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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글은 북한 정권 수립기부터 6·25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에서

복무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을 살폈다. 이들은 소련·

북한당국의 필요에 의해 해방 전후부터 일정 시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북한 소련공민이었다.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통치를 보좌하

는 한편, 북한당국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사회의 건

설에 기여하였다.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입북 이전 삶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였

다. 대다수가 연해주와 인근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기를 보

냈고, 중·상급교육 기관을 마쳤다. 거주지의 하급 당·정 기관에 배

치돼 정치·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강제이주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하였다. 일부는 2차 대전 중에 노력 전선·소련군에서 복무하였

다. 대개 소련공산당 또는 전연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당원이었

으나, 정치적 연대의 경험이 부족했고, 서로 거의 알지 못했다.

재북 소련계 조선인은 소련·북한당국의 요구에 따라 순차적·선별

적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의 입북을 크게 ① 해방 이전 ② 해방 직

후~1945년 ③ 1946~1948년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파견 주체

를 기준으로, 1945년까지는 소련당국의 필요에 의해, 1946~1948년

에는 북한당국의 요구에 의해 입북하였다. 모두 소련당국에 의해

파견됐으나, 1946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의 필요가 이들의 운용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이북지역에서는 빨치산파를 중심으로 한인 공산주의자

들이 식민지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빨치산파는 자신들이 독점할 수 없는 사업 분야에 국내외 출신 한

인 공산주의자를 적절히 안배하였다. 이때 어떤 집단보다 하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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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소련군에서 복무한 재북 소

련계 조선인이 유관 분야에 기용되었다. 소련군 철수 이후에는 북

한에 잔류했고, 군 계통에서 근무한 소수는 지근에서 6·25전쟁의

계획에 관여하였다.

재북 소련계 조선인은 ‘당-국가’ 체제를 현실에서 고도로 구현한

소련에서의 생활경험을 활동의 준거로 삼았다. 이는 당조직을 강

화하는 방식 및 ‘민족적’ 감수성이 부족한 데서 잘 드러났다. 당기

관지에는 이론과 당사를 적극 기고하였다. 한편 대다수는 1950년

대 중반까지 소련 국적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 조국은 어

디까지나 소련이었다. 요컨대 재북 소련계 조선인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라는 대의 아래 파견된 요원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사명감·적

극성이 높지 않은 기술자·전문가 집단이었다.

주요어: 북한, 소련, 소련계, 소련파, 고려인, 집단전기

학 번: 2013-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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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해방과 함께 한반도에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

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미·소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정치경

제적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을 거듭했고, 그 결과 2차 대전 종전 이

후 한반도에는 38도선을 두고 상이한 정세가 조성되었다.1)

미국이 임정을 비롯한 일체의 정부를 부인하고 군정을 편 이남과 달리,

이북에서는 한인(韓人)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점령군의 후원 아래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 이어 이듬해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며 건국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

고,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를 세우기 위해 각종 정당·사회단체의 조직을

도우며 ‘민주개혁’과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북한

건국의 과정을 정치적으로는 건당·건국·건군 운동으로, 사회적으로는 ‘당

-국가체제’가 사회의 제요소를 위로부터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2)

초창기의 북한 정치사 연구는 소련의 ‘소비에트화’(Sovietization) 기획

을 사실로 전제한 뒤 분파 간의 갈등과 투쟁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사

회적 문제를 파악하였다.3) 이러한 연구경향은 북한 지도부 내에 김일성

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집단’(이하 빨치산파)이 우세했으나, 일정

시기까지 권력의 다원성도 존재했음이 드러나면서 극복의 계기를 맞았

다.4) 하지만 분파투쟁론적 시각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5) 각 분

1)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 관해서는,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

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같은 시기 소련의 대한정책에 관해서는, 기

광서, 1998, 〈소련의 대한반도-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 분석〉, 《현대북한

연구》 1, 105~149쪽; 2005, 〈러시아 문서보관소 사료로 본 소련의 대 북한 정

책, 1945~47년〉, 《역사문화연구》 23, 3~33쪽; 2014,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과 조선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슬라브연구》 30, 29~57쪽.

2)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

제성립사》, 선인.

3) 서대숙, 현대사연구회 옮김, 1985,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화다; 스칼라

피노·이정식, 한홍구 옮김, 1987,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돌베개.

4)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5) 백학순, 2010, 《북한 권력의 역사》,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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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또는 집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6) 특

히 빨치산파, ‘남로파’를 제외한 ‘연안계,’ ‘국내계,’ ‘소련계’를 자세히 다

룬 연구는 불충분한 실정이다.7) 한편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1948

년 말까지 점령군의 통치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8) 이러한 사실은

각 집단의 활동과 성격을 점령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면적·복합적

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북 소련계 조선인은 소련·북한당국의 필요에 의해 해방 전후부터 일

정 시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북한 소련계 한인(sovetskiye koreytsy)을

의미한다.9) 이들은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통치를 보좌하는 한편, 북한당

국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북한사회의 건설에 기여하

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도 이들은 6·25전쟁, 전후 재건, 1956년 8월 ‘전

원회의 사건’ 등 북한현대사의 핵심적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소련계는 ‘북조선사회주의체제’의 초기 성립과정과 6·25전쟁 이후

의 변화상 및 성격을 파악케 해주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성과를 종합하고, 연구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10)

6) 사전적으로 ‘파’(派)는 “어떤 경향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한 갈래,” ‘계’(系)는 “상

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의미이다. 선행 연구는 양자를 엄밀히 구

분하지 않고, 구심적 인물이 명확하며 세력 확대를 꾀하면 ‘파’로, 그렇지 않은 집

단은 ‘계’로 지칭하였다. 이 글은 우선 학계의 용법을 따랐다. 추후 각 집단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계파·분파·세력 등 용어를 사실에 맞게 쓸 수 있을 것이다.

7) 김남식, 1984, 《남로당연구》, 돌베개; 와다 하루키, 이종석 옮김, 1992, 《김일성

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비평사; 정병일, 2012,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

할》, 선인.

8) 이 시기 소련과 한인 공산주의자 사이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광서,

2015, 〈2000년대 이후 북한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 《역사와현실》 97, 393쪽.

9)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쏘련 조선인”으로

불렀다. 고송무, 1990,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44~45쪽;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16~17

쪽. 필자는 이들의 민족성(natsional'nost')을 존중하고, 이들의 활동과 성격을 북

한현대사 속에서 살피고자 ‘재북 소련계 조선인’이란 용어를 썼다. 본문에서 소련

거주 한인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때를 제외하고 ‘소련계’로 약칭하였다. 한편 김일

성은 1955년 12월 28일 연설에서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표현을 통해 소련

계로 구성된 일종의 정치집단을 상정한 바 있다. 김일성, 1960,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서대숙, 2004, 《북한문헌연구》 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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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0년대 이전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이다.11) 이정식·오기완은 “소

련파”(Soviet Faction)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소련계를 비서·상(相)·

부상 등으로 분류하였다.12) 서대숙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소련계를 추가

적으로 열거했고, 당대회 중앙위원의 숫자를 매개로 지도부 내 역학관계

를 살폈으며, ‘정치적 수완 부재’라는 집단적 성격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

는 소련계를 다뤘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었으나, 부정확한 증언과 제한된

수준의 공식 문건에 의존함으로써 일부의 성명·출신·직책 등이 사실과

다르고, 권력의 획득과 갈등이라는 측면에만 주목했다는 한계가 있다.13)

1990년대에 들어서 소련이 해체되고 사료들이 공개되면서 연구의 수준

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소련계의 증언에 힘입어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

다. 란코프(Andrei N . Lankov)는 동구(東歐)와의 대비를 통해 소련계의

역할과 단결력이 컸고, 시기에 따라 파견의 성격이 조금씩 달랐다고 주

장하였다.14) 그의 연구는 증언만으로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한계가 있다.

10) 일부 선행 연구는 박정애(朴正愛, Tsoy Vera), 김웅(金雄), 박무(朴茂), 이상조

(李相朝), 이일경(李一卿), 진반수(陳班秀), 허진(許眞, 필명 林隱) 등을 소련계로

보았다. 그러나 학계는 박정애를 국내계, 나머지를 연안계로 파악한다.

11) Chong-Sik Lee and Ki-Wan Oh, 1968,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8, No. 4, 270~288쪽; Dae-Sook Suh, 1987, “Soviet

Koreans and North Korea”, Dae-Sook Suh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University of Hawaii, 101~128쪽.

12) 오기완. 1950년 3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농림성 직속 중앙간부학교 교무주임

재직,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의 명령으로 제105탱크여단 정치문화부 선전원

(문화간부, 계급 상위)으로 복무. 1954~55년 중앙아시아 소련계 조선인 공동체에

서 거주. 1955~57년 김일(金一) 비서 역임. 1963년까지 농업상 한전종(韓典鐘) 밑

에서 근무. 고재홍, 2002, 〈북한 인민군 정치기관 특성연구〉, 통일부 엮음, 《북

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1권,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71~107쪽.

13) 미국무부는 연구단(State Department Research Mission)을 한국에 파견하여

6·25전쟁 발발 이전의 북한정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6·25전

쟁 이전 북한의 내부사정과 북·소 관계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고, 1961년

비밀 해제되었다. 보고서는 소련계를 “소련의 대북한(對北韓) 통제 수단 중 하나”

이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기능공·전문가로 보았다. 성명·직명 등의 오류가 많다

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후 미국의 소련계 및 북한 관련 연구가 참고

한 필독서가 되었다. Department of State, 1961,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Government Printing Office.

14) 안드레이 랑코프, 1992,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소련파의 역할〉, 《(수촌 박

영석교수 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2, 탐구당, 543~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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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은 선행 연구와 관련 일화를 정리하였다.15) 그의 연구는 관련 자

료 일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증언·공식 문건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소련파”의 성격을 단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2000년대의 연구는 북한 정치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소련계를 부차적

으로 다루었다. 기존의 관점을 수용해 소련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정치적으로는 수동적이었다고 보았다. 예컨대 김광운과 서

동만은 소련계를 각각 “소련 국적의 한인이라는 동질성 이외에 정치집단

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은 거의 없는” 집단 및 “소련군정이 파견해 소련에

서 돌아온 조선인들”로 규정하였다.16) 두 연구는 1946년 이전 입북한 소

련계의 존재상을 제한적으로만 살폈다. 이밖에 소련계 십여 명의 증언·

회고를 토대로 집필된 김국후의 저작이 있으나,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소비에트화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채용했다는 한계가 있다.17)

이 글은 기존에 해명되지 못한 지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는

이들의 입북 이전에 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연해주·중앙아

시아 이주 한인의 후손이라는 소련계의 정체성이나, 파견의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글은 소련계의 입북 이전 및 입북 과정을 정리했고,

파견 과정에 비추어 북·소 관계를 살폈다. 선행 연구는 또한 각자의 관

점에 따라 이들을 ‘소련파’나 ‘소련계’ 등으로 불렀고, 일부 소련계에만

주목하였다. 이 글은 활동 분야별로 소련계를 망라하는 한편, 특정 시점

에서 이들의 횡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추측을 통한 성격 규정

을 지양하고, 분포상에 입각한 집단적 특성을 드러냈다. 더불어 소련계의

글과 행보를 분석해 집단적 지향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집단전기학(集團傳記學)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

은 일정한 외연으로 묶을 수 있는 군상의 정보를 종합해 집단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유용성이 있다.18) 필자는 소련계 3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입

15) 그의 “소련파” 성격 규정은 서대숙의 것을 전재(轉載)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상

일, 1997, 〈북한정치에 참여한 소련파 한인들〉, 《동국역사교육》 5, 56~87쪽.

16) 김광운, 2003, 앞의 책, 74~79쪽; 서동만, 2005, 앞의 책, 49~51쪽.

17)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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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련계의 집단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집단전기학

으로 포착하기 힘든 미시적 부분은 회고와 증언을 통해 보충하였다.

이 글은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AVPRF), 러시아연방국방성중

앙문서보관소(TsAMORF),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RGASPI),

카자흐스탄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TsGANIRK), 미국 국립문

서관(NARA)이 소장 중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1차 자료 상당수는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 중이거나, 기간된 자료집에 실렸다.19)

북한 자료의 경우,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와 내각 기관지인

《인민》 등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것을 주로 이용하였다.20) 잡

지 자료는 특정 주제에 관한 소련계의 생각을 일정하게 보여준다. 《레

닌기치》, 《쏘베트신보》 등 소련계가 관여한 신문도 일부 이용하였

다.21) 아울러 소련 고위 인사의 비망록,22) 소련군 결산보고서,23) 주북 소

18) Lawrence Stone, 1971, "Prosopography," Daedalus, 100, 46쪽. 집단전기학의 역

사와 한계에 관해서는, 나종일, 1992, 〈집단전기학〉,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

법》, 창작과비평사, 321~363쪽.

19) Kim G.N., Men D.V., 1995, Istoriya i Kul'tura Koreytsev Kazakhstana,
Gylym;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이하 《대한

정책 자료》) 1·2, 선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

과 북한 문제》(이하 《북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20) 《인민》은 1948년 11월호~1953년 말호가, 《근로자》는 1946년 10월 창간

호~1954년 말호가 《북한관계사료집》에 선별적으로 수록됐다. 국사편찬위원회,

2002~2008,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37~59, 국사편찬위원회.

21) 카자흐스탄공산당(볼) 중앙위원회의 1937년 11월 9일자 결정에 근거하여, 1938

년 5월 15일 《레닌의 긔치》라는 제호로 카자흐스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끄즬

오르다주 조직부와 씌르다리야구역 당 위원회 기관지로 발간되었다. 1950년 7월

26일 《레닌의 기치》로, 1952년 1월 1일 《레닌기치》로 개칭되었다. 연해주 해

삼위(海蔘威, Vladivostok)에서 발행된 《선봉》의 후속 신문이다.

22) I. M. Chistyakov, 1975, Sluzhim Otchizne, Voyennoye Izdatel'stvo; 국토통일원

엮음, 1988, 《조선의 해방》, 국토통일원; 국사편찬위원회, 2004, 《쉬띄꼬프일

기》, 국사편찬위원회. 전현수가 편집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Korean Research

Memory)가 제공하는 《레베제프 일기》도 이용하였다.

23) Upravleniye sovetskoy grazhdanskoy administratsii v Severnoy Koreye,

Doklad ob itogakh raboty upravleniya sovetsoy grazhdanskoy administratsii v
Severnoy Koreye za tri goda. avgust 1945g. - noyabr" 1948g, (이하 《결산보

고서》로 약칭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가 제공하는 번역본 이용), 평양,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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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대사의 일지를 활용해 소련계의 면모를 살폈다.24) 2차 문헌 중에는 고

려인유가족후원회가 작성한 소련계 255명의 명단이 유용하였다. 이 자료

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것 중 가장 포괄적이다. 고려인 연구자들이 모스크

바에서 펴낸 《1941년~1945년 위대한 소련 조국전쟁 고려인들의 참전

록》은 선행 연구가 검토하지 않은 귀중한 자료로,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계 조선인 372명의 자료를 편철한 것이다.25) 회고·증언은 일화의 보

고(寶庫)이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사실을 검증하였다.26) 사전류와 미간행 원고 또한 입수·이

용하였다.27) 필자는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를 만들어 이 글의 ‘부록’에 실었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1장 1절에서는 소련계의 입북 이전 경력을 살폈고, 향후 다른 집단과의

비교의 준거를 마련하였다. 2절에서는 이들의 선발·입북 과정을 종합적

으로 다루었다. 2장 1절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기 소련계의 다양한 활동

을 분야별로 살폈다. 특히 당 내 구성원에 주목해 ‘소련파’라는 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2절에서는 소련계의 글과 행보를 분석해 이들의

집단적 지향을 파악하였다. 당적(黨籍)·국적 문제 등이 긴요한 매개가 되

었다.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한계와 차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4) 《사료집》 73~76.

25)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26) 오영진, 1983, 《소군정하의 북한》, 중앙문화사; 이기봉 엮음, 1989, 《증언》,

원일정보; 최태환·박혜강, 1989,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한국일보 엮음,

1991, 《증언》, 한국일보사; 兪成哲, 1991~1992, 〈北朝鮮元作戰局長の證言〉,

《靑丘》 9~11, 靑丘文化社; 강상호, 1993.01.11.~10.12, 〈내가 겪은 북한 숙청〉,

《중앙일보》; 박남수, 우대식 엮음, 1999, 《적치 6년의 북한문단》, 보고사; 김

석형 구술, 이향규 엮음, 2001,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선인; 정상진, 2005,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선인.

27) 霞關會 엮음, 1962, 《現代朝鮮人名辭典》, 世界ジャ-ナル社; A. P. Gorkin 외,

2002, Voyennyy Entsiklopedicheskiy Slovar', Ripol Klassik; Tsoy Bronya, 2003,

Entsiklopediya koreytsev Rossii, RAYEN; 장학봉 구술, 김주원 엮음, 《어느 고

려인 출신 북한 장교의 생애》,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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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입북 이전 경력과 입북 과정

1. 연해주·중앙아시아에서의 활동 경력

소련계 조선인은 20세기 한국공산주의운동사와 민족운동사의 연속과 단

절을 살필 수 있는 매개이다. 1930년대 중·후반 소련계 조선인 공산주의

자들이 대거 좌천 또는 숙청되면서 러시아를 무대로 한 운동의 흐름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북지역에 소련계 조선인이 대거 동원되

면서 한국공산주의운동과 러시아의 맥락이 다시 결합하였다. 한편 북한

정권 수립기 활약한 한인 공산주의자 집단 가운데 소련계는 민족운동과

의 연관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소련계의 입북 이전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들의 존재상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중반을 관통하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와 민족운동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소련계의 입북 이전 활동 경력은 이들의 선발·입북 및 북한에서의 행보

를 규정하였다. 소련계는 해방 이후 어느 시점까지 500여 명이 입북한

것으로 추정된다.28) 여태껏 소련계의 총수(總數)는 조사된 바 없다.29)

28) 1945년 말 소련의 한 고위 관리는 “소련계 조선인 472명을 선발, 북한에 파견했

다”고 하였다. 총정치국장 쉬낀(I . V. Shikin)이 외무인민위원부 차관 로조프스끼

(S. A. Lozovskiy)에게 보내는 〈조회-보고: 북조선 정세에 대하여(1945년 12월

25일)〉,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13, 목록 7, 문서철 46, 3~13쪽.

김광운, 2003, 앞의 책, 74쪽. 1947년 미군정 정보기관은 소련계를 25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1-15 August 1947; G-2 Weekly Summary, 6-23 July 1948,
6-13 August 1948. 서동만, 2005, 앞의 책, 257쪽. 1948년 말 나온 소련군 보고서

는 소련계 200여 명이 입북했다고 보았다. 《결산보고서》, 165쪽. 6·25전쟁 발발

이후 작성된 미국 보고서는 소련계가 전전 북한에서 “당·군 내 200개 이상의 중

요한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Department of State, 1961, 앞의 책, 101쪽. 1960년

9월 19일자 주북 소련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소련계 조선인 전체는 1945~1955년

에 걸쳐 북조선의 요청으로 208명(가족 제외)을 고국에 파견됐다.” 주북 소련대사

뿌자노프(A. M . Puzanov)가 소련 외무상 그로믜꼬(A. A. Gromyko)에게 보내는

〈소련계 조선인 문제 및 유학생 소련 망명으로 인한 소·조 관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16, 문서철 4. 《대한정책 자료》 2,

179~180쪽. 허진은 “조선에 온 ‘고려인’의 총수는 1949년 1월 1일 현재 472명”이



- 8 -

생년 명수 이주(1937) 해방(1945) 주요 인물(생년)

1899 이전 2 40대 50대 김승빈(1895)

1900~04 9 33~37세 41~45세 이동화(1901), 오기찬(1904)

1905~09 50 28~32세 36~40세 최표덕(1905), 허가이(1908)

1910~14 83 23~27세 31~35세 남일(1913), 방학세(1914)

1915~19 72 18~22세 26~30세 박의완(1917), 정률(1918)

1920~24 34 13~17세 21~25세 김일(1920), 이명석(1920)

1925 이후 3 10대 전후 10대 후반 김칠성(1926)

합계 253

<표 1>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생년(253명)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기 위해 생년을 알 수 있는 소련계 253명의 생년

정보를 분석하였다. 대개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10년대에 걸쳐 태어

났고, 1890년대 이전이나 19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이는 거의 없었다.

출처: 임은, 1982, 《(북한)김일성왕조 비사》, 한국양서; Kim G.N., Men D.V., 1995,

Istoriya i Kul'tura Koreytsev Kazakhstana, Gylym; Tsoy Bronya, 2003,

Entsiklopediya koreytsev Rossii, RAYEN.;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

라고 했고, 서대숙·고송무는 이를 인용하였다. 林隱, 1982, 《北朝鮮王朝成立秘

史》, 自由社, 139쪽; 서대숙, 1989, 〈소비에트 한인들과 북한〉, 서대숙, 이서구

옮김,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태암, 139쪽; 고송무, 1990, 앞의 책, 42쪽. 고려

인유가족후원회는 1945년 8월~1947년 북한의 소련계 ‘정치일꾼’은 256명이라고 하

였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1994, 《(비록)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일보

사, 177~184쪽. 강상호·박길룡은 내각간부국장을 역임한 이휘준을 인용해 1945년

8월~1953년 3월 428명이 파견됐다고 증언했다. 김국후, 2013, 앞의 책, 15~16쪽.

구소련 연구자는 500여 명이 입북했다고 하였다. Andrei Lankov, 2002, From
Stalin to Kim Il Sung, Rutgers University Press; 김게르만, 〈한국전쟁에 참가

한 소련 고려인들〉, 《고려일보》, http://www.koreilbo.com/ru/1699-___.html.

(최종접속일: 2016년 1월 19일.) 일본 연구자는 1955년 12월 이전 “당과 정부의

요직에 있던 소련계는 196명”이라고 하였다. 和田春樹, 2012, 《北朝鮮現代史》,

岩波書店, 78쪽. 미국 연구자들은 1948년 12월 현재 소련계를 500여 명으로 보았

다. Stephen Kotkin and Charles K. Armstrong, 2005, "A Socialist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fter World War II," Charles K. Armstrong et al.

eds., Korea At The Center, Routledge, 114쪽.
29) 강상호, 〈기행문 《벼랑 우의 소나무》를 읽고서〉, 《레닌기치》, 1989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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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 입북 입북 후 경력

강소피야 1915 1948 노어대학 교원

김영희 1910 미상 보건성 모자부장

김해경 1918 미상32) 후방총국장 비서

리리타 1922 미상 대학 교원

문소피야 1914 1948 평양의과대학 교원

박애현 1912 1946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장순희 1915 1947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표 2> 재북 소련계 조선인 중 여성(10명)

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

료》 1, 선인;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

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

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등을 종합해 만든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이하 ‘소련계 표’로 약칭하고 표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 ①을 재구성.

5년 단위로 범위를 설정한 결과, 1945년을 기점으로 253명 중 10대 후

반은 3명(1%), 20대는 106명(42%), 30대는 133명(52%), 40대 초중반은 9

명(4%). 50대는 2명(1%)이었다.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할을 넘고, 그 중에서도 20대 중반~30대 중반이 가장 많았다. 10대와 40

대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최고령자는 박기호였고,30) 최연소자는 김종

만이었다.31) 생년 정보의 분포상은 선발 기준을 짐작케 하고, 입북 이후

의 행보를 연령과 결부지어 파악케 해주는 유용성을 제공한다.

소련계 안에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의 삶의 궤적은 재북 소련계 조선인

남성과 유사하였다. 자료에 드러난 일부를 <표 2>에 정리하였다.

30) 박기호(朴基鎬, 1888~?). 함북 길주 태생. 북조선직업총동맹(1951년 1월 20일 북

조선직업총동맹과 남한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를 통합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단일화) 기관지 《로동자 신문》 편집인. 소련 귀환. 〈북조선 중앙신문사 및 방

송국〉, 1950,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허진은 그가 1895년생

이었다고 보았다. 임은, 1982, 《(북한)김일성왕조 비사》, 한국양서, 149쪽.

31) 김종만(Kim Den Man, 1927~?). 연해주 태생. 대학 교수 역임. 6·25전쟁 중 조선

인민군 군수과장 역임. 귀환 여부 불명.



