ‘불운하다’라는 쪽으로 평가하였고, 8.2%는 같은 민족

끼리 결혼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행복하다’고 답하였다. 민족 간 결혼에 

대하여 ‘좋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단지 극소수의 응답자들은 결혼을 통

한 민족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조화나 행복의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 민족혼합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43.7%가 ‘부모들의 간섭’을 

지적하였다. 한편 38.6%는 ‘관심사의 불일치’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응

답자들의 일부분은 그 원인을 ‘부부의 민족성ㆍ관습ㆍ문화에서 가족간

의 견해 차이’에서 찾고 있다.

* 어떠한 결혼이 보다 결속력을 가지며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민족 내부의 결혼을 더욱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12%가 민족혼합 가정을, 7% 정도는 의미를 부여하



384   나는 고려사람이다

지 않았다.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은 가정을 행복의 필수조건으로 간주하

고 있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압도적으로 59.5%가 ‘부부

간의 애정’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39.2%가 ‘물질적 안정(보장)’

을 가치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단지 13.3%가 ‘어떤 걱정거리나 동요 없

는 소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

하였다.

카자흐스탄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고려인은 항상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고된 노동과 

지속적인 긴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일부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안정되고 조용한 인생을 바로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10.1%는 제시된 보기들에 동의하지 

않고, ‘상호간의 이해’,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

녀들’,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 ‘조화의 충만’ 등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

였다. 1.9%는 답변에 어려움을 보였다.

* 현재 자녀의 수와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녀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한다. 부모

에게 있어 2세의 출현은 새로운 역할, 즉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가족을 재구성한다. 가족에서의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1~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특히 많았으며(51.9%), 일부만이 

2~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17%). 그리고 6.3%는 알 수 없는 이

유로 응답을 기피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 3명 이상의 다산 

가정이 대대수를 차지했었는데 이런 경향은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

으며, 도시 거주 고려인의 경우 이미 소산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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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희망 자녀 수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도시 거주 

고려인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여 비교적 이상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데, 대답 가족 중 다수인 69.6%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도 

20.2%나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질문에 대해 1%는 답변을 회피하

였다.

민족 형성 과정은 언제나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관계 체계를 반영해 왔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 가족 내의 최고권위자와 다양한 

세대의 대표자로서의 권위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가족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로 최고령 

남성(아버지ㆍ남편, 대가족에서의 할아버지) 혹은 드문 경우지만 최고령 

여성(어머니ㆍ부인ㆍ할머니)이 개인적인 권위를 가지며 관습을 유지하

고 있는 가족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권위(권력)는 보통 가족 

최고권위자의 개인적인 권위 혹은 삶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명백히 확산되어 있다. 모

든 성인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평등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남편(혹은 아버지) 또는 드문 경우지만 고령의 부인(혹은 어머니)을 가족

의 우두머리로 공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가족 구조의 두 번

째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아내와 남편이 의무ㆍ권리에 대한 평등

한 분배를 의미하는 ‘2인 체제’의 가족은 가족 구조의 세 번째 유형에 속

한다. 만약 이러한 가족 내에 미혼의 성인 자녀가 있다면 이들은 보통 중

요한 가족 내의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통 부모의 의견이 중시된다. 가족 구조의 네 번째 유형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들과 유사하다. 이 네 번째 유형에서는 누구를 우두머리로 정

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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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족 내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두 가지의 평행선상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당신의 가족 내에서는 누구에게 최고의 권한이 주어지는가?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가족의 우두머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최고령 남성(보통은 남편)에게 개인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첫 번째의 가족 유형이 알마티 고려인 가족에게서 특징

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그 수는 67.7%이다. 응답

자의 상당수가 가족 중 우두머리를 어머니로 규정하였는데, 그 비율은 

27.8%였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수의 가족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평등

한 의무ㆍ권리 분배를 의미하는 가족 유형으로 드러났으며, 그 비율은 

4.4%였다. 

차세대 가족 혹은 이미 존재하는 젊은 세대 가족 관계에서는 가족 내

에서 남자ㆍ남편에게 최고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의 비율이 약 70.3%로 높았다. 그 외에도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최

고의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도 두드러

진다.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의 공동 권위 형태인 ‘2인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들 수도 26.6%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 설문조사에 드러난 가족 간 관계 발전의 일반적 경향은 남성 권위

중심 가족의 축소, 부부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혼합 가족의 경우 가족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

여 가족생활의 기본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즉 가족 대표들은 각각 남편ㆍ아내와 함께 문제를 결정하

며, 이때에도 성인 자녀 및 그 부모의 시각의 평등성이 인정된다. 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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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가족 내부 관계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형성은 가정과 사회

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교육ㆍ

문화 수준의 평준화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형성을 야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요즘에 와서는 민족혼합 가족의 절반 이상이 동일 

수준의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의 가족에서는 여성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가족 내 최고 

지배권에 대한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은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또한 현대

에 있어서도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 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다수의 도시 