- 10 -

1차 분류 2차 분류 명수 합계 비율

조선

함경도 12

16 6%

평안도 1

강원도 1

대전 1

미상35) 1

중국
동만주 2

4 2%
만주 2

<표 3>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출생지(252명)

정춘옥 1904 미상 내각간부학교 부교장

조해숙 1917 1947 고급중학교 교원

채정애 1921 1948 평양정치대학 교원

출처: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재북 소련계 조선인 여성은 주로 1947부터 1948까지 파견됐고, 입북 이

후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아마도 대다수가 입북 이전의 경력을 이어나갔

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는 내각·군에서 복무했고, 일부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1950년대에 소련으로 귀환하였다.33)

소련계는 대개 원동(遠東) 연해주에서 태어났다.34) 조선이나 만주 태생

은 소수였고, 그 경우에도 유년기에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

해, 또는 먼저 이주한 친지에 의탁하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대다

수가 빈농, 소작농, 고농(雇農) 등 기층민 출신이었다. <표 3>은 252명의

출생지를 도표화한 것이다.

32) 김해경의 정확한 입북년도는 알 수 없다. 김국후는 그녀가 1946년 8월 입북했다

고 보았다. 김국후, 2013, 앞의 책, 47쪽. 반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자료에 따

르면 그녀는 1948년 입북하였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

록 162, 문서철 39, 26쪽. 《북한 문제》, 56~57쪽. 1946년과 1948년에 각각 동명

이인이 입북했을 가능성도 있다.

33) 북한에서의 근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재북 소련계 조선인 여성의 실상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증언과 회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34) 소련계가 쓴 용어를 채용하였다. 극동·원동·원동변강(邊疆) 모두 같은 뜻이다.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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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무르 주 2

232 92%연해주 229

미상36) 1

합계 252 100%

출처: ‘소련계 표’ ①을 재구성.

분석 결과, 252명 중 229명(91%)이 연해주에서 태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소련계는 자신의 출생지를 고향으로 여겼을 것이다. 소련을 고향·조국으

로 여긴 이들의 집단적 심성은 북한 건국 시점에 밝힌 향후 거취 의사에

서도 확인된다. 입북 이전부터 조선을 고향으로 여겼다고 증언한 소련계

도 더러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증언 시점의 생각을 과거로 소급하여 회

고한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이 낮다. 이들은 1937년 강제이주 되기 전까

지 원동에서 청년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소련계의 성장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20~30년대 원동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원동 거주 소련계 조선인의 물질적 풍

요와 사회적 위신은 점차 개선되었다. 1922년 10월 일본군이 물러나면서

원동에 소비에트 질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1927년 12월 제15차 소련

공산당 당대회에서 농업집단화라는 화두가 제기된 이래 소련계 조선인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유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였다.37) 이들은 전반

적으로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정비하였다.

한편 소련계의 부모 세대 가운데 일부는 노령(露領)에서 조선의 생활양

식·언어·의례 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38) 예컨대 민족교육

과 관련해서 1929년 5월의 시점에 원동에는 중등 조선교육 기관 30여

35) 조금송(趙今松, ?~?)의 출생지는 이북지역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다.

36) 남일의 부인인 박애현의 고향은 알 수 없다. 이정식은 그녀의 고향을 레닌그라

드라고 하였다. Chong-Sik Lee and Ki-Wan Oh, 1968, 앞의 논문, 284쪽. 반면

고려인유가족후원회는 연해주 태생이라고 하였다. 김국후, 2013, 앞의 책, 295쪽.

37) 소련공산당의 정식 명칭은 전연방(볼셰비키)공산당이었다. ‘소련공산당’이란 명칭

은 1952년 제19차 당대회 때부터 채택되었다. 기광서, 1998, 앞의 논문, 108쪽.

38) 정상진, 2005, 앞의 책, 11~13쪽; 장학봉 구술, 김주원 엮음, 앞의 책, 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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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초등 조선교육 기관 200여 개가 운영됐고,39) 1930년대 들어서도 제

도적 개선이 지속되었다. 소련당국은 대일(對日)관계의 안정을 목표로

소련계 조선인을 주시하였다.40)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련계는 소련공민

으로서 성장하는 한편, 조선의 민족문화도 어느 정도 습득하였다. 언어생

활과 관련해서 소련계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조선교육 기관에서 노어와

한국어를 익혔지만, 거주지에 따라 일부는 노어를 기본 언어로 구사했고,

다른 일부는 한국어·노어·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도 하였다.41)

1937년 8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 결의에 따라 원

동에 거주하는 모든 소련계 조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 하였다. 이 결정은 1930년대 중반 소련 전역에서 전개된 대숙

청의 일환이자 원동에서 현상유지를 목표한 소련의 대일관·민족관·안보

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내려진 것이었다.42) 당시 소련계 조선인은

원동 이외의 지역에도 거주했지만, 17만여 명이라는 원동 거주 소련계

조선인의 숫자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43)

1937년 9월부터 1938년 초까지 원동 거주 소련계 조선인은 우즈베키스

39) 와다 하루키, 1989,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7〉, 서대숙, 이서구 옮

김, 앞의 책, 50~59쪽; 바로 이전 시기에 관해서는, 이경숙, 2011, 〈블라디보스토

크 한인학교의 변동〉, 《정신문화연구》 34(1), 27~37쪽.

40) 1920~30년대 소련의 민족정책에 관해서는, Terry Martin, 2001,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41) 1945~1946년 연해주군관구 정치국장으로 근무한 깔라쉬니꼬프는 강용구(강 미하

일) 소좌, 박길룡(박 발렌찐) 대위, 최철환(최 드미뜨리) 상위가 한국어와 중국어

를 완벽히 구사했다고 회고하였다. K. F. Kalashnikov, 1981, Pravo vesti za
soboy, Voyenizdat, 226쪽. D.V. Shin, B.D. Pak, V.V. Tsoy, 2011, 앞의 책, 88쪽.

깔라쉬니꼬프의 약력에 관해서는, 김광운, 2003, 앞의 책, 870쪽.

42) 레오날드 샤피로, 양흥모 옮김, 1982, 《소련공산당사》, 문학예술사, 446~457쪽;

Jonathan Haslam, 1992, The Soviet Union and the Threat from the East,
1933-41,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김 예

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김명호 옮김, 1994, 《스딸린체제의 한인 강제 이

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97~98쪽.

43) 강제이주 직전 소련당국은 1932년도 자료를 이용해 원동에 거주하는 조선인·중

국인의 숫자를 조사하였다. 자료상으로 1932년도 당시 연해주 거주 소련계 조선

인은 약 88,000명, 중국인은 약 21,000명이었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이재

훈 옮김, 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23, 선인,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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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 2차 분류 명수 합계 비율

이주

이주 69

106 88%

학교 이주 13

유학 중 이주 1

졸업 후 이주 3

전역 후 이주 2

미상 18

비(非)이주 소련군 복무 5 5 5%

미상 9 9 7%

합계 120 100%

<표 4>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이주형태(120명)

탄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고, 당국이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낯선

곳에서 다시 삶을 일궈야하였다. 장학봉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소련계

조선인들은 “왜 우리를 강제로 이주시키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항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44) 소련계 대다수가 이 비극적인 이주

행렬 안에 있었다. 후일 소련계가 보인 수동적인 면모는 일정 부분 유

년·청년기 때 경험한 국가폭력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출처: ‘소련계 표’ ①을 재구성.

<표 4>는 120명의 이주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2차 분류’ 가운데 ‘학교

이주’는 원동의 조선교육 기관이 중앙아시아로 옮겨감에 따라 학교와 함

께 이주한 형태이고,45) ‘미상’은 분명히 이주했으나 그 형태를 알 수 없

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원동이나 소련의 다른 지역에서 개인적 사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은 106명

(88%), 노농적군(이하 소련군)으로 복무하며 강제이주를 피한 사람은 5

명(5%), 얼마간의 전기 정보는 남아있으나 정황상으로도 이주했는지의

44) 장학봉 구술, 김주원 엮음, 앞의 책, 13쪽.

45) 이 학교는 강제이주 이후 ‘특별민족학교’로 분류되었고, 카자흐스탄당국의 1938

년 5월 16일자 결정에 의해 “러시아어 혹은 카자흐어로 수업하는 일반소비에트학

교”로 재편되었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한희정 옮김, 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24, 선인, 157~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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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 명수 합계 비율

초급중학교 미상 2 2 2%

고급중학교 우즈베키스탄 1 1 1%

군사학교
레닌그라드 2

3 3%
미상 1

공업대학
우즈베키스탄 1

2 2%
하바롭스크 1

당 학교 및 공산대학

레닌그라드 1

11 10%
카자흐스탄 1

우즈베키스탄 1

하바롭스크 8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

모스크바 2

11 10%우즈베키스탄 3

미상 6

사범전문

노보시비르스크 1

8 7%우수리스크 4

하바롭스크 3

사범대학

레닌그라드 2

46 42%

블라디보스토크 6

옴스크 1

우즈베키스탄 18

카자흐스탄 18

미상 1

대학 동경 1 23 21%

<표 5>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최종학력(109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9명이었다. 이를 통해 군에 복무했던 소

수를 제외한 소련계가 강제이주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계 대다수는 원동에서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전문학교나 사범대학을

마친 후, 하급 당·정 기관, 대학, 집단농장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소련계 조선인이 사범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할 기회

를 갖기 힘들었다는 회고를 참고할 때, 1940년대 소련사회에서 소수민족

에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시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46) 한편 선행 연구

는 소련계의 학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5>는 109명의 입

북 전 최종학력을 도표화한 것이다.

46) 안드레이 랑코프, 1992, 앞의 논문, 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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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그라드 3

모스크바 3

블라디보스토크 3

우즈베키스탄 7

카자흐스탄 2

톰스크 1

미상 3

항공학교 페름 1 1 1%

의과대학 이르쿠츠크 1 1 1%

합계 109 100%

1차 분류 2차 분류 명수 합계 대표적 인물

교육 고중 이하 교원 58 65 김승화: 1915년생, 우즈베키스

<표 6> 재북 소련계 조선인 입북 전 경력·전공(117명)

출처: ‘소련계 표’ ①을 재구성.

<표 5>에서 중앙아시아 소재 ‘대학’은 사범대학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

대학을 나온 이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회고한 반면, “대학”을 졸업

했다고 술회한 이는 대학의 정확한 명칭이나 소재를 언급히지 않은 경우

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이는 소수였

다.47) 분석 결과, 10년제 고급중학교(이하 고중)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이

3명(3%), 군사학교를 나온 직업군인 3명(3%), 공업대학 졸업자 2명(2%),

당 학교나 공산대학을 나온 사람 11명(10%),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 사

람 11명(10%), 사범전문과 사범대학 졸업자 54명(49%), 대학 졸업자 23

명(21%), 의과대학과 항공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2명(2%)이었다. 전반

적으로 학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계의 입북 전 경력·전공 및 이와 관련해서 입북 이후

활약한 대표적 인물을 <표 6>에 정리하였다. 경력·전공 정보 또한 소련

계의 행보를 해당 정보와 관련지어 파악케 해주는 유용성을 제공한다.

47) 소련계 80여 명의 경력에 관해서는, 장학봉 엮음, 200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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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상 교원 7

탄국립대학 역사학과 교수 역

임, 입북 이후 중앙당학교장

역임.

전공

이공
공학48) 10

63

전동인: 1912년생,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사범대학에서 도

서관리학을 전공, 입북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리학부

장으로 근무.

이학49) 16

어문
어문50) 15

역사 11

기타51) 11

당·정

정부 기관 46

65

엄승렬: 1908년생, 우즈베키스

탄 시 계획위원회 과장, 입북

이후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

원장 역임.

집단농장·국영농장 19

군

3년 미만 복무 10

37

최종학: 1908년생, 1940년부터

소련군 복무, 입북 이후 인민

군 제2사단 부사단장 겸 정치

부장 역임.

3년 이상 복무 22

미상 5

출처: 임은, 1982, 《(북한)김일성왕조 비사》, 한국양서; Kim G.N., Men D.V., 1995,

Istoriya i Kul'tura Koreytsev Kazakhstana, Gylym; Tsoy Bronya, 2003,

Entsiklopediya koreytsev Rossii, RAYEN.;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

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

료》 1, 선인;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

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117명은 강제이주 전후 당·정·군 및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일부는

분야를 넘나들며 근무하기도 하였다. 117명 중 고중 이하 중등교육 기관

에서 교원·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58명,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기

48) 공학(1), 기계(3), 기차(1), 동역학(1), 비행(1), 자동차(2), 전기(1).

49) 농학(2), 생물학(1), 수학(13).

50) 어문학(14), 중국어(1).

51) 경제(2), 문헌(1), 편집(1), 법학(4), 의학(1), 지리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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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7명이었다. 이밖에 거주지의 하급 당·정 기관이나

집단농장·국영농장에 근무한 사람은 65명,52) 소련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

는 사람은 37명이었다. 자료상으로 확인된 소련계 중 노력 전선에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8명이었다.53)

‘대표적 인물’과 같이 소련계는 대개 입북 이전 경력·전공과 유관한 분

야에서 활약하였다. 예컨대 박창옥은 1939~1940년 카자흐스탄 소재 고중

에서 어문학 교원으로 근무했고, 1940년대 초에는 군(郡) 당 위원회 선전

선동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소련군에 징집돼 모스크바 근교의 정찰

학교에서 훈련받은 후, 공작원의 신분으로 만주·조선 등지에 파견됐다.

입북한 후에는 선전선동 부문에서 중책을 맡았다.

소련계의 삶의 궤적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해주나 인근 지역의 빈한

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대다수가 중·상급교육 기관에서 공부하였다. 일부

는 연해주 시기부터 거주지의 하급 당·정 기관에서 정치·행정 분야의 경

험을 쌓았다. 이후 강제이주라는 국가폭력을 겪었다. 2차 대전기에는 노

력 전선이나 소련군, 거주지의 하급 당·정 기관에서 근무하였다.54) 아울

러 거의 모두가 입북 직전을 기점으로 소련공산당 당원·후보당원 또는

전연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VLKSM)의 맹원(공청원)이었다. 소련 당적

은 이들을 다른 한인 공산주의자와 뚜렷하게 구별하는 요소였다.

소련계는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했고, 사회주의국가의 하급 기관을

운용하는 데 익숙했으나 민족운동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었다. 김승빈의

경우처럼 항일빨치산 경력이 있는 소련계는 드물었다. 또한 이들은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했고, 그곳에서 7년 넘게

52) 집단농장·국영농장의 구분에 관해서는, 이광규·전경수, 1992, 《재소한인》, 집문

당, 130~134쪽.

53) 노력 전선이란 생산의 영역에 군대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그 기원은 1920년

대 초 트로츠키가 제창한 ‘노동군’ 개념으로 올라간다. 소련은 2차 대전 중, 각 지

역 군사위원회를 통해 소련군에 징집되지 않은 소수민족을 동원하여 석탄갱도나

건설현장 등지에서 노역을 시켰다. 노동군 개념에 관해서는, 레온 트로츠키, 노승

영 옮김, 2009, 《트로츠키: 테러리즘과 공산주의》, 프레시안북, 216~226쪽.

54) 2차 대전에 참전한 소련계 조선인에 관해서는, D.V. Shin, B.D. Pak, V.V.

Tsoy, 2011,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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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 소련공민이었다. 따라서 입북 이전 삶의 형태 및 파견 요원이라

는 동일한 처지에서 비롯된 심리적 유대감은 어느 정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정치적 연대의 경험이나 계기, 상호간에 횡적 인지(認

知) 수준은 실로 부족하였다. 이후 소련계는 소련·북한당국의 요구에 따

라 거주지에서 차출돼 시기를 달리하며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2. 소련의 대한정책과 선별적·순차적 파견

1945년 2월 얄타(Yalta)에서 맺은 합의에 따라 소련은 유럽 전선 종전

3개월 후인 8월 대일전(對日戰)을 개시해 9월 이전 이북지역을 석권하였

다. 대외관계에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존중하는 레닌주의 원칙을 표명

한 소련은 식민지 처리를 두고 미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

다.55) 따라서 소련은 이북지역에서 직접통치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

한정책의 기본 틀을 미국과의 협상을 한 축으로,56) 한인 공산주의자의

건국사업에 대한 지원을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고 점령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양국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의 결렬을 기점으로 점령지에

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57)

한편 소련은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제25군 사령부 및 민정기관-이북

지역 각지에 설치된 경무·위수사령부를 통해 대한정책을 지시하였다. 대

55) ‘스탈린 시대’ 소련의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황동하, 2002, 〈소련 역사 속의 “스

탈린 시대”〉, 《서양사학연구》 7, 89~122쪽; 노경덕, 2012, 〈스탈린 시대 소련

의 대외 관계, 1926-1953〉, 《슬라브학보》 27, 127~156쪽; 국익과 안보 개념에

기반 하여 1940년대 중·소 관계를 살핀 논저로는, Sergei Goncharov et al. 1995,

Uncertain Partn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션즈화(沈志華), 김동길 옮김,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선인.

56)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대립을 조장코자 하였다. 하지만 1947년 중순 ‘마셜 계획’에

참여를 거부한 시점부터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년 9월 코민포

름(공산당정보국)을 창설하였다. 이완종, 2014, 《이념의 제국》, 선인, 237~252쪽.

57) 김성보, 2015, 〈1946년 여름 슈티코프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 토대 형성〉, 《역

사비평》 112, 48~69쪽. 제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국의 신속한 입장 정리에

관해서는, 정용욱, 2003, 앞의 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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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직전 제1극동전선군은 예하 제25군에게 한반도 이북지역으로 진출

하라는 임무를 하달하였다. 제25군 사령부는 북한 진주 이후 대민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0월 3일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58) 이 기구는

1947년 5월 주북한소련민정국(이하 민정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렇듯

제25군은 점령군으로서 1948년 12월까지 북한에 주둔하며 소련의 대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는 물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아울러 소련은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독일, 동구제국(폴란드, 체코슬

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만주, 북한 등지에 각 지역 출신 ‘민족요원’을 파견해 해당

지역의 국가건설과 점령통치를 보조하였다.59) 이는 1920~30년대 소련의

지도하에 ‘혁명’을 두고자 소련에서 훈련받은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의 연

장이었다.60) 북한의 경우에는 친소적(親蘇的)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한

인 공산주의자들의 건국사업을 지원코자 했고, 이에 따라 소련계가 파견

되었다.61) 소련계는 시기마다 파견의 이유와 성격이 조금씩 달랐다.62)

1945년 입북한 소련계는 모두 소련당국의 필요에 의해 동원된 이들로,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작원과 대일전 참전자는 소련

의 대일전 과정에서 기용된 이들로, 주요 임무는 전쟁 수행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해방 직후부터 1945년 12월까지 파견된 이들이다. 여름

과 가을에 소수의 군인을 비롯해 교원·문인이, 겨울에 관료·당료가 대거

58) 이 기구의 설치 목적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활 기

반을 조성하여 조선인민 자신의 국가권력 수립에 방조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Za mir na zemle Korei (vospominaniya i stat'i), 15~16쪽. 기광서,

1998, 앞의 논문, 134쪽.

59) 안드레이 랑코프, 1992, 앞의 논문, 543~544쪽; Stephen Kotkin and Charles K.

Armstrong, 2005, 앞의 책, 114쪽.

60) 왕밍(王明, 1904~1974)이 대표적이다. 그는 1920년대 모스크바에 유학했고 1937

년까지 코민테른 주재 중국공산당 대표였다.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 황동

하 옮김, 2009, 《코민테른》, 서해문집.

61) 1996년 여름, 박영빈은 정창현과의 면담에서 입북의 성격을 “소련공산당에서 ‘조

선 사람이니까 조선을 복구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한 것”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정

창현, 2011,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선인, 191쪽.

62) 선행 연구 및 1차 자료에 기록된 입북년도가 상충된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

한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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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입북 입북 이후 경력 비고

김창수 1913 미상 당 중앙위원회 통신부장 초대 대남연락과장

朴昌玉 1911 1945 북로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韓一武 1908 1945 해군 부상

<표 7> 공작 중 해방을 맞이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3명)

입북하였다. 점령 초기의 혼란을 불식하고, 점령군의 통치를 보좌하는 것

이 주요 임무였다. 대다수가 입북 직후 평양의 제25군 정치부 산하 제7

국(선전선동국)을 거쳐 1946년 봄부터 이북지역 각지의 경무·위수사령부,

인민위원회, 교육 기관 등에서 근무하였다.

출처: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소련은 2차 대전 중 소수민족을 선발해 모스크바 근교의 정찰학교에서

훈련시킨 후 적지나 변경에 파견하였다. 소련계 조선인 공작원의 주요

임무는 조선이나 국경지역에서 정보수집 및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

다. 소련의 각 전선군 또한 자체적으로 공작원을 운용하였다. 이들은 해

방 이후 어느 시점에 입북했고, 북한당국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에 배

치되었다.63) 예컨대 공작원 중 가장 늦게 입북한 김동수는 연해주 태생

으로 1937~1942년 타슈켄트에서 군 당 위원회 제2비서를 역임하였다. 이

후 모스크바 정찰학교를 거쳐, 1944년 말엽 서울에 파견돼 6·25전쟁 발

발 직전까지 공작하다가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북한의 내무성 계통

에서 근무하다가 1960년 초 소련으로 돌아갔다.64)

중앙아시아 소련계 조선인은 적성(敵性)민족으로 분류돼 2차 대전이 끝

63) 김동수, 김성훈, 金元吉, 김찬, 李學龍 등도 포함된다. 한편 김용범과 그의 부인

박정애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64) 동명이인 김동수(Kim Dong Soo)는 일본 동경 아오야마대학을 졸업했고,

1947~1948년 사이 입북해 평양학원 부원장(Deputy commander)으로 근무하며 학

교에서 사용되는 노어 교재를 번역하였다. USAFIK, G-2, G-2 Weekly
Summary, No.143(1948.6.4.~6.1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1989, 《주한미

군북한정보요약》 3,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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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입대 입북 입북 전 소련군 계급 입북 이후 경력

鄭律 1918 1945 1945 해병대 특무상사(starshina)
북조선문학예술총동

맹 부위원장

崔鐘學 1908 1940 1945 대위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 찌혼

루끼치67)
1904 1941 1945

근위하사(gvardii

mladshiy serzhant)
평양 제6고중 교감

崔表德 1905 1925 1948 중좌 인민군 탱크사령관

<표 8> 대일전에 참가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4명)

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소련군에 복무할 수 없었다.65) 하지만 소수는 청

원이나 개명(改名)을 통해 소련군에 징집되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에 거

주하는 소련계 조선인은 거주지나 전선에서 복무하였다. 결과적으로 소

련계 일부는 2차 대전과 대일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66)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대일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소련계 가운데 1945년을 기점으로 최표

덕이 가장 오래 소련군에 복무했고, 가장 늦게 입북하였다. 리철준, 최표

덕을 제외한 이들 대일전 참전 소련계는 거의 모두가 1945년 입북하였

다. 이후 소련군 계통에서 통·번역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인민군의 창설

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률이나 최 찌혼 루끼치처럼 문화·교육 계통

65) 심헌용, 2008, 〈중앙아시아 한인의 현지 정착과 사회적 지위〉,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 7, 국사편찬위원회, 219~225쪽; D.V. Shin,

B.D. Pak, V.V. Tsoy, 2011, 앞의 책, 612쪽.

66) 김승빈, 박일무, 리 블라지미르, 리철준, 최 왈렌친, 최흥국 등도 포함된다.

67) 최 찌혼 루키치(T. L. Tsoy, 1904~?)는 1941년 오데사에서 징집된 후, 근위하사

의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베를린 등

동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가하였다. 대일전에 참가한 이후 1945년 입북

했으나, 《조선신문》 및 평양 고중에서 수학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확인된

다. 1957~1958년 사이 소련으로 귀환하였다. 〈최 찌혼 루키치〉; D.V. Shin,

B.D. Pak, V.V. Tsoy, 2011, 앞의 책, 565~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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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구분 입북 전 경력 입북 이후 경력

강용구 1910 군인 소련군 소좌 《조선신문》 부주필

高熙萬 1909 행정 스페인 내전 참가70) 산업·공업 계통 통역관, 지배인

金世一 1912 문인 소설가 《조선신문》 기자

김철운 1904 행정 동경제대 졸업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南鳳植 1910 문인 집단농장 문화일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朴泰燮 1915 문인 문필가 박헌영 비서

吳基燦 1904 군인 소련군 대위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유성훈 1906 문인 교장 제25군 출판편찬 지도

田東赫 1910 문인 시인 《조선신문》 기자

태성수 1908 문인 미상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당기관지 주필

<표 9> 1945년 8·9월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10명)

에서 근무한 이들도 있었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오전 0시를 기해 대일선전포고를 발포하고, 서·

북·동 세 방향에서 재만(在滿) 관동군을 공격하였다. 이후 소련군은 이북

지역을 석권했고, 제25군 사령관 치스쨔꼬프(I . M . Chistyakov)가 8월 26

일 평양에 도착하였다.68) 8월 말과 9월에는 일군의 소련계가 순차적으로

입북하였다.69) 대다수가 민간인 신분의 문필가·행정가였다. 일부를 <표

9>에 정리하였다.

출처: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표 9>의 소련계는 1945년 7~8월 거주지에서 징집 명령을 받고 당국의

심사를 거쳐 파견되었다. 면접에는 지역 당 간부, 내무기관원, 모스크바

및 제25군에서 파견된 군인과 정치위원 등이 배석하였다.71) 소련계는

68) I. M. Chistyakov, 1975, 앞의 책, 303쪽.

69) 이밖에도 같은 시기 金成和(華), 金元鳳, 金燦, 김학천, 남세명, 朴基鎬, 박병섭,

박 알렉세이, 박일무, 안일, 嚴承烈, 李奉吉, 李輝俊, 林河, 장남익, 장 보리스, 趙

基天, 조영철, 崔鐘學, 최철환, 최홍극(소련군 대위), 황성복 등이 입북하였다.

70) 소련은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를 비밀리에 지원하였다. 당시 고희만은 국제여

단 소속으로 전투기를 조종했을 것이다. 〈고희만〉; 앤터니 비버, 김원중 옮김,

2013, 《스페인 내전》, 교양인, 342~343쪽.

71) 안드레이 랑코프, 1992, 앞의 논문, 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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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鳳律 1917 1942 비당원 미상 포병부사령관

文日 1912 미상 비당원 중앙위원회 김일성 비서

朴吉南 1911 1938 비당원 대위 인민군 공병국장

兪成哲 1917 1941 공청원 상등병 인민군 작전국장

李東華 1901 1941 당원 소좌 인민군 군의국장

李宗仁 1917 미상 공청원 상등병 인민군 사단장

李靑松 1912 미상 당원 특무상사 인민군 군단장

全學俊 1917 미상 비당원 상사(starshiy serzhant) 인민군 정찰국장

鄭學俊 1920 미상 공청원 상등병 미상

崔興國 1914 미상 비당원 중사 미상

<표 10> 원산항으로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10명)

“이력, 조선에 대한 지식, 한국어 능력 등”에 관한 면접을 본 후, 당일을

기해 열차를 타고 원동 연해주로 이동해 제25군에 배속되었다.72) 이후

1945년 8월 29일, 제25군 정치부 제7국 소속 강용구(강 미하일) 소좌가

소련계 27명을 인솔해 입북하였다. 9월 초에도 20여 명으로 구성된 소련

계 집단이 연해주군관구 사령부가 위치한 보로실로프(Voroshilov, 현 우

수리스크)에서 수속을 마친 뒤, 훈춘, 길림 등지를 거쳐 입북하였다.

출처: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1945년 9월 19일에는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비롯해 제88독립보병여단

대원들이 원산항에 도착하였다.73) 이때 입북한 소련계 일부를 <표 10>

72) 김국후, 2013, 앞의 책, 35쪽.

73) 제88독립보병여단(88-ya otdel'naya strelkovaya brigada)은 극동전선군(DVF)
사령관 아빠나센꼬(I . R. Apanasenko) 대장의 1942년 7월 16일자 명령에 의해 창

설됐고, 소·만 국경에서의 정찰이 주요 임무였다.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

소, 문서군 2, 목록 19121, 문서철 2, 14~15쪽; 임은, 1982, 앞의 책, 116~117쪽; 기

광서, 1998,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현실》 28, 254~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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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尙昊 1909 군인 소련군 소위 제40사단 정치부 상급지도원

金丹 1912 교원 집단농장 문화부장 웅기시 위수사령부 책임통역관

金日 1920 교원 교원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朴吉龍 1919 미상 교원, 당 조직원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

<표 11> 1945년 가을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10명)

에 정리하였다.74) 시 경무사령관 꾸추모프(V. I . Kuchumov)와 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계덕, 부위원장 태성수, 보안부장 박병섭, 교육부 차장

정률, 시 당 조직부장 한일무 등이 대원들을 맞이하였다.75) 88여단 출신

소련계는 대개 이후 조선인민군의 예하 부서·제대의 장을 역임하였다.

1945년 가을과 겨울에 각각 50~60여 명으로 이뤄진 일군의 소련계가 잇

달아 평양에 도착하였다.76) 이북지역에 “부르주아민주주의권력을 수립하

는 데 협력”하라는 스탈린의 동년 9월 20일자 훈령이 이들의 동원에 영

향을 끼쳤다. 이 훈령은 이북지역 민족주의자를 견인하고, 소련의 직접적

개입을 삼가는 대신 각지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지도·통제를 강

령으로 하였다. 따라서 점령군은 한인 정치세력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통

역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때 동원된 소련계의 기본 임무는 훈령의 노선

대로 평양을 비롯한 이북지역 각지의 인민위원회와 소련군을 매개하는

한편, 장차 전개될 각종 ‘민주개혁’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이었다.

74) 이밖에도 김 빠베르, 김 아나똘리, 김 알렉세이, 김창국, 김청암, 김파 등이 같이

입북한 것으로 여겨진다.

75) 정률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강기덕(康基德)으로 기억하였다. 정상진,

2005, 앞의 책, 36쪽.

76) 1945년 가을에 들어온 소련계의 정확한 인원과 입북 시점은 알 수 없다. 임은은

이들 53명이 11월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12월 중순경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임은, 1982, 앞의 책, 150쪽. 한편 이상일은 53명이 11월 중순에 도착했다고 하였

고, 김국후는 56명이 10월 초순 입북했다고 하였다. 이상일, 1997, 앞의 논문, 60

쪽; 김국후, 2013, 앞의 책, 38쪽. 1945년 겨울에 들어온 소련계의 정확한 인원과

입북 시점도 알 수 없다. 임은은 이들이 12월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임은, 1982,

앞의 책, 150쪽. 한편 이상일은 12월 초순이라고만 밝혔고, 김국후는 60여 명이

12월 중순 입북했다고 하였다. 이상일, 1997, 앞의 논문, 60~61쪽; 김국후, 2013,

앞의 책, 43~46쪽. 박병엽은 1945년 겨울에 입북한 소련계가 12월 14~15일경에

들어왔다고 증언하였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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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永斌 1907 교원 교장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朴泰俊 미상 교원 교원 《조선신문》 교정원

장학봉 1917 교원 집단농장 문화부장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鄭國祿 1916 교원 교장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千律 1914 교원 교원 제25군 정치부 통역관

千義玩 1919 교원 교원 포병총고문 통역관

성명 생년 구분 입북 전 경력 입북 이후 경력

寄石福 1913 문인 교장 문화선전성 부상

金烈 1918 행정 우즈벡 행정 기관 근무 내각 업무국장

金永洙 1917 미상 미상 수산성 부상

金宰旭 1909 행정 우즈벡 주 당 위원회 근무 농림성 부상

金澤泳 1912 법조 미상 사법성 부상

朴義玩 1917 행정 카자흐 시 당 위원회 근무 교통성 부상

<표 12> 1945년 겨울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10명)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1945년 가을에 입북한 소련계는 주로 교원

이었다.77) 1945년 11월, 소련 국방인민위원부가 제25군 사령부 내에 ‘민

정담당부사령관직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정기관 안에 각종 분과가 설치됐

고, 비로소 이북지역 소련군 위수사령부와 각급 인민위원회 간에 지도·

협력관계가 체계화된 이른바 ‘민정체계’가 수립됐다. 하지만 소련 당국은

여전히 이북지역 여섯 개 도의 행정을 통솔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통역

에 능숙한 교원이 주로 선발·파견되었다.

1945년 겨울에 입북한 소련계는 교원과 함께 하급 당·정 기관에서 근무

했거나, 공청·농장·학교 등지에서 간부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78)

77) 이밖에도 같은 시기 金東哲, 金哲友, 김영활, 김춘일, 朴椿, 박형식, 서춘식, 송원

석, 오학선, 유성걸, 윤성복, 李春白, 임효범, 韓成泉, 許學哲, 현히안 등이 입북하

였다. 천율과 천의완은 형제였다. 1945년 8월 말 입북한 유성훈과 동년 9월 19일

입북한 유성철 또한 형제였다.

78) 이밖에도 같은 시기 金基石, 송예현, 兪道勝 등이 입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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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昌植 1905 행정 집단농장 근무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준 미상 미상 미상 내각 사무국장

安東洙 1920 미상 미상 《조선인민군》 주필

許哥而 1908 행정 우즈벡 주 당 위원회 비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성명 생년 구분 입북 전 경력 입북 이후 경력

金承化 1915 행정 시 당 위원회 부부장 내각 건설상

金學仁 1913 행정 시 검찰소 예심원 재정성 부상

南日 1913 교원 교원 교육성 부상

남학룡 1913 행정 토서철도(Turksib) 관리국장 교통성 부상

朴一 1910 교원 미상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方學世 1914 행정 주 책임검사 내무성 부상

蔡奎亨 1915 행정 미상 검찰소 부소장

千治億 1912 행정 주 자동차총관리국 국장 교통성 부상

<표 13> 1946년 늦여름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10명)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이들은 소련계 중에서도 북한의 당·정에서 고위직을 맡았다. 하지만 후

일 당 비서를 역임한 허가이(A. I . Khegay, 1908~1953)와는 달리, 대다수

는 부상 이하의 직책을 맡았다. 이밖에도 정확한 시기를 획정할 수 없지

만, 고성운, 김만석(김두환), 김봉수, 김성률, 김 알렉산드르, 김영수, 김

일, 金春三, 김태건, 마가이 표도르, 박세봉, 박영국, 朴昌玉, 박창원, 신도

준, 양만석, 원성철, 유도순, 이춘백, 장명진, 장철, 정태국, 주청준, 최학

일, 한세경, 허금산 등이 해방 이후 1945년 한 해 동안 입북하였다.

1946~1948년 소련계의 파견은 북한당국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의 민간행정에 대한 지도”를 총괄

하는 연해주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쉬띄꼬프(T. F . Shtykov,

1907~1964)의 요청을 통해 기술자·전문가의 파견을 요구하였다. 같은 시

기 전역하고 나서 또는 소련 국가기관 소속으로 개별 입북한 이들도 있

었다. 1946년 늦여름에 입북한 37명 중 일부를 <표 1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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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彬 1912 행정 집단농장 경리단장 신의주교육대학 학장

許翼 1911 교원 사범대학 교원 원산교육대학 학장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

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

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가 무기한 휴회하면서 소련은 미국과의 타

협·협상보다는 이북지역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건국사업 보조에 무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립 가능한

정치·군사·경제적 토대”를 원한 김일성의 의도에도 부합하였다.79) 이어 7

월 초 조선공산당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전후해 이북지역에서는 중

요산업 국유화와 인민위원회 선거 등 ‘민주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946년 8월, 북한당국은 기업소·교통·은행 등 산업 분야의 국유화를 추

진하고자 했으나, 이를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했다. 북한당국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기술자를 확보하고자 했고,80) 소련에도 요청

을 전달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946년 9월 10일 37명의 “조선인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81)

이에 앞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946년 5월 22일 우즈베키

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조선민족 출신”의 당원(공청원)을 각각 100명씩

선발하여 “한 달 반 이내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82) 이들을 선발하

고자 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토착 민족간부 양성과 관련이 깊

79) 김성보, 2015, 앞의 논문, 57쪽.

80) 〈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시행에 관한 건〉,

《사료집》 5, 176~179쪽.

81)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국적의 조선인 전문가들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파견에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8, 137쪽. 명단은 같은 문서철 142쪽. 《북한 문제》, 30~32쪽.

82) 〈조선에서의 사업을 위해 조선민족 출신의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청년동맹원을

선발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

서철 38, 75~76쪽. 《북한 문제》,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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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입북 입북 전 경력 입북 이후 경력

김일순 1920 1947 미상 정치대학 교수

<표 14> 1947·48년 입북한 재북 소련계 조선인(8명)

었을 것이다.83) 비슷한 시기 소련은 단기 강습을 제공하는 정치학교를

설립해 “소련에 우호적인 조선 간부”를 확충하려고 하였다.84) 소련의 입

장에서 북한의 민족간부 부족은 속히 풀어야 할 과제였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로부터 명령을 받은 두 연방공화국 공산당은 즉각 예하 시·주

(州) 당 위원회에 적합한 소련계 조선인을 선발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

시하였다. 1차로 선발된 사람은 각 연방공화국 공산당 인사과의 심사를

받은 후,85) 모스크바에서 최종 심사를 받았다.86) 이때 발탁된 일부가 우

즈베키스탄에서 선발된 이들과 함께 1946년 늦여름에 입북하였다.87) 이

밖에도 정확한 시기를 획정할 수 없지만, 김광현, 김동윤, 김동학, 김성

훈, 김송남, 김 알렉산드르, 김영철, 김호, 朴德煥, 박애현, 朴英, 박원국,

朴一英, 박창선, 신천택, 안창석, 李東建, 李勇碩, 전승철, 鄭哲祐, 정태성,

지석진, 황호림 등이 1946년 한 해 동안 입북하였다.

83) 1960년대 초반 주북 소련대사는 소련계 일부가 요직에 배치된 이유를 해방 직후

이북지역에 “유능한 (민족)간부가 부족했다”는 데서 찾았다. 주북 소련대사 뿌자

노프가 소련 외무상 그로믜꼬에게 보내는 〈소련계 조선인 문제 및 유학생 소련

망명으로 인한 소·조 관계〉,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16, 문서철 4. 《대한정책 자료》 2, 179~180쪽.

84) 〈조선 민족간부 양성을 위한 단기 강습의 개설에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

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16, 문서철 262, 39쪽. 《북한 문제》, 18~20쪽.

85)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끄즬-오르다 주 당 위원회 비서 마까토프(A.
Makatov)는 카자흐스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인사과 부과장 쥴라노프

(Zhulanov)에게 1946년 6월 6일~10일 동안 세 차례 조선인 공산주의자 및 공청원

61명의 신상자료와 명단을 보냈다. 까라간다 주 당 위원회 비서 알렉싼드로프

(Aleksandrov)도 6월 12일 쥴라노프에게 조선인 공산당원 및 후보당원 10명을

파견하였다. 카자흐스탄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 문서군 708, 목록 10, 문

서철 1860, 14~19·33쪽. Kim G.N., Men D.V., 1995, 앞의 책.

86) 〈명단〉, 카자흐스탄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 문서군 708, 목록 10, 문

서철 1860, 61쪽. 우즈벡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

련계 조선인을 선발했을 것이다.

87) 이밖에도 같은 시기 金永三, 김 이노겐치, 박 니꼴라이, 박동초, 박원무, 리사남,

李文日, 張益煥, 장주익 등이 입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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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철 1921 1947 시 교육부 시학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이봉호 1920 1947 미상 함흥의과대학 교수

림용검 1920 1947 주 엠떼스(MTS) 부장 노어대학 교수

강병률 1916 1948 교장, 집단농장 경리 중앙당학교 교사

리영파 1917 1948 교원 종합기술대학 교수

명월봉 1913 1948 교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태화 1920 1948 교원 중앙당학교 교사

출전: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

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

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1947~1948년의 기간 동안 소련계는 두 차례 이상 입북하였다. <표 14>

에 일부를 정리하였다. 이 시기 입북한 소련계의 주요 임무는 노어 교수

(敎授)였다. 1946년 중반 이북지역에서는 노어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필요가 대두됐고,88) 동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평양을

포함한 총 아홉 개 시·군에 노어강습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89) 이는 해

방 이후 이북지역 각지에 개설된 임시적 단기 노어강습소를 지양하고,

정식 노어강습소를 설치·운용해 인민대중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소련의 언어·문화를 학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북한당국의 결의 이후 1946년 12월 11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은 중앙아시아에 반년 과정의 속성 노어 교원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정하

였다.90)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 노어를 가르칠 강사 양성”이 목적이었고,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소련계 조선인 가운데 노어를 유창하게

88) 1946년 9월 6일, 쉬띄꼬프는 북한에서 소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노어

교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2004, 앞의 책, 3쪽. 동년 출간

된 한 문건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조선공산당청진시위원회, 1946, 《소

련에 거주하는 조선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보고》, 조선공산당청진시위원회.

89) 〈노어강습소설치에 관한 건〉, 《사료집》 5, 668~669쪽.

90) 〈북조선 고등교육 기관과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원조 조치에 대하

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8, 140쪽.

《북한 문제》,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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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하는 이들이 영입 대상이었다. 장학금과 비품 등 과정생에게 주어질

‘물질적 공급’은 중앙아시아 소재 사범학교의 수준과 동일하였다.

소련계는 속성 과정에서 노어 교수법과 한국어 회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했고,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같이 소련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

하였다.91) 과정을 마친 후에는 졸업생과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발령을 기다렸다. 그 중 170명에 달하는 소련계와 그 가족

구성원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각 1947년 가을과 1948년

여름에 입북하였다.92) 이후 이북지역 전역으로 분산됐고,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대개 번역·검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어를 가르쳤다.

이밖에도 정확한 시기를 획정할 수 없지만 金元吉, 고봉철, 金光, 김영

철, 김우현, 김종만, 金七星, 남창섭, 박 라오니드, 朴秉律, 신태봉, 오기

홍, 오성화, 이 바실리, 이세호, 이철우, 장순희, 조해숙, 주광무, 지용수,

최한극 등이 1947년에, 강 소피야, 김기현, 김 찌모페이, 김하연, 리 비딸

리, 리 빠벨, 리죽성, 리증원, 리철준, 리학복, 문 소피야, 서용선, 서준식,

송진파,93) 신철, 李學龍(이황룡), 전동인, 전성화(전승남), 정정문, 趙今松,

채정애, 崔一, 崔表德 등이 1948년에 각각 입북하였다.

소련당국은 소련계를 엄격히 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견 사업이

소련계 조선인의 집단적 귀환 운동으로 확대되는 일을 막는 한편, 소수

를 선발해 파견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선발 기준으로는 연령,

당원 여부,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소련 각지에 거주하던 소련계 조선인들은 북한으로의 “귀국”

91) 〈최한극〉.

92)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강사 요원” 요청에 관해서는,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

관소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392, 132~133쪽. 1947년 가을 교원 34명, 가족

73명이 입북하였다. 〈북조선으로 러시아어 강사를 파견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8, 192쪽. 교원 명단은

같은 문서철 209쪽. 1948년 여름 교원 40명, 가족 23명이 입북하였다.〈러시아어

강사들을 북조선으로 파견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

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9, 26쪽. 교원과 가족 명단은 같은 문서철 30쪽. 파견

시점에 관해서는, 《레베제프 일기》, 1948년 4월 15·25일자.

93) 동명이인 송진파(손진화)가 1946년 늦여름에 입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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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희망하며 당국에 진정을 올렸으나, 대개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94)

예컨대 1948년 초 카자흐스탄의 김종욱은 “북조선 인민공화국건설 투쟁

에 소련의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유익할 것”을 이유로 들어 자신을 파견

해달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일본제국주의 타도에 참가하지 못한 것

을 큰 죄”로 여겼고, “조선민주주의 건설 사업이 한창인데 집에 있는 것

은 더욱 큰 죄”라고 보았다. 하지만 소련 외무성은 학력과 당적, 사회성

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그의 진정을 기각했다.95) 비슷한 시기 카자흐스

탄 전역에서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중국어·한국어를 구사하

는 소련공산당 당원, 후보당원 및 공청원” 소련계 조선인 400여 명이 초

도 선발됐으나, 심사를 통과한 극히 일부만이 북한으로 파견됐다.96)

소련계의 입북을 시기의 측면에서 ① 해방 이전 ② 해방 직후~1945년

③ 1946~1948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파견 주체를 기준으로 ①

과 ②는 소련당국의 필요에 의해, ③은 북한당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

다. ①과 ②에는 각각 대일전 수행 및 사회·정치적 혼란 최소화라는 의

도가 강하게 관철됐고, ③에는 당면 과업 수행에 도움을 얻기 위한 북한

당국의 요청이 주로 반영되었다. 요컨대 소련계는 모두가 소련당국에 의

해 선발·입북한 것이지만, 이들의 운용에는 1946년 늦여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의 의사가 더욱 반영되기 시작하였다.97)

94) 1946년 6월 소련계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딸듸꾸르간 주 까라불락 시 끼로프 엠

떼스(기계트랙터관리소) 소장은 쥴라노프에게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딸듸꾸르간 주, 까라불락 끼로프 엠떼스 소장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 문서군 708, 목록 10, 문서철 1860, 53쪽.

95) 〈소련에 거주하는 한인계 소련인 귀국 신청〉,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8, 문서철 17. 《대한정책 자료》 1, 270~271쪽.

96) 카자흐스탄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 문서군 708, 목록 11, 문서철 1942,

9~12·14a~30·32~37·42~55쪽.

97) 한편 1946년 6월 쉬띄꼬프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조선에서의 소미공동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올려 “한인 출신들을 철도경찰여단, 만주

와의 국경 보호를 위한 국경사단, 민족 지도간부 양성을 위해 설치할 500명 규모

의 사관학교 등에 배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T. F. Shtykov, O
rabote sovmestnoy sovetskogo amerikanskoy komissii v Koreye, 러시아연방대
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6, 목록 8, 문서함 39. 김성보, 2015, 앞의 논문,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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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 입북 말년 제1차(46.8) 제2차(48.3)

기석복 1913 45 겨울 소련 노동신문 주필(29)100)

김승화 1915 46 늦여름 소련 중앙당학교장(28)

김열 1918 45 겨울 북한 함남도당위원장(19)101) 함남도당위원장(15)

김영수 1917 45 겨울 소련 함북도당위원장(56)

김영태 1920 미상 소련 당청년사업부장(9)

김재욱 1909 45 겨울 소련 평남도당위원장(20) 평남도당위원장(13)

김찬 1905 45 8·9월 소련 중앙은행총재(6, 검) 중앙은행총재(61)

남일 1913 46 늦여름 북한 인민위교육부국장(11, 후)

박영성 미상 미상 미상 당노동부장(63)

박창식 1905 45 겨울 소련 평양시인민위부위원장(6) 평양시인민위부위원장(37)

<표 15> 재북 소련계 조선인 중앙위원(제1·2차 당대회)

二. 북한 정권 수립기의 활동과 지향

1. 건당·건국·건군 운동과 다양한 활동

북한 정권 수립기 빨치산파는 국가건설의 경험과 실무 역량이 부족했

고, 따라서 자신들이 독점할 수 없는 분야에 국내외 출신 공산주의자를

적절히 안배하여 활용하였다.98) 이때 소련계는 사회주의국가의 하급 당·

정 기관과 정규군에서의 근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전문가들(spetsialisty)

이었다. 이들은 당·정·군의 형성과 운용에 이바지했고, 1948년 소련군 철

수 이후에도 대다수가 북한에 남아 유관 분야에서 사업을 지속하였다.

소련계의 활동을 당·정·군 및 통역·교육·언론 분야로 나누어 살폈다. 특

히 1950년 2월을 기점으로 소련계 170여 명의 직책을 횡적으로 파악해

6·25 직전의 분포상을 드러냈다.99)

98) 김광운, 2003, 앞의 책, 107~112쪽.

99) 1950년 2월 23일, 북한 외무성은 주북 소련대사관에 “조선독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한 조선 출신 소련거주 조선인 174명에 대하여 조선 공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국문 자료에는 소련계 173명의 이

름과 직책이 나와 있다. 〈1950년 2월 23일 북조선 외무성에서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보낸 외교문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6,

문서함 18. 《대한정책 자료》 1, 447~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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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옥 1911 45 8·9월 북한 당선전부장(11)

방학세 1914 46 늦여름 북한 인민위내무국정보처장(52)

이동화 1901 45 9월 소련 임시인민위보건부국장(5, 검) 인민위보건부국장(49)

이휘준 1906 45 8·9월 소련 인민위간부국부국장(26)

장철 1914 45 소련 황해도당부위원장(57)

전성화 1906 45 8·9월 소련 중앙당학교장(38)

태성수 1908 45 8·9월 소련 당기관지 주필(23) 교원신문 주필(32)

한일무 1908 45 8·9월 소련 강원도당위원장(22) 강원도당위원장(21)

허가이 1908 45 겨울 북한 당조직부장(5) 당부위원장(4)

합계 8/43 16/67

비율 19% 24%

출처: Dae-Sook Suh, 1987, “Soviet Koreans and North Korea”, Dae-Sook Suh 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University of Hawaii, 111쪽, 표 2;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및 ‘소련계

표’ ①, ②를 재구성.