남성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집

안일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여성은 ‘2중 노동’의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알마티 고려인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가정 

업무 분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당신(혹은 당신 부인)이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면, 당신(혹은 당신 부

인)은 단지 가족ㆍ자녀ㆍ집안일에만 전념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30.4%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22.2%는 이에 동의

하지 않았고, 가장 많은 46.8%가 ‘나의(혹은 그녀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대답했다. 비록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 업무 분담에 대한 전통이 남

아 있지만,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 업무를 균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도 민족혼합 가족의 응답자에 대한 질문 결

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가정 업무 분담에 있어서의 평등성이 동일민

족 가정에서보다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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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월급이 생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많은 가정에서 부부 양측 모두 그러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카자흐

스탄의 경제상황 하에서는 여성이 집안일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체제의 와해는 노동시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그에 따라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오늘의 경제상황에 익숙해진 고려인 여성

들은 힘든 가정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자기 일(사업)’을 가지려고 한다.

* 자녀 교육에 있어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논쟁은 부부의 갈등 요인 중 주요한 위치를 점하는

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60.1%가 ‘부인’을 지적했고, 10.1%가 남편과 아

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흥미로운 것은 29.1%가 자식을 보다 

잘 교육시키는 교육자로서 아버지를 지목하였다. ‘아버지들’은 그 직책

상 자기가 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딸의 교육

은 어머니에 속한다고 여기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남녀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취학 전 

자녀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성

장해감에 따라 남성도 자녀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만, 그래

도 여전히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 더욱 신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총괄해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문화적 통합 과

정에서 발생해온 일반적 현상은 다른 민족과의 혼합가족에서 찾을 수 있

다. 전통의 변화가 매우 뚜렷한 현대의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이 다민족(민족 간) 가족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민족적 

관점에서 현대의 민족 간 결혼이 가져올 결과를 밝혀내는 작업도 무엇보

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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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나 동경이 커지며, 이 

때문에서 민족 간 결혼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족 간 결혼 부부들이 점증함에 따라 민족 사이에서 한 세대(부부 자

신ㆍ친구ㆍ친척)뿐만 아니라 세대간(결혼을 통해 생겨난 자녀) 문제가 

당연히 대두된다. 민족 간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불가피하게 두 민

족의 문화 요소를 흡수해간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민족적 동

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그 원인 및 

동기에 대해 알마티 고려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서는 53.8%가 동의한다고 대답했으며, 18.2%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

지 않았고, 38%는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단의 점진적 민족동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인

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1%가 답변을 어려워했으며,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 중 현대의 민족 간 상황에 비교적 잘 적응한 36.1%의 

고려인이 이러한 민족동화 과정을 긍정하였으며, 기타 15%는 그 가능성

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알마티 고려인은 평균적으로 95% 가량이 민족 내 결혼을 하고 

있으며, 18~35세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층의 고려인은 85~90% 가량 

민족 내 결혼을 하고 있다. 10~15%에 이르는 민족 간 결혼 비율은 아직

까지 민족 구성 요건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상기

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민족 간 결혼의 증가와 고려인 

혼합가정의 형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집단이 수세기 내에 완

전히 동화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민족 사회학적 연구 결과로 유추하면, 카자흐스탄 고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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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족 간 결혼과 민족혼합 가정의 본질적 현상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

을 낼 필요는 없다. 현대 민족 간 결혼 및 이혼, 그리고 민족혼합 가정에

서의 자녀 출생에 관한 문서는 알마티시의 해당 기관을 통하여 문서화되

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방법들을 통해 도시 내에

서의 고려인 혼합가족에 대한 직접적이고 폭넓은 민족 사회학적 연구 계

획이 수립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카라반, 고려일보 등 현지 주요 신문에 게재되는 

결혼 공고ㆍ남녀 소개란 등의 자료를 통해 계속적인 작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알마티시 고려인의 민족 간 결혼의 전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서 민족혼합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의 민족적 소속감을 판명하기 위

해서 시 해당기관과 문서 자료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민족 간 결혼 및 민족혼합 가정에 대한 

이 연구는 아주 협소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고려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속

학자ㆍ사회통계학자ㆍ사회학자ㆍ심리학자의 경험과 자료를 보다 폭넓

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 연구에서 도출해낸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 디아스포라 고려인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다른 민족 

사이에서 성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도시의 고려인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현저한 사회적 변동을 

겪었다. 고려인 혼합가정의 수는 1970년~1996년 동안 계속하여 늘어났

고, 1970~1980년대 고려인 사회에 가장 유행한 결혼은 러시아인과의 

결혼이었고, 카자흐인과의 결혼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3) 고려인 남자는 같은 민족인 고려인 여자를 배우자로 찾는 경향이 

더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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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인의 전통적인 결혼 적정 연령의 틀은 급격히 변했다.

(5) 다른 민족과의 결혼은 연령이 높은 층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6)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며, 남자와 여자 중 누구의 나이가 많은가에 구애되지 않았다.

(7)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서 고려인 배우자 측은 상대방에 비해 대부

분 교육과 전문성이 앞섰다.

(8) 이혼은 다른 민족과 결혼한 부부가 고려인끼리 결혼한 부부보다 

더 자주 일어났다. 실제로 다른 민족과의 혼인 지속 기간은 짧아졌다.

(9) 도시의 고려인 남자는 이혼을 더 자주하고, 다른 민족 여자와 더 자

주 재혼하였으며, 고려인 여성이나 유럽계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재혼 

또는 삼혼에서도 유지되었다.

(10) 고려인 여자는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드물고, 과부가 재혼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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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 사이의 CIS지역 고려인들

구소련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그 중 2/3 가량이 

중앙아시아에, 나머지 1/3은 러시아에 살고 있으며, 이밖에 키르기스스

탄과 우크라이나ㆍ투르크메니스탄ㆍ벨라루스 등에도 소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1) 과거에 문어에서든 구어에서든 ‘소비에트 고려인’이라

는 용어는 모두 고려인을 가리켰으며, 고려인 스스로도 자신을 ‘고려사

람’ 또는 ‘조선사람’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고려사람’과 ‘조선사람’이라

는 두 단어는 서로 혼용하여 쓸 수 있지만, 구소련 붕괴 후 지난 20년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려사람’이라는 지칭이 더 선호되고 있다.

소비에트 고려인은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수와 영향

력에서 우세한 집단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의 후손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 지역인 함경북도에서 이주하였고, 현재는 이주 후 

2~5세대가 지났다. ‘고려사람’이라는 지칭은 특히 이 집단을 가리키는 

1) 1999년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최초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조만

간 다시 인구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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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고 할 수 있다.2) 두 번째로 큰 집단은 ‘사할린 고려인’이다. 일본은 

식민통치 시절 남한의 한국인들을 남부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징용을 보

냈다. 강제 징용을 당했던 한국인들은 6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사할린 

고려인’은 이들의 후손이다. 현재 사할린 고려인은 대략 3만5천 명 정도

이며, 이주 후 1~3세대가 지났다.3) 소비에트 고려인의 세 번째 집단은 

과거 북한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학이

나 일을 위해 구소련으로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들이다. 이 

집단은 비록 소수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비에트 고려인’과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는 종종 동의어

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소비에트 고려인’이 ‘고려

사람’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사람들은 구소

련 지역 고려인은 북한 사람과 유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 구소련 정부가 공식적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소련 지역 

고려인은 여기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지역 고려인은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선

택했거나 스탈린 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1946년 모스크바는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의 공산당중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모

든 고려인 공산주의자를 등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공산당과 콤소몰의 회원으로 추천하라는 것인데, 카

2) Kim Syn Khwa., Ocherk po istorii sovetskikh koreitsev. Alma-Ata, 1965; Pak B. D., 
Koreitsy v rossiskoi imperii. Мoscow, 1993.

3) Bik Zi Kou., Sakhalinskiye koreitsy: problemy i perspektivy. Yuzhno-Sakhalinsk, 
1989; Kuzin A. T., Dalnevostochnye koreitsy: zhizn’ i tragediya sud’by. Yuzhno-
Sakhalins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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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에서 1천 명이 명부에 올랐다. 카자흐스탄 공산당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고려인들을 평양으로 보냈고, 조

건을 갖춘 교육을 받은 고려인들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북한으로 가는 

것은 모든 지역 공산당중앙위원회의 특별한 임무로 여겨졌다.4)

당시 북한 지도부는 매우 취약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은 정당ㆍ정

부ㆍ행정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구소련 군부

는 자신들의 사람을 곳곳에 심어놓고자 했다. 그리하여 구소련 지역 고

려인은 정권 초기 북한에서 정치 및 군사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은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장 높은 군사 훈장인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영웅’ 훈장을 받기

도 했으며, 북한군의 장군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

지 않아 구소련 지역 고려인 중 대부분은 김일성 정권에 의해 국외로 추

방되었다. 소수만이 북한에 남겨졌고, 그들 중 대다수는 핍박을 받았다. 

극소수만이 고위층에 남을 수 있었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 중 유학이나 일을 위해 왔거나 국경을 넘어온 사

람들 중 북한 국적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흐루시초프가 공식적으로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제20차 공산당전당대회 이후 북한 출신 고려

인은 대부분 모스크바에 남게 되었고,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관계는 악

4) Lankov A. N., Severnaya Koreya: vchera I segodnya. М., 1995, pp. 155~187; Myon 
D. V., Sovetskie koreitsy v Severnoi Koreye.  Newsletter of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Vol. 8, 2001, pp. 108~123; German Kim., Stereotypes of Soviet 
Historiography and Top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3.  Korea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Selected Papers from the 
fourth Pacific and Asian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UBS, Vancouver, Canada, 
2000, pp. 2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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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고려인은 인텔리들이었다. 후에 이들