<표 15>는 제1·2차 북조선노동당(이하 북로당) 당대회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소련계의 생년, 입북년도, 말년, 선출시의 직책과 서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 내 소련계의 분포와 영향력을 가늠해보자. 1946년

8월 28~30일 개최된 북로당 창립대회에서 김일성의 제안으로 43명의 중

앙위원이 선출됐고,102) 이 중 소련계는 8명(19%)이었다.103) 허가이(조직

부), 박창옥(선전선동부 부부장), 박창식(농민부) 등이 부서의 장·부장으

로, 태성수(당기관지 주필), 김승화(중앙당학교 교장)가 기관장에 임명됐

다.104) 제1차 당대회의 소련계 중앙위원은 모두 1945년에 입북했고, 겨울

100) 괄호 안의 숫자는 제2차 당대회 중앙위원의 서열이며, 서열 뒤의 ‘후’는 후보위

원이란 뜻이다.

101) 괄호 안의 숫자는 제1차 당대회 중앙위원의 서열이며, 서열 뒤의 ‘검’은 검열위

원이란 뜻이다.

102)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사료집》 1, 172쪽. 중앙위원 43명의 사

회적 배경에 관해서는, 김광운, 2003, 앞의 책, 372~374쪽.

103) 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대중정당을 지향한 북로당의 성격을 반영하였다. 〈북

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사료집》 1, 101쪽; 〈북조선로동당의 강령초

안〉·〈북조선로동당 규약초안〉 《사료집》 17, 5~6·8~14쪽.

104) 서동만은 초대 중앙당학교장을 전성화(→김승화)라고 보았다. 서동만, 2005, 앞

의 책,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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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북한 이들의 서열이 높았다. 1945년 겨울부터 북한의 당 건설사업

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려고 했던 소련당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1948년 3월 27~30일 열린 제2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67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소련계는 16명(24%)이었다.105) 31일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허가이(조직부)가 부서장에 유임됐고, 박영성(노동부)이

새롭게 부서장으로 발탁됐으며, 박창옥(선전선동부)이 김창만에 이어 부

장에 임명되었다. 당기관지 주필은 기석복이 승계하였다. 1945년 8·9월과

1946년 늦여름에 입북한 이들 중 일부가 선출됐으나, 허가이를 제외한

이들의 서열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당 내에서 소련계의 비중과 집

단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106)

북한 건국 직후인 1948년 9월 24~25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는 허가이가 당 부위원장, 김열이 조직부장을 맡았다. 허가이를 위원

장, 김일성·허가이·김열·박창옥·박영성을 위원으로 하는 당 중앙 조직위

원회도 설치되었다.107) 이 위원회는 당의 인사·예산·행정을 포괄하는 광

범한 권한을 가진 기구였고, 김일성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소련계였다.

하지만 1949년 6월 24일 남·북노동당 합당 시점에서 11명의 위원 중 소

련계는 단 2명(허가이, 김열)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지도부 내에 소

련계의 위상 저하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밖에 북한 정권 수립기 소련계

는 평남도당 위원장(김재욱→박영성), 함남도당 위원장(김열→박영), 강

원도당 위원장(김찬→한일무), 부위원장(강상호),108) 평북도당 부위원장

(이휘준), 황해도당 부위원장(장철) 등 도당 간부직을 맡아 지방에서 ‘중

앙’의 지시가 관철되도록 사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북지역에 연고가 없었

105) 〈북조선 로동당 제二차 전당대회 회의록〉, 《사료집》 1, 452~456쪽.

106) 이러한 성격은 1950년대에 더욱 잘 드러났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처음

중앙위원에 선출된 박의완(9, 이하 괄호 안 서열), 박일영(16), 최종학(39), 허빈

(61)은 각각 1945년 겨울, 1946년, 1945년 8월, 1946년 늦여름 입북하였다.

10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 결정서 1948. 9. 2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회 결정집(1946. 9~1951. 11)》. 김광운, 2003, 앞의 책, 685쪽.

108) <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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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지방에서 소련계의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 내 소련계 가운데 “당박사” 허가이의 존재가 주목된다.109) 그는

1930년 모스크바 공청대회에서 원동대표, 포시예트(Pos'yet) 당 위원회

제2비서, 우즈베키스탄 하칠칙(N izhniy Chirchik) 당 위원회 제2비서를

역임하는 등 10대 때부터 당 사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당료였다.

입북 직후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회의 결정서 기초위원을 시작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만큼 당 내에서 그의 존재감은 분명하였다.

이후 그는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노동부장과 조직부장을 거쳐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1945년에 입북한 소련계 일부는 북한 정권 수립기 “당기구의 근

간”인 조직·선전 부문에서 요직을 꿰찼다. 소련계의 조직(지도)부장 독점

과 연안계의 간부부장 독점은 6·25전쟁 이후까지 이어졌다.110) 당 사업,

특히 조직 부문에서 소련계가 가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동화

(북조선분국 조직부장), 이휘준, 태성수 등은 입북 직후부터 당 조직·선

전 사업에 참여했지만, 주도성을 발휘하지는 않았다.111) 소련계는 자신들

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의제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주로 김일성

을 보조하였다. 예컨대 제2차 당대회 중앙위원 가운데 소련계는 국내계

의 “리간 행동”을 비판한 김일성에 편승하여 오기섭, 최용달 등을 전면

에서 비난하였다. 이후 분파행동을 비판 받은 최용달·이강국은 당대회

직후 각각 인민위원회 사법국장·외무국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소련계는 당 사업에서 소련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 다른

집단보다 교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1945년 말 모스크바삼상회의

109) 허가이의 차녀 리라에 따르면 허가이는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리용하여 소련

공산당 강령, 규약 및 당의 조직체계 연구, 문헌 번역, 조선공산당(로동당) 세포,

초급 당 단체, 당 그루빠, 군당, 도당, 당 중앙위원회 등을 소련공산당 체계대로

조직”했고, “당 회의 진행방법, 회의록 작성방법, 당대회, 당 사무위원회 등을 진

행하는 방법, 당 문건 처리법 등을 일일이 조직하고 정리했으며, 전체 당 일꾼들

을 교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이의 별명은 “당박사”였다. 〈허가이〉, 2쪽.

110) 이후 김열, 박영빈이 조직부장을 역임하였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182쪽.

111)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56~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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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 빨치산파와 소련당국은 조만식을 설득하지 못

했으나 그를 “반공반소분자”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허가이·박영

빈·이동화·태성수 등은 조만식을 강경하게 비판하며 지도급 인사의 확보

가 시급했던 북한당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북한 지도부 내에서 드러난 노선상의 차이는 각 집단의 입북 이전 경험

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종국에는 김일성의 지향에 부합하는 쪽으로 절충

되었다. 따라서 당 내 소련계가 다른 집단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잠정적으로 ‘소련파’라고 부를 수 있

겠다. 그러나 이 용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소련파’만의 독자적 정

치 의제나 논리 등이 자세히 규명돼야 한다.112) 현재까지 자료상으로 이

를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소련파’가 존재했을지라도, 행사 가능한 권력

은 점령군과 빨치산파의 지도·통제 수준을 결코 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기 김일성의 지향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의제가 관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는 1945년 겨울부터 ‘민주역량’의 결집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고,113)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의 관철 문제와 관련해 ‘20개조

정강’이 미·소공위 개최 직후인 1946년 3월 23일 발표되었다.114) 요컨대

소련당국이 김일성의 우세를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운데,115) 다른 분파

가 독자적 이해를 추구할 여지는 결코 크지 않았다.

112) 백학순은 ‘파벌’을 “혁명과 당-국가건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상, 정체

성, 이익을 공유하는 권력행위 그룹”으로 정의하고, 북한 정권 수립기 ‘당 건설’

분야에서 “네 개의 공산주의 파벌이 경쟁하고 연합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파벌’

개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소련파’라는 정치세력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

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백학순, 2010, 앞의 책, 36~37쪽.

113) 김일성(조공북조선분국 책임비서), 1945년 12월 17일, 〈북부조선당 공작의 착

오와 결점에 대하야〉, 《사료집》 1, 3~9쪽. 날짜의 오기(誤記)에 관해서는, 서대

숙·이완범, 2001, 《김일성 연구자료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83~91쪽;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47쪽.

114) 김일성, 1945년 3월 23일, 〈20개조정강〉. 서대숙·이완범, 2001, 앞의 책,

115~116쪽;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82~184쪽.

115) 서동만은 “소련의 방침이라는 ‘권위’ 없이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가 김

일성이 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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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류 2차 분류 명수 합계 대표 인물(직책)

행정기관

국가계획위원회 2

45

엄승렬(부위원장)

국장 이하 27 송진화(교육성 출판국장)

부상 16 방학세(내무부상)

당

시·도 당 8

20

오성화(평남도당 위원장)
시·도 인민위원회 3 박창식(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당학교 7 장주익(중앙당학교 교육부 부부장)

중앙위원회 2 허가이(부위원장)

기타116) 7 김동철(최고재판소 부소장)

합계 72

<표 16> 1950년 2월 재북 소련계 조선인 당·관료(72명)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

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

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및 ‘소련계 표’ ②를 재구성.

북한당국은 1948년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선을 두고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점령군 및 정당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김일성의 의

사가 관철되었다. 이때 소련계는 주로 부상의 자리를 맡아 수위인 상을

보필하였다. 자료상으로 한일무(민족보위부상), 공률(국가검열부상), 방학

세(내무부상), 고희만(상업부상), 김재욱(농림부상), 박의완(교통부상), 김

찬(재정부상), 남일(교육부상) 등과 함께 김동철(최고재판소 부소장), 채

규형(최고검찰소 부총장) 등이 확인된다.117) 소련계 가운데 일부는 입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거나 ‘지분’을 늘리려는 행동

을 취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118) 한편 1950년 초 북한의 권력 기구에

116) 대사관 서기(1), 비서(秘書)(3), 최고검찰소(1), 최고인민회의(1), 최고재판소(1)

등. 이북지역 검찰·법무기관에 관해서는, 〈내무 검찰 사법 기관〉, 《결산보고

서》, 129~151쪽. 북한 국가기관체계 및 간부의 변천에 관해서는, 김광운, 2003,

앞의 책, 429~434쪽.

117) 서동만은 “소련계”에 공률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는 오류이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227쪽. 공률은 적어도 1950년도까지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 2월 23일 북조선 외무성에서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보낸 외교문

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6, 문서함 18. 《대한정책

자료》 1, 447~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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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한 소련계의 숫자를 볼 때, 초대 내각에는 꽤 많은 수가 하위직

에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치억이 대표적이다. 그는 1930~1936년

모스크바 자동차도로대학을 마친 후,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전문학교 교

원을 역임하다가 알마아따(Alma Ata) 주 자동차총관리국장에 임명되었

다.119) 입북 직후부터 교통성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부상을 역임하였다.

<표 16>은 1950년 초 북한의 권력 기구에 관여한 소련계 72명의 현황

이다. 더불어 박원국(65공장 선임기사), 리철준(국립은행 부행장), 김호

(소비조합 중앙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원무(수풍발전소 기사장), 남학

룡(평강철도국장), 장철(철산종합광산 지배인)의 성명과 직책도 자료상으

로 확인 가능하다. 요컨대, 당·정에서 근무한 소련계는 주로 ‘부’의 위치

에서 실무를 보았으며, 기술자·전문가라는 ‘계’로서의 특성을 공유하였다.

북한의 무장력은 처음부터 ‘당의 군대’보다는 ‘빨치산파의 군대’로 조직

되었다.120) 이러한 북한의 건군에는 일본군, 조선의용군 출신을 비롯해

소련군 출신도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소련계 군인 대다수는 2차 대전 이

전부터 정규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었고, 일부는 대독전에도 참가하였

다. 지휘·전투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이들이었다. 김봉률(1942~, 이하 입

북 이전 소련군 복무 기간), 박길남(1934~36, 1938~), 이동화(1923~24,

1939~40, 1941~), 최표덕(1925~), 황호림(1933~) 등이 대표적이다.121)

유격전에 익숙한 빨치산파는 정규군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

고, 소련군을 본보기로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소련계를 공병·통신·탱

크 등의 부문에 배치시켜 활용하였다. 군 기구의 변천과 이에 가담한 소

118)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376~386쪽.

119) <천치억>.

120) 김광운, 2003, 앞의 책, 574~592쪽; 서동만, 2005, 앞의 책, 271쪽.

121) 황호림(A. G. Khvan, 1909~1978)은 1933년 11월 15일 소련군에 징집되었다.

1937년 레닌그라드에서 전투공병학교를 마친 후 소부대장, 소대장, 군사학교장,

연대 공병과장 등을 거쳐 1943년 대위로 진급하였다. 1945년 4~6월에는 제1벨로

루시전선군 예하 제1근위탱크군 제8근위기계화군단 제21근위기계화여단 공병지

뢰매설중대에 배속돼 베를린 함락전에 참가하였다. 1946년에 입북해 소련 군사고

문단장 스미르노프의 통역관으로 복무하다가 1948년 소련으로 귀환하였다. D.V.

Shin, B.D. Pak, V.V. Tsoy, 2011, 앞의 책, 516~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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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수 대표 인물(직책)

공군 계통 2 유성걸(비행사단 정치부 부부장)

육군 계통 30 최표덕(탱크사령관)

해군 계통 3 김칠성(해군 참모부 작전과장)

합계 35

<표 17> 1950년 2월 재북 소련계 조선인 군인(35명)

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946년 중순 북한당국은 보안대와 철도경비

대 등 각지의 무장조직을 통괄할 기구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사령관 최

용건)를 설치하였다.122) 이때 소련계로는 유성철(전술부장), 이청송(통신

부부장), 황호림(공병부장), 박길남(공병부부장)이 관여하였다.123) 이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몇 차례 변모를 거쳐 1947년 5월 17일 ‘인민집단

군’으로 확대·개칭하였다. 1948년 2월에는 군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

로서 ‘민족보위국’(국장 김책)이 신설됨과 동시에 조선인민군이 공개적으

로 창설되었다. 이때 황호림(부총참모장), 박길남(공병부장) 등이 간부직

에 유임했고, 이청송이 제2사단장에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이 조직된 후

에는 유성철(작전국장), 박길남(공병국장), 이동화(군의국장), 김일(문화부

국장), 김봉률(포병부국장) 등이 군 계통에서 근무하였다. <표 17>은

1950년 초 조선인민군 소속 소련계를 분류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

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

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및 ‘소련계 표’ ②를 재구성.

122) 증언에 따르면,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6년 2월 중순 창설된 보안대대본부가

개칭된 것이었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77쪽.

123) 김광운, 2003, 앞의 책, 575쪽. 1947년 만주 팔로군 군정대학을 졸업하고 입북하

여 인민군 역사기록부장·방호산 사단(6사단) 정치보위부 책임장교 등을 엮임한

최태환(崔泰換, 1929~?)에 따르면, 1946년 6월 시점에서 황호림이 부참모장, 박길

남이 공병부장, 김학인이 검찰조장을 역임하였다. 최태환·박혜강, 1989, 앞의 책,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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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계는 주로 육군 계통에 소속됐다. 포병국장

김봉률, 위생부장 김송남, 검사 김학인, 공병국장 박길남, 작전국장 유성

철, 통신국장 이종인, 문화부 선전선동과장 천율, 탱크사령관 최표덕 등

이 대표적이다. 한편 민족보위성 부상과 해군총참모장을 겸한 한일무를

제외하고 해·공군에 소속된 소련계의 숫자는 극히 적었다. 6·25전쟁 발

발 이후 소련계는 전황의 필요에 따라 육·해·공군에 소속돼 전투에 참여

하였다.124) 소수는 지근에서 6·25전쟁 계획에 관여하기도 하였다.125)

소련계는 기본적으로 제25군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이북지역 각지의 소

련군 기구와 인민위원회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였다. 특히 1945년 8·9

월과 가을에 입북한 소련계는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 사령부와 각

지의 위수·경무사령부에서 통역을 전담했고,126) 입북 이전 경력과 연계

해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8월 말 입북한 문필가들

은 도착하자마자 선전 사업에 착수했고, 대일전에 참가했던 정률은 원산

시 인민위원회의 교육 계통에서 근무하였다. 아울러 소련계는 1946년 가

을 인민위원회 선거의 제반규정 작성과 1947년 겨울~1948년 봄 헌법제

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127)

소련 고위 인사의 비망록은 소련계의 다양한 활동상을 보여주는 요긴한

자료이다. 비망록의 작성자인 쉬띄꼬프와 당시 제25군 군사회의위원 레

베제프(N . G. Lebedev, 1901~1992)는 해방 이후 서울·연해주·평양을 오

가며 그날그날의 사건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아래서 볼 수 있듯

이, 소련계는 제25군 정치부 제7국 소속으로 통·번역 및 보고·연락을 기

124) 1951년도 소련계 128명의 직책을 횡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1945

년 8월 15일 이후 북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에서 근무하는 소련 국적 고려인에게

북조선정부가 훈장수여 동의를 소련정부에 요청한 고려인 명단〉, 러시아연방대

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11, 문서함 45, 문서철 19. 《대한정책 자

료》 1, 495~500쪽;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훈장의 수여를 지지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

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3, 문서철 1090, 163~170쪽. 《북한 문제》, 184~190쪽.

125) 兪成哲, 1991~1992, 앞의 논문; <유성철>.

12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1994, 앞의 책, 52쪽.

127)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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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띄꼬프 레베제프
일자 인물 내용 일자 인물 내용

460926 장주익 사령부와 면담토록 470514 통역128)
미·소공위 대표단 한국

어 통역관 3명129)

470515 박태섭 박헌영으로부터의 전화460926 허가이 미상

460928 문일
로마넨꼬, 김일성, 여

운형 등과 회담
470718 통역 서울시 시민대표 접견

470731 통역 미·소공위 한국어 통역

461026 통역 김일성종합대학 방문

471021 통역
쉬띄꼬프, 레베제프 등

비행기로 서울 출발

461206 문일 박헌영 관련 보고
471205 미상 자금 전달

480114 미상
사령부 통역관이 한국인

여자를 살해했다는 보고461212 강용구 향후 거취 암시

480120 허가이 출판국의 허진을 부를 것
461212 문일

김일성이 그를 장기

사업에 투입 요청
480122 박길룡 미상(480126)

470104 김승빈 조선 근무 요청
480122 허빈 미상(480126)

470711 통역 서울시 여성단체 접견 480126 허익 미상

480204 허가이 미상470717 통역 남한 시민 접견

480303 김광현 공영시설관리 부서
470718 박태섭 정세 보고

480303 허가이 북조선 소식 보고

470719 통역 남한 시민 접견
480312 박창옥 미상

470721 통역 덕수궁, 기자 회견 480417 조기천 시집 출간 허락

<표 18> 비망록에서 언급된 재북 소련계 조선인

본적인 업무로 삼았고, 일부는 한인 정치가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예컨

대 1945년 가을에 입북한 김단은 해방 이후 함경북도 웅기시 위수사령부

에서 책임통역관으로 근무했고, 1946년 6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제25군

정치부 제7국 통역관을 역임하였다. 소련군 철수 이후에는 북한 군적으

로 옮겼으며 김책 부수상의 비서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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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01 통역 남한 각도 대표 접견 480422 문일 회담 일자에 의문

480426 허가이 김두봉의 전언 보고
470802 통역 언론사 대표 회견

480429 허가이 남북연석회의 관련 보고

470809 통역 기자 회견
480504 문일 문일에 대한 리봉수의 폭언

470813 통역 남한 각지 대표 접견
480513 태성수 접견 후 인물평

470814 박영빈 허헌의 체포 소식 보고 480528 김찬 북조선 공업 관련 보고

480913 면담 소련계 23명
470820 박태섭

소련대표단의 항의를

언론에 공개 지시
481101 정률 김일성종합대학 전근

470821 박태섭 보고

인물평, 추가 인사 필요정률481103

470829 통역
한성일보 배운학 기

자의 질문 쉬띄꼬프의 통역관전동혁481210

480730 허가이 평양, 북측 인사 접견 쉬띄꼬프의 통역관정국록481210

출처: 《쉬띄꼬프일기》와 《레베제프 일기》를 재구성.

김일성의 비서 문일이나 박헌영의 비서 박태섭은 쉬띄꼬프·레베제프에

게 직접 보고했는데, 이는 소련계가 제25군 소속 요원이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1947년 5월부터 민정국장을 지낸 레베제프가 남긴 인물평은 무척

흥미롭다.130) 레베제프는 1948년 5월 13일 오전 10시, 당시 김일성종합대

128) 이 표에서 ‘통역’과 ‘미상’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소련계를 언급할

때 썼다. ‘면담’은 소련계 23명과의 면담 내용이다.

129) 1996년 여름, 박영빈은 정창현과의 면담 도중 1947년 소련대표단의 일원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증언하였다. “(전략) 소련대표단을 위한 사열식이 있었

다. 당시 나는 대표단 일행과 떨어져 있었는데 쉬띄꼬프가 흘낏 보더니 나를 (중

략) 자기 뒷줄에 세웠다. (중략) 쉬띄꼬프는 상당히 조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정창현, 2011, 앞의 책, 193~194쪽.

130) 1948년 8월 24일 쉬띄꼬프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발송한 자료들 가운데

에는 박태섭에 관한 인물평이 수록돼있다. 쉬띄꼬프는 박태섭을 “유능하고 양심

적이며 규율 잡힌 일꾼”(sposobnyy, dobrosovestnyy i distsiplinarnyy rabotnik)
으로 평가했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는 다른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박태섭도

당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모스크바에 조선로동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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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총장 태성수를 만난 후 ‘나쁜 행실’(nekhorosheye povedeniye)이라

고 적은 반면, 1948년 가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인사과장으로 전근한 정률에 대해서는 ‘유순’(myagkiy)하다고

평가하였다.131) 소련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련계는 ‘인민교육’과 간부교육을 넘나들며 근무하였다.132) 대중을 대

상으로 한 인민교육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주체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소련군이 파악한 해방 직후 이북지

역의 교육 여건과 문화 수준은 열악하였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인의 60% 이상이 문맹”이었고, 1944년 이북지역 학업 연령 아동

중 58%만이 학교를 다녔으며, 1946년에도 15~50세 문맹자가 230만여 명

에 달하였다.133) 하지만 동년 가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30여 개의

각급 고등교육 기관이 개설됐고,134) 연말부터 전개된 ‘건국사상총동원운

동’과 함께 새로운 학교교육제도가 시행·정착되면서 인민교육의 규모와

성과가 확대되었다.135) 이때 소련계는 각급 대학에서 노어, 역사, 문학,

정치경제학, 철학 등을 교수했고, 각급 노어강습소에서 교관으로 근무하

거나,136) 소련 교과서 등 각종 교육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도 일꾼들을 위한 당 학교를 개설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

관소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618, 46쪽. 《북한 문제》, 65쪽.

131) 《레베제프 일기》, 1948년 11월 1일자. 정률은 허가이가 본인을 전근시켰고,

이후 노문학과장으로 부임하여 문학원론과 세계문학사 등을 교수했다고 회고하

였다. 김국후, 2013, 앞의 책, 25쪽.

132) 신효숙, 2005,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현

대북한연구》 8, 44~45쪽; 찰스 암스트롱, 김연철·이정우 옮김, 2006, 《북조선 탄

생》, 서해문집, 281~282쪽. 신효숙은 ‘대중문화’ 사업에 관여한 소련계를 “문화

형성자”라고 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의 문화 형성과 교육에 관해서는, 신

효숙, 2001, 《북한의 문화 형성과 대중교육》, 교육과학사.

133) 《결산보고서》, 68~74쪽.

134) 1948년까지 이북지역에서 개교한 각급 대학은 11개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2004, 앞의 책, 170쪽; 《레베제프 일기》, 1948년 8월 11일자. 정주교원대학(허

빈)과 평양사범대학(허익)의 총·학장은 소련계였다. 김광운, 2003, 앞의 책, 504쪽.

135) 〈문화, 인민교육, 선전〉, 《결산보고서》, 68~129쪽; 찰스 암스트롱, 김연철·이

정우 옮김, 2006, 《북조선 탄생》, 275~283쪽.