은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

작했다. 허운배ㆍ한진ㆍ명동욱ㆍ양원식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국부’로서 개인숭배를 하는 것이 비판되고 구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모스크바와 평양은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1960~1970년대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들이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와 북한 건립 등에 관한 기념제가 몇 차례 열렸다.5)

1985년에는 구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다. 그해 5월 구

소련 지역 고려인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12일간 평양ㆍ원산ㆍ남

포ㆍ금강산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우리는 구소련 지역 고려인과 북한과

의 관계가 공식적 국가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우리는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해야만 한다. 첫째, 극동에서 중앙아

시아로 추방되었던 이전 세대들에게 북한은 여전히 ‘역사적인 모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Korea’를 ‘한국’이 아닌 ‘조선’이라고 불렀다. 둘째, 

상당수의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북한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북

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셋째, 

고려인은 구소련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신

문ㆍ잡지ㆍTVㆍ라디오 뉴스 등은 프롤레타리아 세계주의를 전파하고 

대중들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우호적으로 표

현하는 소식만을 전달했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의 신문인 레닌키치, 

레닌킬로(사할린), 한국어로 출판된 선동 잡지인 소련과 소비에트 

여성, 러시아어로 출판된 북한 잡지 Korea 역시 구소련 지역 고려인

5) A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about events dedicated to the 15th anniversary of 
Liberation of Korea in the book: Kim G. N., Myon D. V., Istoriya i kultura koreitsev 
Kazakhstana. Almaty, 1995, pp. 2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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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 사람에게 소식을 제공했다. 다섯째, 남한에 대한 정보는 구소련 

지역 고려인에게 ‘좋은 북한’과 ‘나쁜 남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

는 부정적인 기사들만 제공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후 비로소 처음으로 상당수의 구소련 사람들이 남

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운동선수 및 코치진에는 몇몇 구소련 지역 고려

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구소련 사람들은 남한이 매

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이루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을 하게 되고, 한국과도 외교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90년에 설립된 

‘고려인문화센터’는 카자흐스탄과 남ㆍ북한이 외교적 관계를 맺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소련 붕괴 후 북한은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강화

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경쟁 구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89년에 평양은 한국어로 된 3천 권의 도서를 보냈고,6) 북한에서 파견

된 교수가 알마티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북한에서 온 태권도 

강사는 ‘국립무술원’에서 카자흐스탄 및 고려인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

르쳤다.

1989년, ‘한국 통일을 위한 협회(APUK, All-union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Unification of Korea)’ 카자흐스탄 지부가 창설되었다. 활동

비는 북한에서 지원하였다. APUK가 창설된 첫 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들, 특히 노년층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었고, 약 1천여 명이 북한을 방문

했다. 1994년 가을 APUK 카자흐스탄 지부는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단

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3년 뒤 다시 ‘고통련Kotonryon’이라는 이름으

로 바뀌었다. 라드미르 강이 이 조직을 이끌며 활동하였는데, 친북적인 

6) Khan G. B., Proschloye i nastoyatscheye koreitsev Kazakhstana. Almaty, 199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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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은 계속 유지되었다. 북한은 책과 선동을 위한 물건들, 전통

악기와 민속의상들을 보내주었다. 매년 한 차례씩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은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생일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

에 다녀왔다. ‘고통련’은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생활 지원에 관하

여 북한위원회와 협력했는데, 이 북한위원회는 일본의 친북 단체인 ‘조

총련’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김일성은 재외 동

포의 삶에 관심이 있었으며, 위원회 역시 재외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위

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는 북한이 

구소련 지역 고려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밀약이 있었다.7)

북한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말을 되살린다. 

둘째, 동포에게 북한을 알린다. 셋째, 동포를 평양으로 초대한다. 넷째, 

주체사상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라드미르 강은 북한이 가장 중요시한 목

표였던 주체사상의 확산을 거절했다.8)

1990년대 초 평양의 김일성대학에는 CIS지역 출신 학생 15명이 있었

다. 그들 중 3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이었고,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

탄ㆍ러시아ㆍ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 가수ㆍ예술가도 있었다. 그들

의 경비는 북한에서 부담하였다. 2000년 8월 28일, ‘고통련’은 알마티에

서 북한문화전시회를 개최아였다. 고려인측 대표는 ‘출판교류협회’의 한

국어 부서장 김은남이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전시회는 알마티와 타시겐

트에서 몇 차례 개최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한측 외교관이 참석한 

7) Natsuko Oka., The Korean Diaspora in Nationalizing Kazakhstan: Strategies for 
Survival as an Ethnic Minority. German Nikolaevich Kim and Ross King (Eds.) The 
Koryo Saram: Koreans in the Former USSR.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l. 2&3, 2001, pp. 105~106.

8) Natsuko Oka., Koretsy v sovremennom Kazakhstane: strategiya vyhivaniya v roli 
etnicheskogo menschinstva.  Diaspory (Moscow), No. 23, c.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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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전시회가 처음이었다. 채성호라는 외교관 및 남한측 관료와 시

민들이 전시장을 방문했고, 남한 인사들은 북한측 파견 단원들과 이야기

를 나누었으며, 그림ㆍ책ㆍ기념품 등을 구입하였다.9)

1990년대 중반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하여 북한

은 알마티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카자흐

스탄 및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정권의 

위기는 러시아 언론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언론은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세습적인 권

위주의 정권에 관하여 앞 다투어 책을 출간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

다.10)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북한에서의 삶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다고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종 너무 심하게 부정적 측면만을 강

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는 북한에 대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미지

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글 중 일부는 고려일보에 다시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노년층 대표자들은 이러한 글의 부정적 묘사가 고려인 디아스포

라 전체의 수치라고 여기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러시아 신문에는 북

한의 실상에 대한 폭로성 기사가 거의 없다. 이것은 아마도 평양과의 관

계를 복원하려는 모스크바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 관계가 형성되자마자 양국 관계는 매년 매

우 빠른 속도로 또한 폭넓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사람 역시 카자흐스탄에 

오게 되었다. 한국의 재벌 기업인 LG와 삼성은 수백만 달러를 카자흐스

탄에 투자했다. 수십 개의 한국 기업 및 합작기업이 고려인이 많이 살고 

  9) Koryo Ilbo, 2000, September 1.
10) See for example: Olga Narzissova. Zakrytaya Strana. Putevyye zametki o Severnoi 

Koreye. Kiyev, 1997, 39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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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한국의 많은 무

역회사가 자동차ㆍ컴퓨터ㆍ식품ㆍ소비재 등 온갖 종류의 상품을 이곳 

중앙아시아로 수출하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인과 한

국인간에 수많은 사업 계약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여했다. 1999년 9월, 

‘AKK’의 추천을 받아 우두머리가 된 로만 킴의 카라탈 지역과 LG 

Almatyelectronics 간의 상호 협정에 기여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많은 투

자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11)

한국에서 온 교수들이 알마티ㆍ타시겐트 및 기타 중앙아시아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했고, 수십 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여기서 

수학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한국의 교과서를 사용했고, 

다른 수업 교재 역시 서울에서 보내온 것들이었다. 1991년에는 알마티에 

‘한국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교육센터는 이후 타시겐트에도 생겼

으며, 기타 지역에도 지사를 창설하게 되었다.12) 한국교육센터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천 명의 

학생들과 수백 명의 교사들이 센터 내의 어학 코스에 참여했다. 교육 사

업 외에도 한국교육센터는 한국의 민속예술을 진작시키고, 한국의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했다. 

1991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 현재 30

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교인 대부분은 고려인이지만,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목적 외에도 한국

11) Kim G. N., Kvon L. A., Men D. V., Yu E. 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Republic Kazakhstan and Korean Diaspora in transitional Period. Almaty, 1998.

12) See: Assotsiatsiya koreitsev Kazakstana  10 let. Almaty, 2000, 345 c.; Kim G. 
N., Shim Yeong Seob. Istoriya prosvescheniya koreitsev Rossii I Kazakhstana. 
Vtoraya polovina XIX veka  2000. Almaty, Kazak universitety, 2000, pp. 
25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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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교회를 찾았다. 과거

에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교

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3)

지난 몇 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콘서트ㆍ전시회ㆍ연극ㆍ

패션쇼, 기타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조직되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했다. AKK는 중요한 사회ㆍ정치ㆍ

문화 행사 및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고위층에서도 

매우 만족해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거주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모

임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와 가까운 고려인 디아스포

라의 동료들에게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에 고려인이 혁혁하게 기여했

다는 점을 강조했다. AKK는 수천 명의 한국사람이 참가하는 다수의 국

가적 규모의 고려인 문화ㆍ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한국대사관은 항상 이

러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수백 명에 달

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인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에는 

사업가ㆍ종교인ㆍ학생 등 전 분야에 걸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불행하

게도 한인회와 AKK는 설립 초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두 단

체 모두 각자의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바빴기 때문이다. 현재 두 단체는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어가는 중인데, 이는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내 고려

13) Kim G. M., On the Question of Religioness among Koreans,attending the Protestant 
Churches (Kazakhstan). Newsletter of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Vol. 1, 1996, 
pp. 76~80; Kim G. M., The State of the Religioness on the Korean Charismatic 
Churches.(Comparative Study). – 18th AKSE Conference, Stockholm, April, 1721, 
1997, Conference Paper, Religion, pp. 1~10; Kim G. M., Glossolaliya kak element 
kultovoi praktiki v koreiskoi presvetarianskoi harismaticheskoi tserkvi..  Newsletter 
of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Vol. 3, 1998, pp.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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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양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구소

련 붕괴로 인해 고통을 받는 타지키스탄 내 피난민을 대상으로 원조를 

하였다.14)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은 전쟁으로 쫓겨나거나, 키르기스스

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들의 이주는 후

에 태평양 연안이나 볼가 지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이 원동, 즉 러시아 

연해주로 다시 돌아가는 역이주 현상이 나타났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

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수천 명의 고려인이 우수리스크를 비롯한 연

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연해주로의 역이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① 