136) 박춘, 이 바실리, 현히안 등이 근무하였다. 장학봉 엮음, 200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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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명수 대표 인물(직책)

강동정치학원 1 박병률(원장)

교육대학 12 이학복(평양교대 학장)

김일성종합대학137) 11 김승화(부총장)

노어대학 9 림용검(교원)

인민군 관련 학교138) 12 최종학(군사정치학교 교장)

중앙정치간부학교 5 정철우(교장)

혁명자유가족학원 2 강상호(교감)

기타139) 15 최 찌혼 루끼치(평양 고중 교원)

합계 67

<표 19> 1950년 2월 재북 소련계 조선인 교원(67명)

출처: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

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

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및 ‘소련계 표’ ②를 재구성.

<표 19>는 1950년 초 북한의 교육 기관에서 활동한 소련계의 현황이

다. 이들이 주로 하급 민족간부 양성사업에 기용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혁명’의 골간인 토착 민족간부를 친소적으로 만들기 위한 소련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북한당국은 간부교육을 위한 시

설과 제도를 확충하고자 하였다.140) 1945년 늦가을 설립된 평양학원은

이후 군사반이 보안간부훈련소와 통합하여 1946년 7월 북조선중앙보안간

137)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근무한 소련계 박영, 오완묵, 허익 등의 이력에 관해

서는,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11.

138) 보안간부학교(기우리, 이후 대안리로 개칭)는 1948년 가을 평양 사동구역으로

이동하여 제1군관학교가 돼 초급지휘관을 양성했다. 남포 오학리 소재 보안간부

학교 분교는 1949년 초 만경대 부근으로 이전하여 제2군관학교가 돼 문화 관련

정치간부를 양성했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81쪽.

139) 산업대학(2), 의학대학(2), 정치경제과학아카데미(3), 정치대학(3), 종합기술대학

(3), 중앙체신기술원양성소(1), 평양 고중(1) 등.

140) 김광운, 2003, 앞의 책, 458~504쪽. 1991년 6월 11일, 민정국장 레베제프는 김국

후·박길룡과의 면담에서 해방 직후 이북지역의 민생 문제와 함께 “당장 시급한

것은 정치 지도자 양성과 정권기관 창설, 치안 문제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김

국후, 2008,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4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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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교로 바뀌었고,141) 정치반이 동월 1일 평양시 사동구역으로 이전하

여 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로 개칭·출범하였다.142) 《결산보고서》에 따

르면 같은 날 중앙정치간부학교가 사동구역에서 개교했는데,143) “인민정

권기관과 공장·기업소를 관리할 간부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함이 학교

의 목표였다. 소련군이 교원 임명, 학교 운영, 재정 등 행정 전반을 담당

하였다.144) 1947년에는 민족간부 육성을 위한 정치교원양성소가 부설되

었다.145) 소련계는 간부교육 관련 기관에 배속돼 노어, 대중정치지도, 마

르크스-레닌주의, 세계지리, 소련공산당사, 소련 역사, 정치경제학, 조선

노동당사 등을 예비간부에게 교수하였다.146)

소련계는 언론 분야에서도 활약하였다. 언론은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인민대중을 계도하는 창구로 기능하였다. 1945년 8월 말 입북한

소련계 일부는 평양역 인근에서 “소련군 신문사”를 조직해 한국어 신문

을 발행했는데, 이는 《조선신문》의 토대가 되었다.147) 한편 1945년 9월

18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연해주군관구 정치지도부에게 한

국어 일간지를 발간케 하자는 적군 총정치국의 제안을 승인하였고,148)

141) 〈보안간부학교설립에 관한 건〉, 《사료집》 5, 665~666쪽.

142)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78~180쪽. 소련계 이달진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71쪽.

143) 《결산보고서》, 169~175쪽. 이곳에서 근무한 소련계는 학교의 개교일을 6월 1

일로 기억하였다. 〈박영빈〉. 그러나 학교는 1946년 6월 6일 신설이 결정됐다.

초대 교장으로 박효삼(朴孝三)이 지목되었다. 〈중앙정치간부학교신설에 관한 결

정서〉, 《사료집》 5, 661~662쪽. 1950년대 중반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한

유성훈에 따르면 강상호, 김동철, 박영빈, 박형식, 유성훈, 이춘백, 장남익, 정국록,

현히안 등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1946년 9월 중순 제1회 졸업식(명예교장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치스쨔꼬프, 로마넨꼬 등 참석)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부총

장이었던 박일이 “장백산 줄기줄기”를 노어로 불렀다. 〈유성훈〉.

144) 〈강상호〉, 10쪽.

145)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장은 박영빈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정치교원양성

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사료집》 5, 679쪽.

146) 조선노동당 중앙당학교의 이름으로 나온 강령에는 이들 학교에서 근무한 소련

계 “강사선생”의 명단과 과목 등이 적혀있는 시간표가 나와 있다. 〈당간부 강습

강령〉, 《사료집》 17, 41~52쪽.

147) 김낙현, 2010, 〈조기천 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쪽. 이

는 임은의 증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林隱, 1982, 앞의 책, 137쪽.

148) 이때 승인된 신문의 총 발행 부수는 십만 부, 규격은 4면 형식에 《쁘라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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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2월부터 평양에서 《조선신문》이 발간되었다.149) 《조선신문》

은 구성상 〈쏘련소식〉과 〈(북)조선소식〉으로 나뉘며, 인민대중에게

소련체제와 ‘민주개혁’의 경과, 국내외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었다.150) 이 신문은 1949년 2월 《쏘베트신보》로 대체되기 전까지 일

간지·소련군 기관지로써 기능하였다.151)

《조선신문》과 《쏘베트신보》등 신문사에서 근무한 소련계는 강용구,

기석복,152) 김세일, 이봉길, 임하, 전동혁, 조기천, 최철환 등이다.153) 이들

은 1945년 8·9월에 입북했고, 입북 이후 언론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교

(Pravda)의 절반 크기였다. 〈북조선 주민들을 위해 《조선신문》을 발간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3, 문서철 1053, 73

쪽. 《북한 문제》, 17쪽.

149) 1946년 초 총정치국장이 된 I. V. 쉬낀 상장의 ‘명령’에 의거해 발행된 것이었

다.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32, 목록 795436C, 문서철 13, 376a

쪽. 기광서, 1998, 앞의 논문, 125쪽.

150) 《조선신문》은 1947년 1월 1일~3월 31일, 1947년 4월 1일~1947년 6월 30일,

1948년 1월 3일~6월 30일, 1949년 1월분이 NARA에 있다.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A 2007 II.

151)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함에 따라 소련 국방성 총정치국은 연해주군관구 정치

지도부가 간행하는 《조선신문》의 발간을 중지하자고 했고, 소련공산당 중앙위

원회 비서국은 1949년 1월 5일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북조선 주민들을 위한

《조선신문》 발간 중지에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9, 106~107쪽. 《북한 문제》, 82쪽. 1949년 1월 6일 소련공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평양에서 소련문화원(Dom Sovetskoy Kul'tury)의 명의

로 《쏘베트신보》를 간행하자는 쉬띄꼬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평양에서 조

선어 신문 《쏘베트신보》를 간행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

관소 문서군 17, 목록 162, 문서철 39, 154쪽. 《북한 문제》, 83~84쪽. 《쏘베트신

보》는 1949년 2월 2일~7월 6일, 1950년 4월 5일~8월 30일분이 NARA에 있다.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A 2007 II. 소련문화원의 설

립에 관해서는, 강인구, 1995, 〈1948년 평양 소련문화원의 설립과 소련의 조소문

화교류 활동〉, 《한국사연구》 90, 403~426쪽.

152) 6·25전쟁 발발 직후까지 《로동신문》 총주필로 근무하였다. 〈북조선 중앙신

문사 및 방송국〉, 1950, NARA,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153) 이밖에도 강상호, 김성화, 김원봉, 박태준, 이봉길, 조영철, 최종학, 최 찌혼 루

끼치 등이 《조선신문》에서 근무하였다. 김영활, 명월봉 박 게라심, 정국록 등은

《쏘베트신보》에서 근무하였다. 강용구, 전동혁, 조기천 등은 입북 이전 《레닌

기치》에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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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역·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개 연해주·중앙아시아에서부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예컨대 강용구는 1932~1933년 원동국립출판

사(Dalgiza)에서 근무했고, 1933~1937년 원동국립대학교(DVGU)에서 수

학하면서 소련 태평양함대 산하 군사법원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였다.

1937~1941년 카자흐스탄 중앙관리국 문헌출판과 책임자와 《레닌기치》

검열관을 역임했고, 1941년 4월 징집돼 극동전선 정치부에서 한국어 신

문 편집자로 복무하였다.

몇몇 회고를 종합했을 때, 이들 소련계 언론인의 언어 실력을 짐작할

수 있다. 1954년 가을, 문화선전성 제1부상이었던 정률은 기석복, 조기천

과 함께 소련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보낸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했고,

이를 읽은 내각부수상 홍명희가 번역의 수준에 감탄했다고 회고하였

다.154) 한편 신원 미상의 한 문인은 소련계의 “조선어 지식은 말할 수

없이 미약한 것으로 가령 ‘만’(萬)을 ‘백백’(百百)이라는 진기한 조선어로

표현했다”고 증언하였다.155) 전자는 소련계 본인의, 후자는 소련계를 부

정적으로 기억한 인사의 회고임을 고려할 때, 당시 소련계가 한국어·노

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사상적 지향과 국적 문제

소련계가 동원된 소련공민임을 고려할 때, 타지인 북한에서 어떠한 지

향을 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들이 쓴 글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특정 사건을 매개로 행보를 추적한다면, 일정한 경향과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 소련계의 기고(寄稿)를 일부 제시하고,

당적·국적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일화를 통해 그들의 사상적 지향을 살

폈다. 잡지 자료의 경우, 분석의 대상을 창간호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

인 1950년 6월호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였다.156)

154) 정상진, 2005, 앞의 책, 112~113쪽.

155) 박남수, 우대식 엮음, 1999, 앞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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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목 주제 년·월

허가이 노동당 유일당증수여에 대하야 당 건설 46·11

허가이 당장성과 당조직 급 당정치사업에 대한 제과업 당 건설 47·2

박창옥 북조선노동당규약해석 당 건설 47·3

<표 20> 1946·47년 《근로자》 기고 현황

《근로자》는 이론지로, 해방 이후 이북지역 대중사회의 사상·문화·행동

양식·가치체계 등이 점차 “획일화·규격화되어간”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

료이다. 한편 《인민》은 《근로자》보다는 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내각 기관지로 “국가정책과 사회현상”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

다.157) 1946년 말부터 출간된 두 잡지는 각각의 위상과 대상 독자층이

달랐다. 게재된 글을 통해 소련계의 정련된 생각을 확인해보자.

1946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근로자》에는 소련계 29명의 글 87

건, 《인민》에는 15명의 글 32건이 수록됐다. 시기별로는 《근로자》에

1946·47년 6건, 1948년 15건, 1949년 49건, 1950년 17건이, 《인민》에

1946·47년 3건, 1948년 6건, 1949년 13건, 1950년 10건이 각각 실렸다. 특

히 《근로자》에서 소련계 저자의 분포상의 증가는 1949년부터 잡지의

간행 횟수가 월 1회에서 2회로 증가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소련공산

당사 등 ‘이론’에 익숙한 소련계의 기고가 대폭 늘어난 데서 비롯되었

다.158) 같은 기간 《근로자》의 책임주필은 소련계였다.159)

156) 《근로자》 1946년 11월호; 1947년 (1, 2)·3·6·12월호; 1948년

1·3·4·6·7·8·9·10·12월호; 1949년 1·2·3·4·5·6·7·8·9·10·11·12월호; 1950년

1·2·3·4·5·6월호; 《인민》 1946년 11월호; 1947년 4·5월호; 1948년 9·10·11·12월

호; 1949년 1·2·3·4·5·7·9·10·12월호; 1950년 1·2·3·4·5월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157) 김재웅, 2014,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쪽.

158)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현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백학순, 2010, 앞의 책,

24~29쪽.

159) 당기관지 《근로자》의 책임주필은 태성수(1946년 10월호~1947년 9월호), 박창

옥(1947년 12월호~1948년 3월호), 기석복(1948년 4월호~1950년 6월호)이 맡았다.

1953년 9월호~1954년 12월호는 이문일이 책임주필을 역임하였다.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과 《인민》의 경우, 1951년 4월까지 류문화, 이후 소련계인 기석복,

장하일 등이 책임주필을 맡았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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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변증법적유물론은 맑스-레닌당의 세계관이다 이론 47·3

박일 당선전의 의의 당 건설 47·6

장하일 신민주주의와 조선 이론 47.12

출처: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기고 현황’ (이하 ‘소련계 기고’로 약칭하고 표에 대한 설

명은 부록을 참조)에서 《근로자》 1946년 11월호; 1947년 1, 2·3·6·12월호를 재구성.

1946~1947년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는 소련계 4명이 ‘당 건설’ 관련

글 4건, ‘이론’ 관련 글 2건을 썼다. 북한당국은 초창기부터 당의 공고화

를 핵심 과업으로 삼고, “사상선전” 사업을 전개해 당원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1946년 8월 북로당이 발족한 이후 무질서한

당의 대열을 정비하는 한편, 무분별한 당원 확충을 경계하고 모든 당원

에 대한 ‘중앙’의 일원적 지도·통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160) 소련계 일부는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근로자》에 관련 글

을 게재하였다.161) 그러나 이 시기 대부분의 소련계는 이북지역 각지에

서 제25군 소속 요원으로 실무에 동원됐다. 따라서 당 기관지에 글을 적

극적으로 쓰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터였다.

《근로자》에는 허가이와 김창만이 제기한 노선이 게재된 바, 이를 통

해 당 건설과 관련된 소련계의 지향을 추론할 수 있다.162) 1946년에 들

어서부터 이북지역 공산당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46년 8월

합당 당시 37만 명이던 당원의 숫자는 11월 말 60만 명,163) 1947년 8월

70만 명, 1948년 초 75만 명을 넘어, 1949년 초에는 80여만 명에 달하였

160) 허가이, 〈당성장과 당조직 급 당정치사업에 대한 제과업〉, 《근로자》 1947년

1·2월호. 《사료집》 42, 262~268쪽.

161) 허가이, 〈로동당 유일당증 수여에 대하여〉, 《근로자》 1946년 11월호. 《사

료집》 42, 174~182쪽; 박창옥, 〈북조선로동당규약해석〉, 《근로자》 1947년 3

월호. 《사료집》 42, 399~420쪽

162) 서동만은 김창만이 연안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195~208쪽. 김창만의 약력에 관해서는, 김광운, 2003, 앞의 책, 191쪽.

163) 1946년 말 이북지역 15세 이상 성인인구는 5,844,703명이었고, 대비 당원비율은

약 11%였다. 이주철, 2008,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 1945~1960》, 선인,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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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4) 양적 확충은 자연스레 당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고, 지도부가 모

색한 대응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조직을 정비, 순화하고,

그 당조직을 움직여 사회 전체를 쇄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

대 사상운동을 수반하는 대중운동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

다.165) 전자와 후자는 각각 소련과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였다.

당조직부장 허가이는 소련의 당 건설 방식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1930년대 스탈린은 앞선 시기 발달한 ‘당-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혁명’을 수행하였다.166) 이때 ‘혁명’의 구심점

은 당이었고, 수다한 ‘인민의 적’이 당의 노선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정

치적·신체적 생명을 박탈당하였다. 이를 반영한 듯, 허가이는 《근로자》

에서 당 내부의 “불순분자, 재물을 탐하는 분자들을 숙청”해야 하고, “당

내의 사상통일을 높이며,” 노동계급의 비율을 늘리고 엄격한 “검열사업”

을 통해 당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는 “마오쩌뚱식 대중노선”과는 분명

한 차이가 있었다. 소련계가 ‘당-국가’ 체제를 현실에서 고도로 구현한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167) 대중을 지도하는 당조

직의 강화는 소련계가 일상에서 체득한 자연스러운 노선이었다. 이후 북

한에서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당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졌다.168)

164) 1945년 10월 1,000명이었던 당원수는 2년 동안 약 70배 증가하였다. 이주철,

2008, 앞의 책, 68~69쪽. 급격한 당원 확충은 비슷한 시기 동구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폴란드의 경우 1944년 7월 20,000명이던 폴란드노동자당 당원 수는

1946년 6월 347,000명(인구 약 13,000,000명), 1948년 10월 약 1,000,000명이었다.

동구제국의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해서는, 시바타 마사요시(紫田政義), 사상과

정치 경제 연구소 옮김, 1990·1991, 《동유럽 인민민주주의 혁명사》 1·2, 소나무.

165) 서동만, 2005, 앞의 책, 195~208쪽.

166) 존 M. 톰슨, 김남섭 옮김, 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413~414

쪽.

167) ‘당-국가체제’란 당이 정부를 지도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에 관한 스탈린의 언

급으로는, J. V. Stalin, 1954, J . V. Stalin Works 10,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05~109쪽.

168) 이주철, 2008, 앞의 책.

169) 《근로자》 1948년 12월호의 〈1948년도 ‘근로자’ 내용〉을 이용하였다.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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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48년169) 1949년170)

1950년

1~6월
기고 수/전체 글 비율 기고 수/전체 글 비율 기고 수

국내문제 5/9 56% 12/25 48% 4

국제보도 없음 1/27 4% 미상

당사연구자료 6/13 46% 16/29 55% 없음

당 생활 2/11 18% 13/32 41% 3

이론 및 선전 2/23 9% 7/55 13% 7

꼰쑬따찌야 없음 없음 3

합계 15/56 27% 49/168 29% 17

<표 21> 1948~50년 《근로자》 기고 현황

출처: ‘소련계 기고’에서 《근로자》 1948년 1·3·4·6·7·8·9·10·12월호; 1949년

1·2·3·4·5·6·7·8·9·10·11·12월호; 1950년 1·2·3·4·5·6월호를 재구성.

1948년도 《근로자》에는 소련계 11명의 글 15건이 실렸다. ‘국내문제’

5건, ‘당사연구자료’ 6건, ‘당 생활’과 이론 및 선전이 각각 2건씩 게재되

었다. 국내문제는 ‘분단국가’ 수립이 가시화되는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당

국의 당면 과업을 소개했고, 당 생활은 당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당 차원에서 불거진 문제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내문제의

경우, 소련계는 경제, 선거, 헌법 등을 주제로 다뤘고,171) 당 생활의 경

우, 교양사업의 제고를 촉구하면서 당 사업을 선전하였다.172)

당사연구자료는 소련의 지도적 인물에 대한 전기, 그들이 만든 문건·이

론 등을 소개·예찬하는 한편, 1930년대 이전 소련공산당의 당사(黨史)를

집》 47, 136~140쪽.

170) 《근로자》 1949년 12(2)월호의 〈1949년도 『근로자』 내용〉을 이용하였다.

《사료집》 53, 129~139쪽.

171)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근본원칙〉, 《근로자》 1948년

6월호. 《사료집》 45, 294~315쪽; 김찬, 〈물가저하는 북조선경제건설의 필연적

결과〉, 《근로자》 1948년 7월호. 《사료집》 45, 503~519쪽; 채규형,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헌법실시와 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대하여〉, 《근로자》

1948년 8월호. 《사료집》 46, 34~47쪽.

172) 박창옥, 〈당교양사업에 있어서 자습체계를 고상한 질적 수준에 제고시키자〉,

《근로자》 1948년 6월호. 《사료집》 45, 283~293쪽; 김열, 〈북조선로동당은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근로자》 1948년 8월호. 《사료집》

46, 19~33쪽.



- 52 -

사건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아울러 1948년 초부터 1949년 말까지 연재된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력사연구자료”도 당사연구자료에 포함되었다.173)

이 주제는 사회주의혁명사의 선전·소개를 통해 당원을 비롯한 독자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48년도 《근로

자》에 수록된 13건의 당사연구자료 중 소련계가 쓰지 않은 글 7건의 저

자는 소련인(6건)이나 출신을 알 수 없는 한인(1건)이었다.174) 이를 통해

1948년부터 소련계가 본격적으로 당사와 관련된 글을 썼고, 이러한 추세

가 1949년에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도 《근로자》에는 소련계 23명의 글 49건이 실렸다. 국내문제

12건, 국제보도 1건, 당사연구자료 16건, 당 생활 13건, 이론 및 선전이 7

건이 게재되었다. 전년에 비해 전체 기고 숫자가 3배 이상 증가(15건→

49건)했고, 집필진도 2배 이상 확충(11명→23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주제명에서 소련계가 차지하는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당사

연구자료(46%→55%)는 국내문제(56%→48%)를 앞질러 가장 높은 참여

율을 보였고, 당 생활의 비중이 증가(18%→41%)했으며, 국내문제(5건→

12건)와 이론 및 선전(2건→7건) 또한 2~3배씩 증가하였다.

1950년에는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근로자》에 소련계 12명의 글 17

건이 실렸다. 국내문제 4건, 당 생활 3건, 이론 및 선전 7건, ‘꼰쑬따찌야’

3건이 수록되었다. 전년에 비해 소련계의 기고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북한이 건국 이후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당 내에서 소

련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다른 집단이 부상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상담’이라는 뜻을 가진 노어(konsul'tatsiya)의 음차(音借) 꼰쑬따찌야 3

건이 특징적으로, 이는 1949년 7·11월호에 실린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당사연구자료)이라는 주제명을 개칭한 것으로 여겨진다.175)

173) 1949년 6(2)월호부터 주제명이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 연구자료”로 바뀌

었다. 한편 1946년 말까지도 《전연방공산당(볼)사》는 노문·중문판이 유통되었

다. 《쉬띄꼬프일기》 1946년 10월 24일자.

174) 한인 저자는 朴正浩였다. 박정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 대회〉, 《근

로자》 1948년 9월호. 《사료집》 46, 248~255쪽. 국내계 박정호(朴正鎬)에 관해

서는, 김광운, 2003,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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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제목 년·월

태성수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교양에 관한 제문제 48·9

기석복 레닌주의는 백전백승의 위력이다 49·1

기석복 사회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이데올로기의 역할 49·4

박창옥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동방 제 식민지 국가의 민족해방운동 49·10

<표 22> 1948·49 《근로자》 이론 기고 현황의 일부

출처: ‘소련계 기고’에서 《근로자》 1948년 1·3·4·6·7·8·9·10·12월호; 1949년

1·2·3·4·5·6·7·8·9·10·11·12월호를 재구성.

소련계는 북한에서 소련의 세계관을 가장 잘 체현한 집단이었고, 북한

정권 수립기 《근로자》에 이론 또는 ‘이론 및 선전’이라는 주제명의 글

을 썼다. 북한당국은 이를 통해 소련의 앞선 사회주의 경험을 소개하면

서 당원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켰다. 이론의 내용은 대개 “과학”을 표방하

는 동시에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을 옹호하고, 러시아와 서

구 근현대사의 사건을 선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소련계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1946~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부총장을

역임한 박일의 글을 살펴보자. 그는 1947년도 기고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을 통해 “현대의 불주아사회학”이나 “반동적인 요소”처럼 반박돼야 할

개념이 지닌 오류와 현상유지적·계급친화적 성격을 폭로하였다. 그에 따

르면 이러한 폭로는 “맑쓰와 엥겔쓰와 레닌과 스딸린의 철학”에 다름 아

니었다. 동시에 그는 스탈린이야말로 세계공산주의운동을 실질적으로 이

끄는 지도자라고 강조했고, 소련의 국가교리인 “맑쓰-레닌주의”를 적극

적으로 옹호하였다.176) 이후 그는 소련으로 귀환해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중앙아시아 소련계 조선인의 민족자치를 위해

175) 〈로씨야에 있어서의 ‘토지공동체’〉, 《근로자》 1949년 7월(1)호. 《사료집》

50, 279~289쪽; 박정호,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 제2차 대회〉, 《근로자》 1949

년 11월(2)호. 《사료집》 52, 399~411쪽.

176) 박일, 〈변증법적 유물론은 맑쓰-레닌당의 세계관이다〉, 《근로자》 1947년 3

월호. 《사료집》 42, 428~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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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고 수 수록 년·월(기고 수)

경제 8 47·4, 47·5, 48·7, 49·3, 50·2, 50·3, 50·4(2)

교육 3 48·9, 50·1(2)

이론 9 46·11, 48·11, 49·7, 49·10(2), 49·12, 50·2, 50·3, 50·5

행정 4 49·2, 49·7, 49·9, 50·1

헌법 8 48·10, 48·11, 48·12, 49·1, 49·2, 49·3, 49·4, 49·5

합계 32

<표 23> 1946~50년 《인민》 기고 현황

노력하기도 하였다.177)

출처: ‘소련계 기고’에서 《인민》 1946년 11월호; 1947년 4·5월호; 1948년 9·10·11·12월

호; 1949년 1·2·3·4·5·7·9·10·12; 1950년 1·2·3·4·5월호를 재구성.

<표 23>처럼, 1946~1950년도에 발행된 《인민》 일부에는 소련계 15명

의 글 32건이 실렸다. 이 잡지는 《근로자》에 비해 위상과 비중이 낮은

내각 기관지였고, 소련계의 기고 또한 적었다. 한편 소련계는 이론 분야

에서의 기고가 가장 활발했고, 경제·행정 분야에도 몇 편의 글을 썼다.

김찬, 이용석, 김성률 등은 각각 금융·농업·노동과 관련해서 글을 게재했

고,178) 남일이 교육과 관련해서 보고하였다.179) 김택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헌법 분야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기고했고, 행정에 관해서도 얼마간 글을 썼다.

《인민》의 이론은 《근로자》의 그것과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유사

하였다. 예컨대 김철우의 글은 스탈린을 인용하며 시작하고, 2차 대전 이

177) 카자흐스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브레즈네프 엘. 이. 동지에게 보내는 〈1955년

8월 16일자 25-i-1055 요청서〉. 카자흐스탄공화국국립중앙현대사문서보관소, 문

서군 708, 목록 28, 문서철 271, 233쪽. Kim G. N., Men D. V., 1995, 앞의 책,

185쪽.

178) 김찬, 〈산업부흥과 금융〉, 《인민》 1947년 4월호. 《사료집》 13, 377~385쪽;

이용석, 〈주요 농작물에 대한 몇가지 문제 -과학적 영농방식을 위하여-〉, 《인

민》 1947년 5월호. 《사료집》 13, 541~558쪽; 김성률, 〈노동보호와 안전시설〉,

《인민》 1948년 7월호. 《사료집》 14, 83~87쪽.

179) 남일, 〈교육부문(1948년도 인민경제 부흥발전 실행에 있어서의 새경험과 새과

업)〉, 《인민》 1948년 7월호. 《사료집》 14, 351~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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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파씨즘” 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

러한 상황은 “자유를 애호하는 전인민들에게 일대 위협”이었다. 한편 파

시즘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레닌에 따르면 “이것

은 제국주의 모순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전체적 공황의 결과”였

다. 이어 “구주 각국의 민주주의는 반동과 파씨즘에 대하여 어떻게 투쟁

하며 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파씨즘과 반동을

반대하는 영원한 투사는 소련”이라고 하면서 “다수 국가의 민주주의적

건설을 원조하는 데” 기여한 소련의 선진성·우월성을 예찬하였다.180)

이상 지면에 드러난 소련계의 생각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잡지에 실

린 글은 몇몇 분야에 관한 생각을 확인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신변과 관

련된 개인적인 속내를 보여주진 않는다. 따라서 사건과 일화를 통해 그

들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정치의 흐름 속에서 소련계는 집

단적 사고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내부적 차이 또한 보여주었다.181)

제2차 미·소공위의 결렬 이후,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임시한국위원단 설

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유엔에 의한 단정·단선에 저

항하는 한편, 통일전선에 기초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전술적 목표

를 세웠다. 하지만 북한에서 헌법 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947년

11월 16~17일 열린 북로당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임시헌법

의 제정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였다. 소련계 박창식·김영태 등과 연안계

일부가 임시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병엽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됐고 남로파와 친화력이 높았다.182) 토의가 격

렬해짐에 따라 전원회의는 예정보다 하루 연장된 17일까지 이어졌다. 허

가이는 김일성과 한 뜻으로 통일정부 수립의 법적 기초 마련이 중요하다

는 논거를 들며 반대자들을 무마시켰다. 이후 11월 18일 제3차 북조선인

180) 김철우, 〈팟쇼와 반동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민주주의 역량과 발전〉,

《인민》 1946년 11월 창간호. 《사료집》 13, 112~127쪽.

181) 《레베제프 일기》, 4월 26일자; 김광운, 2003, 앞의 책, 619~620쪽; 정상진,

2005, 앞의 책, 83~84쪽;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230~231쪽.

182)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249~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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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 제정 준비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면서 헌법 제

정이 급물살을 탔고,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헌법제정위원회와

법전작성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법전작성위원장으로는 북조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법전부장 겸 헌법제정위원회 상임서기장 김택영이 임명됐다.

헌법초안 작성과정에서 소련계는 《스탈린헌법》의 체계·내용을 고집하

였다. 이는 최용달·유원식 등 국내의 실정을 중시하며 각국의 “부르주아

헌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와의 논쟁을 초래하였다. 헌법의 내용

과 관련해 소련계는 신앙의 자유, 중소상공업 허용, 토지소유 등의 부문

에서 부농 청산과 같이 소련의 경험을 주요 근거로 삼아 자신들의 의견

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계의 주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

립하는 것이 이북지역의 ‘혁명단계’라는 김일성의 지향에 의해 곧이곧대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임시헌법초안》에는 ‘소수민족’처

럼 북한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전반적으로 소련

헌법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채워졌다. 소련계는 ‘조선의 현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련에서의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남북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련계의 집단적 성격이 드러났다. 김

구가 단정 반대를 발표하고 김일성·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남북협

상이 현안으로 부상하자, 북한당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48년 2월

18~20일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문제를 토의하였다. 핵심 논점은

김구·김규식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빨치산파·연

안계·국내계는 두 김의 애국적 행동을 지지하고자 한 반면, 소련계는 미

국의 작용을 경계하는 데에 주안을 두려고 하였다. 특히 허가이·김열 등

은 김규식을 의심하며 “북로당의 정치노선을 파탄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

들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이남의 정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밀사 파견을 결정했고, 대남연락부장 임해가 서울을 다녀

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4~25일 확대회의에서 임해의 보고를 수용한

김일성의 제안이 관철돼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실현이 가시화됐다.183) 소

183)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264~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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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계는 ‘민족’에 대한 감수성이 적었고, 따라서 김구·김규식의 “애국적

결단”보다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제(反帝)를 먼저 고려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특정 분야에서 활동한 소련계의 존재상과 내부의 의견차를 보

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자.

1945년 9월 비(非)좌익계 예술인이 결성한 평양예술문화협회의 한 인사

는 조기천이 “특유한 쏘련식 억양”으로 시를 낭독했고, “모국인 쏘련에

있어서의 서사시를 표본으로 하여 [...] 시적인 매력이 없는 뻣뻣한 리듬

과 내용을 설명하는 억지” 등을 작품에 표현하였다.184) 문화 분야에서

소련계가 소련에서의 경험에 의존한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률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기 이북지역에서는 최승희와 그녀의 제자 김백봉이 재능 있는

무용수의 대표였다.185) 정률은 최승희의 무용연구소처럼 김백봉에게도

개인 무용단을 마련해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소련당국 “문화교육부”가

그의 제안에 “대찬성”한 것과 달리,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허가이는

“최승희와 김백봉 사이의 그 어떤 마찰도 완화해야 할 정 동무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정률을 책망하였다.186) 허가이는 한 분야에서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상급 기관을 허용치 않는 ‘유일주의적 원칙’을 따랐고,

정률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하급자의 위치였다. 이 사례는 소련

계 모두가 동일한 지향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187)

당적·국적은 소련계의 지향을 살필 수 있는 유용한 매개이다.188) 이를

통해 소련계가 북한과 소련 중 어디에 소속됐고 북한의 건설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84) 박남수, 우대식 엮음, 1999, 앞의 책, 46·81·86쪽.

185) 김백봉(金白峰, 1927~). 한국의 여류 무용가. 호는 취봉(翠峰). 평안남도 태생으

로 일본과 북한에서 무용을 배웠고, 1950년대를 전후하여 월남하였다.

186) 정상진, 2005, 앞의 책, 74~78쪽.

187) 이청송(李靑松, 1912~1950?)의 “자유주의적·민족주의적 기질” 또한 여타의 소련

계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최태환·박혜강, 1989, 앞의 책, 53~56쪽.

188) 또한 당적·국적은 미·소 점령군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강대국의 점령형식이나 해외 한인의 귀환(이주)형식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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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미국은 일본인의 귀환과 관련해 국내외 한인에 대한 국적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소련과의 공조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의 귀환을 최우선시한 미국의 정책 속에서 한인의 귀환은 배제되었고,

해외 한인은 “냉전에 의해 억류되었다.”189) 한편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

법의원은 각각 일본인의 귀환이나 적산몰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적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북지역에서는 일제유산의 청산과 관련해 북한당국이 국적(민적)

에 관련된 조치를 내렸다.190) 대표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

년 8월 9일 결정한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를 살펴보자.191) 〈결정

서〉는 기본적으로 “북조선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전조선민족에게

일정한 공민증을 교부”하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민족이 아닌 외

국인으로서 외국공민증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 임시외국인공민증을 교부”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때 공민증은 “북조선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서 붉

은군대사령부와 북조선국가기관에 공민임을 표시하는 유일한 증명”으로

“인민의 통계와 검열”이 발급의 주된 목적이었다. 〈결정서〉는 일본인

에 대한 배타적 처우를 강조했을 뿐이지, 여타 외국인의 국적 문제는 고

려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북한당국은 혼인·이혼과 관련된 사안에서 일본

인을 명확히 구분해내려고 하였다.192) 북한당국은 식민지적 잔재 척결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고, 따라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의 국적 문제는

정책적 관심과 고려를 덜 기울였던 것이다.

소련계 중에도 소련 국적을 포기한 뒤 북한으로 완전히 전적(轉籍)한

이는 무척 드물었고,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다수였다. 자료상으로 확

인된 이중국적자는 1950년 초에 170여 명,193) 1951년 초에 120여 명이었

189) 미국의 전후처리와 해외 한인의 국적·귀환에 관해서는, 황선익, 2012, 〈연합군

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0)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의 일제유산 척결에 관해서는, 김재웅, 2013, 〈해방 후

북한의 친일파와 일제유산 척결〉, 《한국근현대사연구》 66, 182~222쪽.

191)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 《사료집》 5, 823~825쪽.

192) 〈조선인·일본인간의 이혼·이연에 및 복적에 관한 건〉, 《사료집》 5, 771쪽.

193) 〈1950년 2월 23일 북조선 외무성에서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보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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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4) 소련계는 국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적용받지 않는 상태에서

소련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편, 1957년 “조소 이중국적자에 관한 협

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북한 공민 신분을 유지하였다.195)

앞서 언급한 대로, 소련계 일부는 초기부터 당 사업에 참여하였다. 1946

년 중순 소련당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허

가이, 박창식, 김영태, 김영수, 김열, 한일무, 김재욱, 이휘준, 장철 등 소

련계 9명에 대해 북한으로 국적을 바꾸게 하였다.196) 1920년대 확립된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 원칙’에 의거하여 당 사업에 참여하는 한인 공산

주의자들이 북한으로 전적해야 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197) 이들

가운데 김영수, 이휘준, 장철을 제외한 6명은 북로당 창립대회 중앙위원

이었고, 나머지 3명도 제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1948년 9월, 소련군 철수를 앞두고 민정국은 소련계 일부에게 잔류·이

적 등 향후 거취에 관해 물었다.198) 철군 이후 소련대사관, 통상대표부,

문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6, 문서함 18. 《대한정

책 자료》 1, 447~453쪽.

194) 〈소련이 1945년 8월 15일 이후 북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에서 근무하는 소련

국적 고려인에게 북조선정부가 훈장수여 동의를 소련정부에 요청한 고려인 명

단〉,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102, 목록 11, 문서함 45, 문서철 19.

《대한정책 자료》 1, 495~500쪽;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훈장의 수여를 지지하는 데 대하여〉, 러시아국립

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3, 문서철 1090, 163~170쪽. 《북한 문

제》, 184~190쪽.

195) 노영돈, 1990, 〈재소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5,

163~183쪽.

196) 김국후, 2013, 앞의 책, 108~113쪽. 한편 기광서는 이 결정이 1946년 6월 초 김

일성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허가이, 이동화, 기석복 등을 포함한 13명의 당적

전환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박창식, 김 엘리세이 안드레예비치,

김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김재욱, 장철, 김찬, 박 니꼴라이, 김영태, 문일, 태

성수이다. 〈쉬낀이 수슬로프에게〉,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55, 5쪽. 기광서, 2014, 〈북로당 창설과정에 대한 검토〉, 《북

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447쪽. 이와 별도로 평양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소련계 교원 50명의 전당 요청에 관해서는,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

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205, 72쪽. 기광서, 1998, 앞의 논문, 118쪽.

197) “돌아온 조선인 중국공산당원의 경우, 중공당적 포기와 조선로동당 가입이 의

무였다.” 서동만, 2005, 앞의 책, 182쪽.

198) 《레베제프 일기》, 1948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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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당증201) 잔류 여부 이적 여부 비고
김봉률 비당원 소련 국적 보유

김성훈 소공중위 필요하다면 잔류
김승화 소공중위 근무 가능 영구히는 아님

김일 25군 명령이라면 잔류
金日 수중(手中) 바라지 않음
김재욱 25군 자녀 문제 해결 시 잔류 소련 국적 보유

김찬 25군 장기 근무 가능 소련 국적 보유 자녀 한국어 구사

남일 소공중위 필요하다면 잔류
남학룡 소공중위 절대 남을 수 없음 소련에 가길 바람

문일 25군 바라지 않음 소련에 가길 바람

박동초 소공중위 자녀 문제 해결 시 근무 소련 국적 보유

박영 소공중위 명령이라면 잔류
박창식 25군 명령이라면 잔류 잔류 바라지 않음

방학세 소공중위 명령이라면 잔류 잔류 바라지 않음

신도준 수중 바라지 않음 군사 특기 없음

엄승렬 수중
정부 기관에서 근무

가능
소련 국적 보유

장주익 소공중위 필요하다면 잔류
장철 25군 기꺼이 잔류 북한 국적 이적 가족은 소련에

전성화 25군 당의 결정이라면 잔류 개의치 않음

정태국 수중 소련 국적 보유

천치억 소공중위 바라지 않음
채규형 소공중위 명령이라면 잔류
허가이 25군 자녀 문제 해결 시 잔류

<표 24> 1948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거취 의향(23명)

타스 통신과 신문사 등 소련 기관과 고문관·전문가 등이 북한에 남을 예

정이었고, 소련계도 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199) 강상호에 따르면 소련계

는 제25군 정치부에서 거취 의향을 밝히고, 잔류 여부를 정했다.200)

향후 거취에 관해 진술한 23명의 소련계 중 7명(<표24>에서 굵은 글씨

이름)은 북로당 제2차 당대회 중앙위원이었고, 남일은 후보위원이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위급이었던 소련계의 생각을 추측할 수 있다.

199) 《레베제프 일기》, 1948년 10월 2일자.

200) 〈강상호 인터뷰 : 1996년 6월 11일 페테르부르그 소재 강상호 자택〉. 김광운,

2003, 앞의 책, 684쪽.

201) ‘소공중위’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25군’은 25군 정치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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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레베제프 일기》 1948년 9월 13일자를 재구성.

분석 결과, 소수는 기꺼이 북한에 남겠다고 했으나, 대다수는 북한에 조

건부로 잔류하거나 또는 남을 수 없다고 하였다. 23명의 응답자 중 철군

이후 북한에서의 잔류·근무 의사를 밝힌 사람은 21명, 이적 의사를 밝힌

사람은 7명이었다. 잔류에 관해 언급한 21명 가운데 개의치 않고 북한에

잔류하겠다는 사람은 3명(14%)이었고, 나머지 18명(86%)은 조건부 잔류

내지 소련으로의 귀환 의사를 내비쳤다. 예컨대 문일이나 이북지역의 교

통·운수를 총괄한 남학룡은 북한에 “절대 남을 수 없다”고 하며 강한 귀

국 의사를 표명하였다. 소련으로의 귀환 의지는 1950년대까지 이어졌

다.202) 이적 의사를 밝힌 7명 중에는 장철만이 북한 국적으로 완전히 옮

기는 데 동의하였고, 나머지 6명은 소련 국적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소련계 당 중앙위원 7명은 장철을 제외한 모두가 ‘명령이라면’ 또는 ‘필

요하다면’과 같은 단서를 붙이거나, 자녀의 교육 문제 선결 또는 소련 국

적 보유 등 조건부 잔류 의사를 밝힘으로써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

였다. 이적 여부에 관해 의사를 표명한 3명 중 김재욱·김찬은 소련 국적

을 보유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밖에도 박일영·박길남이 소련 당적·국적을

유지하길 바랐고, 박창식·방학세는 잔류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

다.203) 소련계 가운데 사명감을 획득해 북한을 새로운 조국으로 여긴 이

는 없지 않았을 것이다.204) 그러나 대다수, 특히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던 이에게 조국이자 고향은 소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소련계가 내린 자체적 평가를 통해, 이들의 생각

202) 和田春樹, 2012, 앞의 책, 77~79쪽.

203) 김광운, 2003, 앞의 책, 684쪽.

204) 1996년 여름, 박영빈은 정창현과의 면담에서, “처음 북한에 들어갈 때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진 것은 아

니었으나, 당에 소속돼 있는 몸으로서 당의 명령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고 해서 북조선에 갔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점차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정창현, 2011, 앞의 책,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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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급하여 확인해보자. 1955년 12월 22일, 남일은 주북 소련대사 이바

노프(V. Ivanov)를 방문하여 심정을 토로하였다. 소련계의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부는 소련으로의 귀환을 택한 시점이었다. 남일은 대사

에게 소련계가 북한에 머무는 “10년 동안 현지 조선인들로부터 지지와

신임을 받지 못하며,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위급 소련계에게는 “고립되고, 폐쇄되었으며, 아랫사람을

배척하고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들은 “외따로 살았으

며, 그들만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따로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북

한의 “대내외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정치적 수준

과 실무능력을 제대로 고양시키지 않았으며, 지시하고, 관료주의적 행태”

를 보였다. 남일은 소련으로 귀환하려는 이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행

동을 교정하고, 대중을 획득하며, 개별 소련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소련계

전체를 매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옳지 않다는 것과 혁명사업에 대한

충실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205) 소련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남일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 증언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소

련계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해 본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희석시키고 정

치적 활로를 모색했을 것이다. 동시에 이 평가는 북한 정권 수립기 소련

계 일부가 스스로를 북한에 일체화시키지 못했고,206) 북한·소련공민이라

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녔으며, 일신상의 안락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207)

2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12월 22

일자, 《사료집》 73, 360~362쪽.

206) 1950년대 중반 북한으로의 국적 전환사업과 관련해 많은 수의 소련계가 소련

대사관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중 하나는 “소련공민 조선인들 일부가 범

한 과오를 모든 소련공민 조선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이 과

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다. 소련계의 횡적 결속력이 결코 높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1

월 13일자, 《사료집》 73, 371쪽.

207) 소련계에 대한 평가는 논자마다 제각각이었다. 정상진, 2005, 앞의 책, 88~89쪽;

박병엽은 소련계가 정치적 식견이 부족했다고 증언하였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

정창현 엮음, 2010, 앞의 책,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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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글은 북한 정권 수립기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

았다. 소련계는 북한 정권 수립기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맡아보았다.

당·정·군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와 직책에서 기술자·전문가라는 집단적

성격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점령군 보조 및 토착 민족

간부 양성이었음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어떤 특정한 정치경제

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8) 소련이 자국의 국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기치(旗幟) 아래 이들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계는 어디까지나 한인 공산주의자가 주

도하는 건국사업을 보조하는 위치일 수밖에 없었다.

소련계는 주로 당의 조직·운용·선전 분야에서 생각을 개진하였다. 특히

소련에서의 삶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역사’를 매개하여 당조직

강화 사업을 벌였다. 한편 소련계 대다수는 1950년대 후반까지 소련 국

적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북한 공민이 되지 않으려고 했거나, 또

는 북한 국적으로 옮기더라도 소련공민권을 말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

련계는 사회주의조국이 부과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대의(大義)를 위해

파견된 요원인 동시에 생활상의 편의를 적극 추구한 집단이었다.

이하에서 이 글의 연구사적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의 연구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자

료를 적극 활용해 소련계의 입북 이전 활동상과 입북 이후 집단적 지향

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집단전기학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해 ‘소

련파’의 존재가 제기한 연구사적 과제들을 해소하는 한편, 이들의 집단적

역사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북한 정권 수립기 활동한 다른 한인 공산주

의자 집단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아직 연구가 거의 이

뤄지지 않은 국내계, 연안계를 비롯해 빨치산파, 남로파 등에 대한 집단

전기학적 연구는 집단 자체의 역사적 성격을 밝힘과 동시에 1940~50년대

208) 당시 소련군은 소련계에게 “현지인들과의 친절한 접촉, 친목한 관계를 장려하

지 않았다.” 정상진, 2005, 앞의 책,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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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사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개인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입수하지 못하였다. 집단전기학의 관건은

특정 외연으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군상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다. 향후 자료를 추가적으로 입수한다면 풍성하고 다채로운 역사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시기 다른 한인 공산주의자 집단과의

비교가 부족하였다. 이 글은 우선 소련계의 집단적 면모를 밝히는 데 집

중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계, 연안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데

에는 북한과 중국의 자료 공개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셋째, 1950년대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지 못했다. 소련계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인

민군 및 중·조연합군으로 전속돼 직·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다. 더

하여 직책상의 이동은 향후 면밀히 규명돼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독자성 결여라는 소련계의 집단적 특성은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보인 분열상에서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1950년대 소련계에 대한 집단전기학적 연구가 요청된다. 이

러한 연구 과제들은 북한현대사를 새롭게 비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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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①
국명 한자명 노어명 성별 생년 몰년 출생지 이주 이주지 학력 전공 당원 교육 경력

1 강병률 1916 조선 이주 카자흐 사대 교장 집단농장 경리

2 강상호 姜尙昊
강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1909 2000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1930 당중위 시학

3 강소피야
강 소피야

스쩨파노브나
여 1915 연해주

4 강아나스타샤
강 아나스타샤

블라쏘프나
여 우즈벡

5 강영환

6 강용구
강 미하일

이바노비치
1910 1961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번역 1931 중앙당 문헌출판과

7 강일 1916 연해주

8 강정애 여 1908 연해주

9 강진 1900 연해주

10 고봉철 1919 연해주

11 고성운 고 표트르 1918 연해주

12 고히만 高熙萬 1909 연해주 전역 우즈벡 항공 비행 직장장

13 공률 1908 연해주

14 기바시리 기 바실리 1922 연해주

15 기석복 寄石福 기석복 1913 1979 연해주 학교 카자흐 대학 어문학 교장
원동 교육출판국

부국장

16 김광 金光 1914 연해주

17 김광빈 1912 연해주

18 김광현
김 이노겐치

파블로비치
1911 연해주

19 김금철 1919

20 김기석 金基石 1918 연해주

21 김기현 김기연 이바노비치

22 김길선 1914 연해주

23 김단 金丹 1912 1974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수물 교원 콜호즈 문화부장

24 김동수 1910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1930(후) 군 당지도원

25 김동순 1917 연해주

26 김동윤

27 김동철 金東哲 1912 연해주 학교 카자흐 대학 법학 교원 집단농장 당조직원

28 김동학 1920 연해주

29 김만석 1905 조선 이주 우즈벡 공산 교장 구역 당위원장

<부표 1>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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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30 김명석

31 김봉률 金鳳律 1917 1995 조선 불명

32 김봉수

33 김빠별 김 파베르 1913 연해주

34 김상호

35 김성률 1909 만주

36 김성화 金成和

37 김성훈
김 니꼴라이

알렉싼드로비치

38 김세일 金世一
김 세르게이

표도로비치
1912 2001 연해주 이주 사전 수물 교원 출판사 근무

39 김세일 1911 연해주

40 김송남

41
김승빈

(김병주)
1895 1981 조선 비 전문 1927 대학 원동 내무인민위원부

42 김승화 金承化 김승화 1915 1973 연해주 이주 대학 교원 시 당위원회 부부장

43 김알렉산드르
김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1922 연해주

44 김알렉산드르
김 알렉싼드르

막씨모비치
1911 1992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교장 신문사 편집국장

45 김연태

46 김렬 金烈 1918 연해주 미상 대학 정부기관

47 김영삼 金永三 1910 1953 연해주 이주 전문 동력학 수력발전소 소장

48 김영수 金永洙 1917 연해주

49 김영수

50 김영철 김 모이세이 1911 연해주 이주 1939 구역 공청 비서

51 김영철 김 필립프 1918 1986 연해주 우즈벡 사대

52 김영태 1920 연해주

53 김영활 1910 1978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중국어 교장 조선극장 지배인