러시아는 한국에 빚을 지고 있고, 이것은 그것을 갚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극동 지역에서의 개종, ③ 군사지역의 지나친 공동화, ④ 이 지역 농업 

14) 1941년 고려인은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해 타지키스탄에 도착하였다. 구소련 정부

에 의해 처음 추방당한 고려인 가족은 화이트칼라 출신이었다.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했다. 그리하여 1959년 이전 타지키스탄에 사는 고려인 수는 

2,400명가량이었으나, 1979년에는 11,000명, 1989년에는 13,000명으로 증가했

다. 타지키스탄에서 고려인은 주로 수도 두샨베에 거주한다. 두샨베 외에 북쪽 인

근 도시인 레니나바드(현재 호젠트), 남쪽의 쿠르간 튜우베에도 살고 있다. 1990
년 시작된 내전으로 수많은 고려인이 타지키스탄을 떠났다. 1996년 타지키스탄에

는 1,800가구가 남았으며, 6,300명이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남아 있는데, 
전방위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See: Lee Aelia. Koreans in the Civil War 
Tajikista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National 
Reunification, Chonnam University, Institute of Sociological al Studies, p. 90; Tae 
Hyeon Back. The Social Reality faced by Ethnic Koreans in Central Asia. German 
Nikolaevich  Kim  and Ross King (Eds.)  The Koryo Saram: Koreans in the Former 
USSR.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Vol. 2&3, 2001,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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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필요성, ⑤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구의 특정 지역으로의 이주 현

상 그것이다.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볼고그라드 주에는 5백 명의 고려인 피난민

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려져 있는데,15) 최근 2년 사이에 623명

의 고려인이 그곳으로 이주해갔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로의 역

이주가 연해주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삶의 조건은 가혹했다. 여름에는 방공호에서 살아야 했

고, 겨울에는 볼고그라드 평야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세계한국자선

재단’, 이 지역 고려인 공공단체 ‘3월 1일’(이현군 목사), 그리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의 단체가 돈을 모아 집을 지어주고, 식품ㆍ의약품ㆍ의

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볼고그라드 

주 행정부 대표인 부가이Bugai N. F.와 이현군 목사가 이 지역이 중앙아시

아로부터의 고려인 난민 및 이주민의 주거지로 적합한지 여부와 고려인 

마을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16)

한편, 중앙아시아와 한국간의 관계는 공식적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사람들이 식생활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식에게 그러한 식생활이 전수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0년 

전부터 알마티ㆍ타시겐트ㆍ비쉬켘의 한국 음식점들은 육개장ㆍ불고기ㆍ

김밥ㆍ제육볶음 및 고려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요리들을 특화시켰다. 

한국 식당 및 카페에서는 흔히 ‘morkov chya’라고 불리는 반찬 메뉴도 특

화, 한국에서 온 손님은 모두들 “이것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곤 한다. 고

려인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한국 전통문

15) Rossiyskiye koreitsy, No. 15, 2001.
16) Bugay N. F., Rossiyskiye koreitsy i politika “solnechnogo tepla.” M.: Gotika, 2002, 

pp. 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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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언어를 되찾아가는 예는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가족 행사와 

명절 기간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과 젊은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노

래를 부르고, 한국 전통 오락을 즐긴다.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결혼이 성사되어 가족 간 유대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사람과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결혼은 매

우 드문 일이었다. 왜냐하면 정서ㆍ언어ㆍ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르

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을 아무도 이상

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한국사람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거의 대부분 한국 남자와 중앙

아시아의 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카자흐

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ㆍ키르기스스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

제결혼은 보통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또는 알마티ㆍ타시겐

트ㆍ블라디보스토크ㆍ비쉬켘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남자의 경우가 대

부분이다. 한국 남자는 좋은 신랑감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가족 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이것이 고려인 남자와 한국 여성간의 결혼이 드문 이유이다. 이

것은 카자흐스탄ㆍ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이다.17) 한국

은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포스

17) Yem Natalya., K probleme natsionalno-smeschanykh brakov (po resultatam aktovykh 
zapisei gorarchiva ZAGS g. Almaty.  Newsletter of Korean Studies in Kazakhstan, 
Vol. 2, 1997, pp. 40~51; German Kim. Binationale Ehen der koreanischen 
Bevoelkering in der Stadt Almaty, Kazahstan.  Korea Forum, No. 3, 1999, pp. 
39~41; On inter-ethnic Marriage among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city Almaty.  
Inth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Vol. 5, 2000, pp.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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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소비에트’ 지역의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위

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진 또 다른 원인으로

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

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카자흐

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자들도 한국의 플랜트 및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가 있는 고려인 중 생활비를 벌

려고 간 사람은 1/4에서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유는 각기 다르다.18) 방

문 목적은 어학연수ㆍ유학ㆍ사업, 다양한 회의 참가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다른 국적자보다 더욱 빈번

하게 서울을 방문했던 것은 확실하다. 

한국과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정치ㆍ사회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

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연세대학교 김재영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재영 교수는 양국간의 관계를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발

전시키기 위하여 ‘중앙화된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19) 그는 스

스로도 ‘중앙화된 관리’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외 

18) 의심할 나위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ㆍ문화ㆍ생활 방식의 차이이다. 한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고려인들은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부 사람들의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사할린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See: Ten Yu. M., Kim Yen 
Un., Koreitsy Rossii  sovremennoye polozheniye I problemy.  Sotrudnichestvo. 
Materialy 6oi mezhdunarodnoi konferentsii. Moscow, 2930 noyabrya 2000, 
Moscow, 2001, p. 42.

19) Kim Jee Yeon., Puti rasschireniya obmenov mezhdu RK i RF v oblasti nauki, 
tekhnologii I kultury.  Тretiy rossiysko-koreiskiy forum. M.: Nauchnaya kniga, 
2002,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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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장기적 계획이 반영된 것도 없고, 주도면밀하

지도 않으며,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와의 관계 

증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법률ㆍ행정부ㆍ기관ㆍ

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관한 예를 살펴보자.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ㆍ한국연구재단ㆍ고려인재단ㆍ재외고려인재단ㆍKOICAㆍ

한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사업이 중복될 수

도 있고, 자금 역시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에 관

한 법률은 국가 건립 이후 국가를 떠난 모든 재외동포에게 동등한 시민

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20) 따라서 이것은 구소련 지역 고려

인과 중국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OOK(전 러시아고려인협회, 회장 바실리 최)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재외

동포에 관한 법률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편지

를 보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

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간

단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스스로의 바람 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

의 법률ㆍ국제법ㆍ정부간 협약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들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간의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

어가야 한다. 일부 한국 사업가ㆍ교수ㆍ종교인은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

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동양식과 정신을 고려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

려고 한다.21) 한국의 회사들은 한국에서 해당되는 규칙과 법을 정했다. 

20) Protokol No. 6 Vneocherednogo zasedaniya OOK. 3 sentyabrya 1999.  Bugay N. 
F., Rossiyskiye koreitsy i politika “solnechnogo tepla”, pp. 222~223.

21) Khan V. S., Koreiskoye mezhdunarodnoye soobtschestvo: utopiya ili perspektiva.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Vol. 6, Seoul: IASD, 2001,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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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후에 현지 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의 적대적 관계는 상위 수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고려인이 한국 및 북한 사람들과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잊

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운명으로 정신적ㆍ심리적ㆍ문화적 차이를 지니

게 되었을 뿐이다.22) 우리는 그 차이와 특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서

로 존중하고 도우면서 미래를 위해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

야 한다.

22) 생활방식ㆍ습관ㆍ행동의 차이는 작가 아나톨리 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

아를 거쳐 모스크바까지의 여정을 담은 그의 에세이 ｢기억의 열차｣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1937년에 알 수 없는 목적지로 강제 이주되는 200명의 고려인을 

태운 열차도 같은 철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나이ㆍ성, 사회적 지위와 사는 국가

는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만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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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사회의 미래 전략

Ⅰ. 머리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구소련 지역 국민들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오늘날 느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았다. 구소련 붕괴 후 이미 

20년이 지난 이 시기는 인류 역사로 볼 때 짧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지구촌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로 진입했다. 21세기가 시작되었

고, 세계는 계획과 행동 전략에서 옳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들이 극동 지역에 이주 정착하기 시작

했던 지난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구소련이 붕괴된 후의 처음 10

년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

인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려

인의 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없고,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

인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거나, 그 예측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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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

략을 발전시키고, 채택된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소련 지역에 사는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

고, 또한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거주지와 이주 선택 전략, 노동활동과 직업 선택 

전략, 디아스포라 집단의 형태와 생활방식 선택 전략, 고려인의 정체성

과 민족 문화적 결정 요인 선택 전략, ‘역사적인 모국’(한국)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전략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거주지와 이주 선택 전략

구소련의 정치적ㆍ사회경제적 변화들이 고려인들의 주거 상황을 악

화시켰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구소련 지역 국민 모두에

게 악영향을 미쳤다. 한 국가의 붕괴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러시아ㆍ키르기스스탄ㆍ타

지키스탄ㆍ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은 거주지 선택 전략과 관련하

여서는 상이하다. 거주지와 이주 선택 전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국가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적응 전략

(2) 대도시(무엇보다 수도)에서의 정착 전략

(3)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전문직에 종사

하는 젊고 활동적인 고려인들이 선택한 외국으로의 이주 전략

(4)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개인 혹은 가족이 함께하는 이주 전략

(5) 내란으로 삶을 위협받는 타지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탈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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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사적인 모국’(한국)으로의 이주 가능성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실