54 김영희 여 1910 연해주

55 김용선 김용선 니꼴라예비치 1917 1988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어문학 대학

56 김용수 1906 연해주

57 김용택 1917 연해주

58 김우현 1917 연해주

59 김원길 金元吉 1912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역사 교원

60 김원무 1910 연해주

61 김원봉 金元鳳 1910 연해주

62 김이노겐치
김 미하일로비치

이노겐치
1919 연해주

63 김일
김 끌리멘뜨

안드레예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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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김일 金日
김 레오니드

유리예비치
1920 1987 조선 이주 우즈벡 사대 역사 교원

65 김일순 1920 연해주

66
김재욱

(김두운)
金宰旭 김 미포지 1909 연해주 미상 공산 구역당 근무

67 김종만 1927 연해주

68 김주봉 1910 연해주

69 김진 1913 연해주

70 김찌모페이
김 찌모페이

바실리예비치
1917 1991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교장

71 김찬 金燦
김 빠벨

찌모폐예비치
1905 1992 연해주 이주 우즈벡 대학 1931 시 당위원회 제2비서

72 김찬

73 김찬석 1920 연해주

74 김창국 1916 1981 연해주 이주 우즈벡 전문 수학

75 김창수 1913 연해주 미상 군사

76 김철수 1920 연해주

77 김철우 金哲友 김 트로핌 1909 연해주

78 김철운 1904 조선 이주 우즈벡 대학 법학 교장 집단농장 부회장

79 김춘삼 金春三 1914 1988 조선 미상

80 김춘일 1920 연해주

81 김칠성 金七星 김칠성 니꼴라이 1926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교원

82 김태건 1916 연해주

83 김택영 金澤泳 1912 연해주

84 김파

85 김하연 1911 연해주

86 김학인 金學仁
김 바실리

이바노비치
1913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법학 시 검찰소 예심원

87 김학인

88 김학천 1915 1978 연해주 이주 우즈벡 교원 집단농장 경리부단장

89 김해경 여 1918 연해주

90 김호
김 꼰스딴찐

모이세예비치
1912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경제 도당 재정부장

91 김호 1911 연해주

92 김희철 1912 연해주

93 남봉식 南鳳植 1910 조선 이주 우즈벡 사전 집단농장 문화사업

94
남세명

(남선용)

남 시묜

찌포페예비치
1910 1978 연해주 이주 카자흐

95 남일 南日
남 야코프

페트로비치
1913 1976 연해주 미상 대학 수물 교원

96 남창섭 1914 연해주

97 남학룡 남 안드례이 1913 1977 연해주 졸업 카자흐 대학 기차 토서철도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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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모폐예비치

98 리광수

99 리근 1910 연해주

100 리동건 李東建 1915 연해주

101 리동화 李東華
리 바실리

페도로비치
1901 1980 유대인 비 의학 의학 1927 소비조합 조합장

102 리리타 여 1922 연해주

103 리문일 李文日 1912 1990 연해주 이주 사대 역사 1940 교장
집단농장 당위원회

비서

104 리미포지 1920 연해주

105 리봉길 李奉吉 1917 연해주

106 리블라지미르
리 블라지미르

찌호노비치
1914 1971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어문학 교원

107 리비딸리
리 비딸리

미하일로비치
1923 2002 연해주 이주 사대 기계

108 리빠벨 리 빠벨 빠블로비치

109 리세묜 1912 연해주

110 리알렉세이 1917 연해주

111 리영발 1912 연해주

112 리영파 1917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역사 교원 원동 철도관리국

113 리용석 李勇碩 1913 연해주 이주 전문 농업 국영농장 총괄

114 리죽성

115 리증원

116 리철준
리가이 알렉산드르

야꼬블례비치
1918 연해주 이주 우즈벡 국립은행 총괄회계사

117 리학복

118 리허구 1902 연해주

119 리히준 李輝俊
리 바실리

찌모페예비치
1906 1966 유대인 이주 우즈벡 전문 도당 조직부 간부부장

120 림용검 림용검 1920 1983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고중 1941 구역 엠떼스 부기부장

121 림창순 1909 연해주

122 림하 林河 1911 1971 연해주

123 마가이표도르
마가이 표도르

씨묘노비치
1915 1948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전 수물 교장

124 명월봉 1913 1991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어문학 교원

125 문소피야
문 소피야

니꼴라예브나
여 1914 연해주

126 문일 文日
문 유리

알렉세예비치
1912 연해주

127 문콘스탄친 1918

128 박게라심 1906 연해주

129 박기호 朴基鎬 1888 조선

130 박길남 朴吉南
박 니꼴라이

니꼴라예비치
1911 1987 연해주 미상



- 69 -

131 박길룡 朴吉龍
박 발렌친

꼰스딴치노비치
1919 연해주 사대

132 박길룡

133 박니꼴라이
박 니꼴라이

아르센찌예비치

134 박덕환 朴德煥 1917 조선 이주 카자흐 대학 수물 교장

135 박동초 박동초 1915 연해주

136 박드로페이 1905 연해주

137 박라오니드 1953

138 박미론 1920 연해주

139 박병률 朴秉律
박 니까노르

예밀리야노비치
1906 1998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수물 교원

140 박병섭 1908 연해주

141 박봉길 1916 연해주

142 박사현 1913 연해주

143 박성규 1909 연해주

144 박세봉
박 다로페이

빠블로비취

145 박알렉세이 1908 연해주

146
박애현

(이애련)
여 1912 연해주 미상 사대 생물

147 박에오드니

148 박영 朴英
박 알롁세이

니꼴라예비치
1915 1992 조선 이주 우즈벡 대학 역사 1941 대학 초급 당위원장

149 박영국

150 박영빈 朴永斌 1907 1998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수물 교장

151 박영성

152 박발렌친 1905 연해주

153 박용삼

154 박원국

155 박원무 미상 전문 전기 발전소 지배인

156 박의완 朴義玩 1917 연해주 미상 카자흐 사전 교장 시 당위원회 부장

157 박일 朴一
박일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1910 연해주 카자흐

158 박일무
박 표트르

이바노비치
1918 1985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수물 교장 공청 비서

159
박일영

(황수남)
朴一英 1910 연해주

160 박진 1920 연해주

161 박창선
박 알롁쎄이

알렉싼드로비치
1915 1975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어문학 1941(후) 교원

162 박창식 朴昌植
박 일라리온

드미뜨리예비치
1905 연해주 미상 사전 교원 집단농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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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박창옥 朴昌玉 1911 1959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교원 구역 당위원회 부장

164 박창원

165 박춘 朴椿
박 꼰쓰딴찐

이바노비치
1919 1950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교원

166 박치흔 1913 연해주

167 박태섭 朴泰燮 1915 연해주

168 박태준 朴泰俊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교원

169 박태화 1920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역사 교원

170 박표돌 1918 연해주

171 박표트르

172 박형식
박 표트르

가브릴로비치
1909 1979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구역 교육부 부부장

173 박희준

174 방발렌친 1920 연해주

175 방충걸 1909 연해주

176 방학세 方學世
방 니꼴라이

이그나찌예비치
1914 1992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법학 주 책임검사

177 배바시리 1910 연해주

178 서용선 1915 연해주

179 서준식

180 서춘식 서 보리스 1909 연해주

181 송예현 1908 1987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1931 시 총매점 중앙창고장

182 송원식 1909 1993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1927 집단농장 당위원장

183 송진파 1914 1990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교장

184
송희연

(송희영)
여 1918 연해주

185 신길만
신 발렌친

미하일로비치
1909 연해주

186 신도준
신 표트르

빠블로비치

187 신천택 1915 연해주

188 신철 1913 연해주

189 신태봉 1918 연해주

190 심수철 심 일리야 1921 1997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교원 시 교육부시학

191
안동수

(안조산)
安東洙

안 블라지미르

쓰쩨빠노비치
1920 1950 연해주 미상 우즈벡

192 안운경 1908 1964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수물 교원 원동 교육부

193 안일

194 안창석
안 알렉산드르

마카로비치
1900 연해주

195 안철 1913 연해주

196 양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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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양기형 1911 연해주

198 양만석

199 양영순 楊永筍

200 엄니나 여 1923 연해주

201
엄승렬

(엄기봉)
嚴承烈

엄 니꼴라이

이바노비치
1908 1978 연해주 이주 우즈벡 대학 수물 1930 교장 시 계획위원회 과장

202 엄일 1908 연해주

203 오기찬 吳基燦 1904 연해주 미상 우즈벡

204 오기홍 1908 연해주

205 오기환

206 오성화 1906 1976 만주 이주 카자흐 공산 1928 집단농장 당조직원

207 오완묵 1912 만주 미상 대학

208 오학선
오가이 표트르

이바노비치
1917 연해주

209 원성철 1920 연해주

210 유가이표도르

211 유금석 1915 연해주

212
유도승

(유도순)
兪道勝 1907 연해주

213 유성걸
유가이 니꼴라이

안드레예비치
1920 1995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어문학 1945 교원

214 유성철 兪成哲
유 보리스

빠블로비치
1917 1995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어문학 신문사 정판공

215 유성훈 1906 1966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역사 교장

216 윤성복 1913 1965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교원 집단농장 문화일꾼

217 이달진 李達進 미상 집단농장 근무

218 이동석 연해주 미상 우즈벡 전문 농학

219 이명석 1920 연해주

220 이바실리
이 바실리

블라지미로비치
1926 2001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업 교원

221 이봉호 1920 연해주

222 이세호 1920 연해주

223 이승권 1904 연해주

224 이신팔 李信八 미상 대학 우즈벡 정부기관

225 이임성 1913 연해주

226 이정동 1911 연해주

227 이종인 李宗仁 1917 연해주 우즈벡

228 이철우 1920 연해주

229 이청송 李靑松 1912 1950

230 이춘백 李春白 1910 1993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역사 교장

231 이춘백 리사남 1917 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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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남)

232
이황룡

(이학룡)
李學龍 1915 연해주 미상 사대 어문학 교장 지역 당위원장

233 이훈일

234 임효범 임 콘스탄친 1912 연해주

235 장남익
장 보리스

니꼴라예비치
1910 1950 연해주 학교 카자흐 대학 수물 교장

236 장명진

237 장보리스 우즈벡

238 장순희 장 도냐 여 1915 연해주

239 장이완 1917 연해주

240 장익환 張益煥 1915 연해주 미상 사전 교원

241 장일수 1915 연해주

242 장주익 장주인 1909 연해주

243 장철 張撤
장 니꼴라이

니끼뽀로비치
1914 1995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전 구역 당지도원

244 장하일 長河一 1905 졸업 대학 출판사

245 장학봉 1917 2009 연해주 이주 카자흐 대학 역사 교원 집단농장 문화부장

246 전동인 1912 1982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도서 교원

247 전동혁 田東赫 전동혁 1910 1985 연해주 미상 우즈벡 사대 어문학 신문사 근무

248 전문덕 1922 연해주

249 전성화 全成華 1906 만주

250 전승남 전승남

251 전승철

252 전일 1917 연해주

253 전학준 全學俊 1917 미상 우즈벡 초중

254 정국록 鄭國祿 1916 1988 조선 학교 카자흐 사대 어문학 교장

255 정라렉세이 1920 연해주

256
정률

(정상진)
鄭律 정 유리 다닐로비치 1918 2013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어문학 교원

257 정응동 1906 연해주

258 정일리야 1907 연해주

259 정정문

260 정철우 鄭哲祐 1916 1977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교장 집단농장 관리위원장

261 정춘옥 여 1904

262 정태국 정태국 1917 연해주

263 정태성 1912 연해주

264 정학준 鄭學俊 1920 연해주 불명 초중

265 조금송 趙今松 조선 불명 공업 공학 공장기사

266 조기천 趙基天 1913 1951 연해주 유학 사대 어문학 대학 신문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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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조내숙 1917 연해주

268 조영철 1909 1980 조선 이주 카자흐 사전 수물 교원

269 조영철 연해주

270 조일복 1913 연해주

271 조해숙 조 발렌찌나 여 1917 연해주 이주 카자흐 사대 어문학 교원

272 주광무 주 마트베이 1907 연해주

273 주청준

274 지석진

275 지용수 1922 연해주

276 채규형
채 이노겐찌

안또노비치
1915 연해주

277 채용국 채용국 불명

278 채정애
채 타마라

안토노브나
여 1921 연해주

279 천률 千律
천 유리

알렉싼드로비치
1914 1962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역사 1944 교원

280 천영환

281 천이완 千義玩
천 이반

알렉싼드로비치
1919 1989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지리학 교원

282 천이완 1918 연해주

283 천치억 千治億 1912 1989 연해주 이주 카자흐 전문 자동차 전문
주 자동차총관리국

국장

284 최봉수 미상 카자흐

285 최발렌친

286 최원 1910 연해주

287 최원일 1912 연해주

288 최일 崔一 1913 연해주 미상 우즈벡 전문 경제

289 최종학 崔鐘學 1908 1961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구역 당위원회제2비서

290 최중길 1917 연해주

291 최찌혼루키치 최 찌혼 루키치 1904 연해주 비 전문 수물 교원

292 최찬극 1916 연해주

293 최창환 1912 연해주

294 최철환
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1910 조선 학교 우즈벡 대학 수학 대학

295 최표덕 崔表德
최 표트르

이바노비치
1905 1973 연해주 비 군사 1929

296 최학일 1909 연해주

297 최한극 1915 1975 연해주 이주 사대 교원

298
최홍국

(최홍극)
崔興國 최 아나톨리 1906 연해주

299 태성수 1908 연해주

300 한성천 韓成泉 1911 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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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한세경

302 한일무 韓一武 1908 1972 조선 이주 우즈벡 공산 집단농장 당위원장

303 허가이 許哥而
허가이 알롁세이

이바노비치
1908 1953 연해주 이주 우즈벡 공산 1930

구역 당위원회

제2비서

304 허금산 1909 연해주

305 허모세이 1922 연해주

306 허빈 許彬 1912 연해주 학교 카자흐 사대 어문 교원 집단농장 경리단장

307 허세봉 1912 연해주

308 허익 許翼 1911 1966 연해주 졸업 카자흐 대학 대학

309 허학철 許學哲 1922 1990 연해주 이주 우즈벡 전문 자동차 공청회

310 현히안 1917 1970 연해주 이주 우즈벡 사대 역사지리 1942 교원

311 황금철 1924 연해주

312 황성복
황 발렌찐

이바노비치
1918 연해주 전역 우즈벡 사대 지리학 교장

313 황영활 1918 연해주

314 황호림
황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1909 1978 연해주 비 군사

출 처: 임은, 1982, 《(북한)김일성왕조 비사》, 한국양서; Kim G.N., Men D.V., 1995, Istoriya i Kul'tura Koreytsev Kazakhstana, Gylym; Tsoy

Bronya, 2003, Entsiklopediya koreytsev Rossii, RAYEN.;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

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

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등을 종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비 고:

1.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①, ②는 1차 자료·2차 문헌·증언 등을 종합하여 만든 표이다.

2. 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항목에 따라 표본의 수가 상이하다. 예컨대 ‘생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53명인데 비해 이

주형태 정보의 경우,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또는 이주의 형태를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이주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20명이다.

향후 자료를 입수함에 따라 표를 보완할 예정이다.

3. ‘국명’의 경우, 학계에서 주로 쓰는 방식을 따라 적었지만, 소련계 조선인의 기억을 인용하거나 또는 소련 자료에 나타난 이름을 음차하

기도 하였다. 러시아 이름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은 오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희만의 경우, 한자로는 고희만이지만 소련계 조선인들은

그를 ‘고히만’으로 기억하였다. 이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표에서 정확한 국명, 한자명, 노어명을 획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본명이나

이명(異名)을 괄호 안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4. ‘한자명’의 경우, 문헌에서 확인된 사람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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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어명’의 경우, 문헌에서 확인된 사람만 기재하였다. 표기 순서는 대개 성(familiya), 이름(imya), 부칭(otchestvo)으로 하였다. 한국어

또는 노어로 확인했더라도 한국어로 통일하였다.

6. ‘성별’의 경우, 여자는 ‘여’로 표기하였고, 남자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7. ‘생년’의 경우, 소련계 조선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소련 자료에서도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사실여부를 정

하였다. ①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② 소련 및 러시아 자료 ③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

트들》, 한울 ④ 기타. 자료 ①은 2009년 타계한 고(故) 장학봉 옹(翁)의 노고가 담긴 것으로, 비록 회고와 증언을 모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1차 사

료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 ②는 소련 및 연방공화국당국이 생산한 것들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만, 생년이

나 입북년도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차이는 대개 근소하였다. 자료 ③은 고려인유가족후원회가 자체 조사한 명단을 수록하고

있어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를 작성하는 데 유용했지만, 오류와 누락이 적지 않았다.

8. ‘몰년’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9. ‘출생지’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또한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가장 큰 단위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예컨대 강병률

의 경우,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으므로 ‘조선’으로 썼다. ‘유대인’은 연해주 북서쪽에 자리한 오늘날의 ‘유대인 자치주’(Yevreyskaya avtonomnaya

oblast') 지역을 의미한다.

10. 이주의 형식을 나타내는 ‘이주’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1937년 강제이주 명령에 따라 이주했으면 ‘이주,’ 학교를 따

라 이주했으면 ‘학교,’ 유학 도중 이주했으면 ‘유학,’ 졸업과 함께 이주했으면 ‘졸업,’ 전역 후 이주했으면 ‘전역,’ 이주 정황이 불분명하나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미상,’ 이주하지 않고 있던 곳에서 계속 근무했으면 ‘비,’ 이주에 관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명’이라고 줄여 표기하였다.

11. ‘이주지’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카자흐스탄소비에트스사회주의공화국은 ‘카자흐’로,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은 ‘우즈벡’으로 각각 줄여 표기하였다.

12. 최종학력을 나타내는 ‘학력’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초급중학교는 ‘초중,’ 고급중학교는 ‘고중,’ 군사학교는 ‘군사,’ 공

업대학은 ‘공업,’ 당 학교나 공산대학은 ‘공산,’ 전문학교나 전문대학은 ‘전문,’ 사범전문은 ‘사전,’ 사범대학은 ‘사대,’ 대학교는 ‘대학,’ 항공학교는 ‘항

공,’ 의학교는 ‘의학’으로 줄여 표기하였다.

13. ‘전공’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14. ‘당원’은 소련공산당에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가입한 년도이다.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15. 입북 이전 교육 분야에서의 경력을 나타내는 ‘교육’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대학이나 사범대학, 사범전문 등에서 교

원을 했을 경우 ‘대학,’ 전문학교에서 교원을 했을 경우 ‘전문,’ 고급중학교 등 중·하급 교육기관의 장을 역임했을 경우 ‘교장,’ 고급중학교 등 중·하

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교원’으로 줄여 표기하였다.

16. 입북 이전 교육과 군을 제외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나타내는 ‘경력’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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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②
국명 입북 제1차 당대회 제2차 당대회 50.2 출북

1 강병률 1948 168) 중앙 노동당학교 교사 1960

2 강상호 1945 95) 만경대 특수학교 부교장 1959

3 강소피야 1948 93) 러시아어대학 교수

4 강아나스타샤 1956

5 강영환

6 강용구 1945 1946

7 강일

8 강정애

9 강진

10 고봉철 1947 81) 개성교육대 러시아어 강좌부 강좌장

11 고성운 1945

12 고히만 1945 99) 고희만 산업상

13 공률 98) 회계검사성 부상

14 기바시리

15 기석복 1945 노동신문 주필(29) 152) 《노동신문》 편집장 1957

16 김광 1947 119) 산업성 대외무역국 부국장

17 김광빈

18 김광현 1946 125) 김관현 공영 시설관리성 부상

19 김금철 78) 청진교육대학 러시아어 교수

20 김기석 1945

21 김기현 1948 80) 청진교육대학 러시아어 교수

22 김길선

23 김단 1945 132) 김책 부수상 비서 1960

24 김동수 1950 1960

25 김동순

26 김동윤 1946 56) 김일성대 물리수학 강좌장(과장)

27 김동철 1945 128) 북조선 최고재판소 부원장

28 김동학 1946 129) 법무성 부상

29
김만석

(김두환)
1945 4) 내무성 대중교화 사업국 부국장

30 김명석 22) 인민군 제2사단 대중교화사업 부부장

31 김봉률 1945 20) 인민군 포병사령관

32 김봉수 1945 106) 농업성 가축국장

<부표 2>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 경력 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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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빠별 1945

34 김상호 156) 강원도 노동당 위원장

35 김성률 1945 122) 노동성 사회보장과장

36 김성화 1945

37 김성훈 1946

38 김세일 1945 1954

39 김세일

40 김송남 1946 16) 인민군 위생부장

41
김승빈

(김병주)
1947

42 김승화 1946 중앙당학교장(28) 53) 김일성대 부총장
1956

?