현 전략

Ⅲ. 노동활동과 직업 선택 전략

지난 20년 동안 고려인의 사회적ㆍ직업적 구조가 상당히 변했고, 이 

변화의 결과들을 가까운 미래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동활동과 직업 

선택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기회주의적인 직업과 업종 선택

(2) 중소기업 틈새시장과 기업가 정신의 올바른 선택

(3) 디아스포라 사업가의 네트워크 구축

(4) 수준 높은 교육 유지

(5) 명성은 낮지만 수익성 있는 이주민의 직업

(시장에서 샐러드ㆍ야채 판매현지에서는 고본질 계절적 이동농업이라고 함)

고려인의 사회적 구조, 직업적 구성, 재정과 부동산 상황에 있어서의 

변화는 구소련지역 인구 전체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그런 사회에

서 생활하는 고려인 중 일부는 사회계층적인 면에서 고소득, 중간 소득 

그리고 저소득층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Ⅳ. 디아스포라 집단의 형태와 생활방식 선택 전략

구소련 시기에는 소수 민족의 자기 조직화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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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특히 그런 시도를 할 경우 국외로 추방당했다. 지난 20년 동안 구

소련 지역 국가에서는 수십 개의 고려인협회와 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이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이어받으며, 한국과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ㆍ예

술ㆍ문학을 발전시키고, 한국과의 문화적ㆍ경제적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였다. 고려인협회의 발족과 관리, 그리고 개혁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권, 협회 설립 서류등록을 가속화시키

는 발전 전략

(2) 친남親南ㆍ친북親北 조직 분할 전략과 두 조직의 평행 구조

(3) 고려인협회 설립 초기의 민족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두는 전략

(4) 고려인협회 지도부 교체, 교수에서 사업가로 권력 이양 전략

(5) 조직의 통합ㆍ강화, 고려인협회를 위한 복지ㆍ재정지원 재단 설립

에 목표를 둔 전략

(6)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협회 설립 전략

(7) 고려인협회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보조금ㆍ프로젝트ㆍ프로그램)

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

Ⅴ. 고려인의 정체성과 민족 문화적 결정 요인 

선택 전략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적 자의식 발달은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겪었다. 러시아 극동 지방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자의식, 항일투쟁ㆍ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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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운동과 민족적 자의식의 부활, 구소련에서 민족문화가 생겨나는 시

기의 다중 정체성(지방ㆍ국가ㆍ민족ㆍ소비에트 연방), 스탈린 정권의 억

압과 민족성을 이유로 추방당한 사람들의 억눌린 자의식, 브레즈네프 집

권 시기 고려인의 자의식 정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민족성의 부활과 

구소련의 디아스포라적인 자의식의 형성, 민족 정체성의 급진적인 변화

와 구소련 지역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적인 자의식 등이 그것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대

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수백만 명이 이런 질문을 해왔다. “내가 소련 국

민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고려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려인

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과 당면하게 되었는데, 그 전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국가의 시민권과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연결시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채택하는 전략

(2)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략(고려인이라는 것과 민족 정체

성고려인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보존하는 것)

(3) 도시의 고려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전략, 민족 간의 결혼에서 민

족 정체성을 선택하는 전략

(4) 서울 표준어를 고려인의 모국어로 선택하는 전략, 고려말 부활 시

도조차 거부하는 전략

(5)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요하는 외부적인 시도에 저항하는 전략

(6) 한국ㆍ러시아ㆍ중앙아시아, 유럽의 문화적 요소를 지닌 고려인의 

종합적인 문화 유전자 공급원을 보존하는 전략

(7) 물질문화(특히 음식문화가정과 사회의 전통요리법)의 전통적 요

소를 보존하는 전략

(8) 고려인의 전통ㆍ풍습ㆍ의식(특히 장례식)을 보존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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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역사적인 모국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전략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독립하여 한국과 외교적 관계

를 수립하였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에 대사관을 설립하였다. 카자흐

스탄 정부 당국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한국과 처음 교류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에 북한은 문화센터 설립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과의 유대

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경쟁하려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북한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로 알마티 주

재 북한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 대사들을 소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

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고, 고려인에

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두 나라가 외교 관

계를 수립한 이후 고려인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 등 각 분야에서 양

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역사적인 모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거

주하는 고려인은 한국과 안정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고려인은 현재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와 ‘역사적인 모국’인 

한국을 이어주는 중재자, 독특한 삶의 가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사실 과

거에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 중 ‘역사적인 모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던 사할린 동포 구세대 중 극히 일부는 구소련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 현재 고려인들은 북한에서 이주해온 정착민들

의 자손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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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구소련의 붕괴는 고려인의 점진적인 발전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켰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던져주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

할 수 있다. 

고려인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잊혀져가고 한국의 풍습과 전통의식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역사적인 지역 사회를 경험하는 것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고려해볼 때 고려인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복합

적인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포괄적인 민족 통합의 문제와 향후 새로

운 정치적ㆍ사회경제적인 환경에서의 민족 간 통합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적인 형태로 민족 부활과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구소련 지역 고려인이 처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당히 지

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 현대 학술연구의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연구를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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