43 김알렉산드르 1946

44 김알렉산드르 1945 1950

45 김연태

46 김렬 1945 함남도당위원장(19) 함남도당위원장(15) 130) 내각 업무국장

47 김영삼 1946 100) 산업성 부상

48 김영수 1945 함북도당위원장(56) 137)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49 김영수 1945

50 김영철 1947 166) 중앙 노동당학교 교사

51 김영철 1946 1959

52 김영태 당청년사업부장(9)

53 김영활 1945 1961

54 김영희

55 김용선 1946 173) 김일성대학교 위원장(당?) 1950

56 김용수 136) 《민주조선》 편집장

57 김용택 36) 인민군 제2정치학교 교관

58 김우현 1947 38) 인민군 해군사관학교 교장

59 김원길 1947

60 김원무

61 김원봉 1945

62 김이노겐치 1946

63 김일 1945

64 김일 1945 19) 인민군 교육부 부부장 1956

65 김일순 1947 83) 정치대학 러시아어 교수

66 김재욱 1945 평남도당위원장(20) 평남도당위원장(13) 103) 농림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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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운)

67 김종만 1947

68 김주봉

69 김진

70 김찌모페이 1948 1958

71 김찬 1945 중앙은행총재(6, 검열) 중앙은행총재(61) 115) 재무성 부상 1956

72 김찬

73 김찬석 84) 김창석 러시아어대학 교수

74 김창국 1945 1958

75 김창수 159) 자강도 노동당 부위원장

76 김철수 57) 김일성대 교수

77 김철우 1945 167) 중앙 노동당학교 교사

78 김철운 1945 37) 인민군 공병장교학교 선임교관

79 김춘삼 1945

80 김춘일 1945 116) 재무성 예산국 부국장

81 김칠성 1947 49) 김철성 인민군 해군 참모부 작전과장

82 김태건 1945 21) 김태권 인민군 제1사단 대중교화사업 부부장

83 김택영 1945 141) 김택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률부장

84 김파 1945

85 김하연 1948 77) 개성교육대학 부학장

86 김학인 1946 12) 인민군 검사

87 김학인 1946

88 김학천 1945 23) 인민군 제3사단 대중교화사업 부부장 1959

89 김해경 1948? 79) 김해견 평양교육대학 러시아어 교수

90 김호 1946 169) 소비조합 중앙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62

91 김호

92 김희철

93 남봉식 1945 172) 중앙라디오 방송국 부국장 1958

94
남세명

(남선용)
1945 1960

95 남일 1946 인민위원회교육부국장(11, 후보) 50) 교육성 부상

96 남창섭 1947

97 남학룡 1946 109) 평강철도국장 1961

98 리광수 10) 내무성 정치보위부 부부장

99 리근 126) 리궁 문화선전성 번역과 과장

100 리동건 1946 124) 소련 주재 북조선 대사관 1등서기

101 리동화 1945 임시인민위원회보건부국장(5, 검열) 인민위원회보건부국장(49) 121) 보건성 부상 1960

102 리리타

103 리문일 1946 135) 북조선 중앙통신 사장 1961

104 리미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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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리봉길 1945

106 리블라지미르 1945 1947

107 리비딸리 1948 1955

108 리빠벨 1948

109 리세묜 9) 리세명 평양시 부정치부장

110 리알렉세이

111 리영발 1953

112 리영파 1948 63) 리영화 종합기술대학 교수 1962

113 리용석 1946 104) 농림성 재배국장

114 리죽성 1948 72) 평양 러시아어대학 교수

115 리증원 1948 70) 원산교육대학 부학장

116 리철준 1948 117) 북조선 국립은행 부행장 1956

117 리학복 1948 71) 평양교육대학 학장

118 리허구 28) 리허규 인민군 군율과장

119 리히준 1945 인민위원회간부국부국장(26) 133) 간부관리국 부국장 1962

120 림용검 1947 85) 림영겸 러시아어대학 교수 1956

121 림창순

122 림하 1945

123 마가이표도르 1945

124 명월봉 1948 58) 김일성대 교수 1958

125 문소피야 1948 91) 평양의과대학 교수

126 문일 1945 131) 수상 비서 전쟁

127 문콘스탄친

128 박게라심

129 박기호 1945 171) 《로동자 신문》 편집장

130 박길남 1945 31) 인민군 공병대장 1958

131 박길룡 1945 154) 평안북도 노동당 위원장

132 박길룡 170)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133 박니꼴라이 1946

134 박덕환 1946 145) 정치경제과학 아카데미 교수 1960

135 박동초 1946 123) 외무성 부상

136 박드로페이

137 박라오니드 1947

138 박미론

139 박병률 1947 164)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학교 부학장 1959

140 박병섭 1945 111) 통신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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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박봉길

142 박사현 157) 황해도 노동당 부위원장

143 박성규

144 박세봉 1945 155) 함경북도 노동당 부위원장

145 박알렉세이 1945

146
박애현

(이애련)
1946 55) 김일성대 교수

147 박에오드니

148 박영 1946 153) 함경남도 노동당 위원장

149 박영국 1945

150 박영빈 1945 144) 정치경제과학 아카데미 부원장 1961

151 박영성 당노동부장(63)

152 박발렌친

153 박용삼 2) 내무 부상

154 박원국 1946 102) 65공장 선임기사

155 박원무 1946

156 박의완 1945 108) 교통성 부상 1958

157 박일 1946

158 박일무 1945 30) 박일우 인민군 탱크여단장 부관 1959

159
박일영

(황수남)
1946

160 박진 73) 평양 러시아어대학 교수

161 박창선 1946 86) 러시아어대학 학장 1962

162 박창식 1945 평양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6) 평양시인민위원회부위원장(37) 138)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63 박창옥 1945 당선전부장(11) 151)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164 박창원 1945 47) 특전과 교육과장

165 박춘 1945 165) 중앙 노동당학교 교사

166 박치흔

167 박태섭 1945 1957

168 박태준 1945 134) 문화검열부 부부장

169 박태화 1948 163) 중앙 노동당학교 교육부 교사 1958

170 박표돌

171 박표트르

172 박형식 1945 147) 사동정치학교 교사 1961

173 박희준 1945

174 방발렌친

175 방충걸 142) 박춘걸 황해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76 방학세 1946 인민위원회내무국정보처장(52) 1) 내무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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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배바시리

178 서용선 1948 15) 서용신 인민군 무력부부장

179 서준식 1948

180 서춘식 1945 69) 함흥산업대학 부학장

181 송예현 1945 113) 송영현 통신성 조달국장 1958

182 송원식 1945 160) 송원석 평양시 노동당 부위원장 1961

183 송진파 1948 54) 송진화 교육성 출판국장 1957

184
송희연

(송희영)

185 신길만

186 신도준 1945 44) 인민군 제1사관학교 선임교관

187 신천택 1946 112) 통신성 선임기사

188 신철 1948 162) 중앙 노동당학교 교육부 교사

189 신태봉 1947 90) 교과서 출판국 부국장

190 심수철 1947 59) 김일성대 교수 1962

191
안동수

(안조산)
1945 25) 탱크여단 대중 교화부 부부장

192 안운경 1954 1960

193 안일 1945

194 안창석 1946 101) 석탄 산업국 부국장

195 안철

196 양계섭 143) 검열국 부국장

197 양기형

198 양만석 1945 41) 인민군 제2정치학교 선임교관

199 양영순

200 엄니나

201
엄승렬

(엄기봉)
1945 96)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1957

202 엄일

203 오기찬 1945 1958

204 오기홍 1947 114) 오기흔 통신학교 교육부장

205 오기환 29) 인민군 《인민군》 편집장

206 오성화 1947 158) 평안남도 노동당 위원장 1960

207 오완묵 140) 《새조선》 편집장

208 오학선 1945 107) 농업성 평강 국영농장 부농장장

209 원성철 1945 120) 원석철 산업국 부국장

210 유가이표도르



- 82 -

211 유금석

212
유도승

(유도순)
1945 118) 산업성 부상

213 유성걸 1945 24) 인민군 비행사단 정치부 부부장 1960

214 유성철 1945 35) 인민군 작전과장

215 유성훈 1945 146) 정치경제과학 아카데미 교수 1959

216 윤성복 1945 6) 평안북도 정치부장 1961

217 이달진

218 이동석

219 이명석 1947 66) 함흥산업대학 교수

220 이바실리 1947 전쟁

221 이봉호 1947 92) 함흥의과대학 교수

222 이세호 1947 39) 인민군 해군사관학교 부교장

223 이승권 27) 인민군 후방 병참부 부부장

224 이신팔

225 이임성

226 이정동

227 이종인 1945 26) 인민군 통신연대장

228 이철우 1947 64) 종합기술대학 교수

229 이청송 1945 13) 인민군 제2사단 사령관

230 이춘백 1945 40) 인민군 사관학교 선임교관 1957

231
이춘백

(리사남)
1946 82) 청진교육대학 부학장

232
이황룡

(이학룡)
1948

233 이훈일

234 임효범 1945

235 장남익 1945 65) 종합기술대학 교수

236 장명진 1945 97) 국가계획위원회 농림과장

237 장보리스 1945

238 장순희 1947 94) 교육대학 교수

239 장이완

240 장익환 1946 51) 교육성 고등교육국장

241 장일수 87) 러시아어대학 교육부 부과장

242 장주익 1946 161) 중앙 노동당학교 교육부 부부장

243 장철 1945 황해도당부위원장(57) 139) 철산 종합광산 지배인 1959

244 장하일 1957

245 장학봉 1945 148) 사동정치학교 교사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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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전동인 1948 61) 정동인 김일성대 교수 1958

247 전동혁 1945 1957

248 전문덕

249 전성화 1945 중앙당학교장(38)

250 전승남 1948 89) 러시아어대학 교수

251 전승철 1946 60) 김일성대 교수

252 전일

253 전학준 1945 32) 포병 제1장교 학교 부교장

254 정국록 1945 1961

255 정라렉세이

256
정률

(정상진)
1945 62) 김일성대 교수 1957

257 정응동

258 정일리야

259 정정문 1948 74) 원산교육대학 강좌장

260 정철우 1946 3) 내무성 중앙정치학교 교장 1959

261 정춘옥

262 정태국 1945 42) 전태국 인민군 제1정치학교 선임교관

263 정태성 1946 52) 전태선 교육성 출판국장

264 정학준 1945

265 조금송 1948

266 조기천 1945

267 조내숙

268 조영철 1945 1960

269 조영철

270 조일복

271 조해숙 1947 1960

272 주광무 1947 7) 황해도 정치부장

273 주청준 1945 18) 인민군 해군 교육부장

274 지석진 1946

275 지용수 1947 88) 러시아어대학 교수

276 채규형 1946 127) 채규현 북조선 검찰청 부총장

277 채용국

278 채정애 1948 67) 채정애 평양정치대학 교수

279 천률 1945 34) 천율 인민군 문화부 선동선전과장 1959

280 천영환 8) 내무성 출입관리국장

281 천이완 194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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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천이완

283 천치억 1946 110) 천지역 교통성 부상 1961

284 최봉수

285 최발렌친 1945

286 최원

287 최원일

288 최일 1948 68) 정치대학 러시아어부 강좌장

289 최종학 1945 17) 인민군 군사정치학교 교장

290 최중길

291 최찌혼루키치 1945 1958

292 최찬극

293 최창환

294 최철환 1945

295 최표덕 1948 1953

296 최학일 1945 33) 포병 제1장교 학교 정치부 부부장

297 최한극 1947 45) 인민군 공병비행사단 부사단장 1962

298
최홍국

(최홍극)
1945 14) 인민군 후방사령관

299 태성수 1945 당기관지 주필(23) 교원신문 주필(32)

300 한성천 1945 46) 인민군 제6사단 대중교화사업단 부단장

301 한세경 1945

302 한일무 1945 강원도당위원장(22) 강원도당위원장(21) 11) 민족보위성 부상 1961

303 허가이 1945 당조직부장(5) 당부위원장(4) 150)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304 허금산 1945 105) 농업성 국영농장 국장

305 허모세이

306 허빈 1946 76) 신의주교육대학 학장

307 허세봉

308 허익 1946 75) 원산교육대학 학장

309 허학철 1945 48) 인민군 검열관 1961

310 현히안 1945 149) 사동정치학교 교사 1959

311 황금철 43) 인민군 제2사관학교 선임교관

312 황성복 1945 5) 내무성 경비국장 1956

313 황영활

314 황호림 1946 1948

출 처: 임은, 1982, 《(북한)김일성왕조 비사》, 한국양서; Kim G.N., Men D.V., 1995, Istoriya i Kul'tura Koreytsev Kazakhstana, Gylym; Tsoy

Bronya, 2003, Entsiklopediya koreytsev Rossii, RAYEN.;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

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선인; 장학봉 엮음, 2006,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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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인문화사; 박종효 엮음,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선인; D.V. Shin, B.D. Pak, V.V. Tsoy, 2011, Sovetskiye koreytsy

na frontakh Velikoy Otechestvennoy voyny 1941-1945 gg., IV RAN.; 김국후, 2013,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2014,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경북대학교출판부 등을 종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비 고:

1. 입북년도를 나타내는 ‘입북’은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상충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부표 1>의 비고 7번과 동일한 원칙을 적

용하였다. 추후 자료를 추가해 보정하려고 한다.

2. ‘제1차 당대회’는 제1차 당대회 시점(46.8)에서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직책과 서열을 기재한 것이다.

3. ‘제2차 당대회’는 제2차 당대회 시점(48.3)에서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직책과 서열을 기재한 것이다.

4. ‘50.2’는 〈1950년 2월 23일 북조선 외무성에서 조선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나타난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번호, 이름,

직책을 기재한 것이다. 이름은 ‘국명’과 다른 것을 적어 놓았다.

5. 출북년도를 나타내는 ‘출북’은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기재하였다. ‘전쟁’은 6·25전쟁 중 전사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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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기고 현황

《근로자》 (1946.11~1950.6)

필자 제목 주제 년월 호수
허가이 노동당 유일당증수여에 대하야 당건설 46년 11월 2

허가이 당長成과 당조직 급 당정치사업에 대한 제과업 당건설 47년 1, 2월 3, 4

박창옥 북조선노동당규약解釋 당건설 47년 3월 5

박일 변증법적유물론은 맑스-레닌당의 세계관이다 이론 47년 3월 5

박일 당선전의 의의 당건설 47년 6월 6

장하일 신민주주의와 조선 이론 47년 12월 10

기석복 쏘련공산당 볼쉐위끼력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상적 무기이다 당사연구자료 48년 1월 1

장하일 맑스주의 유물론에 대하여 이론 및 선전 48년 3월 3

기석복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당사 강좌 크림전쟁 당사연구자료 48년 3월 3

김승화 레닌적 <이쓰크라>신문과 로씨야에서 혁명적 맑스주의당 건설 당사연구자료 48년 4월 4

박창옥 당교양사업에 있어서 자습체계를 고상한 질적 수준에 제고시키자 당생활 48년 6월 6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의 근본원칙 국내문제 48년 6월 6

기석복 로씨야에 있어서의 인민파 당사연구자료 48년 6월 6

김찬 물가저하는 북조선경제건설의 필연적 결과 국내문제 48년 7월 7

김렬 북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당생활 48년 8월 8

채규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실시와 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 대하여 국내문제 48년 8월 8

태성수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교양에 관한 제문제 이론 및 선전 48년 9월 9

김승화 1905년-1907년 첫로씨야혁명과 그의 력사적 의의 당사연구자료 48년 9월 9

허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북조선로동당중앙

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국내문제 48년 10월 10

기석복 맑쓰-레닌주의의 기본지식에 대한 백과사전 - '쏘련공산당 (볼쉐위끼) 력사' 발간 10주년에 제하여- 당사연구자료 48년 10월 10

김찬 독립채산문제와 유일관리제 국내문제 48년 12월 12

김렬 당사업 지도방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당생활 49년 1월 1

박창옥 최근의 남북조선의 정치정세 국내문제 49년 1월 1

장하일 조선문제에 대한 쏘련의 정당한 주장과 유엔의 비법적 결정 국내문제 49년 1월 1

김철우 맑쓰주의당의 정치적 준비 - 레닌의 저서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자의 두 가지 전술'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1월 1

기석복 레닌주의는 백전백승의 위력이다 - 레닌 서거 25주년 기념에 제하여 - 이론 및 선전 49년 1월 2

남일 인민교육 발전과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에 대하여 국내문제 49년 1월 2

박영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함남도 당단체의 투쟁 당생활 49년 1월 2

김승화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1월 2

박동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래 발전에 있어서 제민주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설정의 의의 국내문제 49년 2월 3

박영빈 레닌의 저서 '자본주의 최고계단으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2월 4

<부표 3>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기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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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영 평북도당단체의 당재직간부 교양사업 당생활 49년 2월 4

허가이 북조선로동당 하급당단체(세포 초급당부 면당부)들의 9개월간 사업총결에 관한 총화와 당지도사업 강화에 대하여 국내문제 49년 3월 5

김렬 도,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 실시와 당단체들의 과업 당생활 49년 3월 5

기석복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자 당사연구자료 49년 3월 5

김창수 파리꼼무나 78주년에 제하여 이론 및 선전 49년 3월 6

박영 레닌의 '4월테제'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3월 6

기석복 사회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이데올로기의 역할 이론 및 선전 49년 4월 7

박동초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의의에 대하여 국내문제 49년 4월 8

한일무 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 지도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 당생활 49년 4월 8

박태화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당사연구자료 49년 4월 8

김재욱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평남도당단체의 투쟁 당생활 49년 5월 9

유성훈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 당사연구자료 49년 5월 9

박영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자 당생활 49년 5월 10

김철우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5월 10

김승화 조선근대사연구'(저작자 리청원, 조선력사편찬회 발간) 이론 및 선전 49년 5월 10

한일무 비판과 자기비판을 높은 당적 수준에서 전개하자 당생활 49년 6월 12

기석복 쏘베트문학 개관 이론 및 선전 49년 6월 12

박영빈 레닌의 협동조합 계획에 대하여 당사연구자료 49년 6월 12

김철우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쏘베트동맹의 군사적 위력의 공고 당사연구자료 49년 7월 14

박태화 제1차 제국주의 전쟁 전야의 로동운동 앙양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당(1912년~1914년) 당사연구자료 49년 8월 15

박영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리론과 전술 당사연구자료 49년 8월 16

허가이 조국통일과 민주건설에서의 우리당의 투쟁 - 북조선로동당 창립 3주년에 제하여 - 당생활 49년 9월 17

김렬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투쟁을 더 한층 제고하자 국내문제 49년 9월 17

김찬 조국의 민주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경리일꾼들의 과업 국내문제 49년 9월 17

박영 당원들과 지도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사업 강화를 위한 투쟁 당생활 49년 9월 18

박길룡 민족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쏘베트문화의 영향 국내문제 49년 10월 19

리문일 사회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인민민주주의 제국 국제보도 49년 10월 19

박창옥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동방 제 식민지 국가의 민족해방운동 이론 및 선전 49년 10월 20

기석복 쓰딸린략전을깊이연구하자-쓰딸린의70주년탄생일을앞두고- 이론 및 선전 49년 10월 20

김렬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당 조직사업의 제 문제 당사연구자료 49년 10월 20

강상호 만기작물현물세 징수사업 협조에 있어서 강원도 당단체의 조직적 지도 당생활 49년 10월 20

송원석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준비사업을 위한 평양시 당 단체의 협조 당생활 49년 11월 21

남일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와 그 준비사업 국내문제 49년 11월 22

박태화 이 브 쓰딸린의 저서 '10월혁명과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당사연구자료 49년 11월 22

김일 공민전쟁 전선에 있어서의 쓰딸린 당사연구자료 49년 12월 23

허가이
로동당중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2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산업 부문 내

당단체들의 사업개선 방침에 관한 허가이 동지의 보고
국내문제 49년 12월 24

기석복 당회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당생활 49년 12월 24

김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원 가치의 제고 국내문제 49년 12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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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1905년 12월 무장폭동의 교훈 당사연구자료 49년 12월 24

김승화 레닌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승리의 기치이다 - 레닌 서거 26주년에 제하여 - 이론 및 선전 50년 1월 1

오성화 당 교양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생활 50년 1월 1

김일 프로레타리아트독재 시기에 있어서의 무력의 강화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 이론 및 선전 50년 1월 2

김렬 높은 경각성으로 반동의 흉책을 폭로하고 우리의 투쟁 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자 당생활 50년 2월 3

김찬 산업발전과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전망 국내문제 50년 2월 3

김승화 3 1운동과 그의 력사적 교훈 이론 및 선전 50년 2월 4

리문일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 발전 국내문제 50년 2월 4

기석복 꼬쓰모뽈리찌즘과 그의 앞잡이인 반동 리론가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자 이론 및 선전 50년 3월 5

기석복 쓰딸린적 시대의 천재적 시인 마야꼽쓰기 이론 및 선전 50년 4월 7

박영 당사업에서의 집체적 지도 방법은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 보장한다 당생활 50년 4월 8

박영 맑쓰주의의 발생은 사상 령역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적 전환이다 이론 및 선전 50년 5월 9

김철우 로일전쟁과 로씨야에 있어서 혁명 운동의 앙양 꼰쑬따찌야 50년 5월 9

김동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 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국내문제 50년 5월 10

리문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극동 인민들의 투쟁 이론 및 선전 50년 5월 10

유성훈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 성장함에 관한 레닌의 리론 꼰쑬따찌야 50년 5월 10

김동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 제도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국내문제 50년 6월 11

박태화 로동자 및 병사 대의원 쏘베트에 대하여 꼰쑬따찌야 50년 6월 11

《인민》 (1946.11~1950.6)

필자 제목 주제 년월 권호

김철우 팟쇼와 반동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민주주의 력량과 발전 이론
1946년 11월

(창간호)
1권 1호

김찬 산업부흥과 금융 경제
1947년 4월(사

월호)
2권 3호

리용석 주요 농작물에 대한 몇가지 문제 -과학적 영농방식을 위하여- 경제
1947년 5월(오

월호)
2권 4호

김성률 로동보호와 안전시설 경제
1948년 7월(칠

월호)
3권 2호

남일 교육부문(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에 실행에 있어서의 새경험과 새과업(二)) 교육
1948년 9월(구

월호)
3권 4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해설(1) 헌법
1948년 10월

(시월호)
3권 5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2) 근본원칙 헌법
1948년 11월

(십일월호)
3권 7호

김동철 로시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이론
1948년 11월

(십일월호)
3권 7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3)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헌법
1948년 12월

(십이월호)
3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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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4)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헌법
1949년 1월(일

월호)
4권 1호

김택영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선거규정에 관하여 행정
1949년 2월(이

월호)
4권 2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5)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헌법
1949년 2월(이

월호)
4권 2호

공률 2개년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검열사업 경제
1949년 3월(삼

월호)
4권 3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6)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헌법
1949년 3월(삼

월호)
4권 3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7)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헌법
1949년 4월(사

월호)
4권 4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해설(8)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헌법
1949년 5월(오

월호)
4권 5호

박형식 세계인류의 안전과 장구한 평화를 위한 성색으로서의 쏘베트동맹 이론
1949년 7월(칠

월호)
4권 7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
1949년 7월(칠

월호)
4권 7호

김택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
1949년 9월(구

월호)
4권 9호

유성훈 위대한 시월사회주의혁명과 그의 국제적 성격 이론
1949년 10월

(시월호)
4권 10호

김승화 맑쓰-레닌주의적과학을 소유할 필요에 대하여 이론
1949년 10월

(시월호)
4권 10호

김승화 쓰딸린대원수의 혁명적 활동에 대하여 이론
1949년 12월

(십이월호)
4권 12호

김렬 새로 선거된 면, 리, 인민위원회 대의원들의 임무 행정
1950년 1월(일

월호)
5권 1호

남일 성인재교육 지도사업의 경험, 교훈 교육
1950년 1월(일

월호)
5권 1호

태성수 비판과 자아비판은 발전의 중요한 무기이다 교육
1950년 1월(일

월호)
5권 1호

김동철 이 브 쓰딸린은 쏘베트무력의 창건자이며 전대미문의 위대한 영장이다 이론
1950년 2월(이

월호)
5권 2호

리용석 1950년도의 농업증산을 위한 농촌경리 지도일꾼들의 투쟁과업 경제
1950년 2월(이

월호)
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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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수 조쏘량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대한 협정과 우리공화국의 번영 발전의 1년 경제
1950년 3월(삼

월호)
5권 3호

박태화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맹아로서의 파리 꼼무나 이론
1950년 3월(삼

월호)
5권 3호

김재욱 수산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
1950년 4월(사

월호)
5권 4호

공률 중요기업소의 생산계획 실행을 위한 검열사업의 중요성 경제
1950년 4월(사

월호)
5권 4호

박형식 새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역할 이론
1950년 5월(오

월호)
5권 5호

출 처: 《근로자》 1946년 11월호; 1947년 (1, 2)·3·6·12월호; 1948년 1·3·4·6·7·8·9·10·12월호; 1949년 1·2·3·4·5·6·7·8·9·10·11·12월호; 1950년

1·2·3·4·5·6월호; 《인민》 1946년 11월호; 1947년 4·5월호; 1948년 9·10·11·12월호; 1949년 1·2·3·4·5·7·9·10·12월호; 1950년 1·2·3·4·5월호 등을 종합

하여 필자가 재구성.

비 고:

1. 대개의 제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옮겼다.

2. 주제의 경우, 《근로자》는 1948년 12월호의 〈1948년도 ‘근로자’ 내용〉 및 1949년 12(2)월호의 〈1949년도 『근로자』 내용〉을 토대

로 정리하였고, 《인민》은 《근로자》의 주제명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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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lucidates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viet

Koreans” who worked in North Korea from its formative period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Soviet Koreans, as citizens of

the USSR, were dispatched to North Korea by the authorities of the

USSR and North Korea since the liberation of 1945 to some point.

Basically the Soviet Koreans assisted the occupational army in

support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build a new society.

The Soviet Koreans’ pre-entry lives were similar. A number

of Soviet Koreans were born in the Maritime Province or its

neighboring areas, and spent their youths in the USSR. They 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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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ocal, minor political and governmental structures, acquiring

experiences in managing socio-political apparatuses of the socialist

state. A lot of Soviet Koreans, however, were forcibly transferred to

the Central Asian countries in 1937. Some of them served in the Red

Army or the labor front in order to assist the war efforts of the

USSR. Although they were th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or the Komsomol, they lacked experiences and

incentives to gather in solidarity, not knowing each other.

The phase of the Soviet Koreans’ ent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1) before the liberation of 1945, (2) from the liberation

to the end of 1945 and, (3) from 1946 to 1948. In terms of dispatch,

those who entered before 1946 were sent by the USSR and those

who entered between 1946 and 1948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rom 1946, the need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began to be

reflected on the dispatching enterprise of the Soviet Koreans.

In the wake of the defeat of the Japanese Empire, Korean

communists, with the guerilla faction as their leading group, wanted

to clean the colonial legacies off Korea as well as to make a new

society. The guerilla faction utilized Korean communists, regardless of

their domestic and foreign extraction, in various sectors, in which the

guerilla faction could not monopolize. The Soviet Koreans worked in

such sectors as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using their expertise

in handling and operating. After the withdrawal of the Soviet forces

in 1948, a number of Soviet Koreans remained in North Korea.

Among the Soviet Koreans who served in the Korean People’s Army,

a few took part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Korean War.

Before coming to North Korea, the Soviet Koreans lived in

the USSR, where the party-state system had highly established. The

Soviet Koreans therefore used and relied on thei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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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in the Soviet Union as a primary criterion. This tendency

could be seen both in their way of enhancing the party and in their

lack of ethnic sentiment. In the periodicals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the Soviet Koreans made contributions especially in the

fields of theory and the history of the party of the USSR. Meanwhile,

a lot of Soviet Koreans wanted to retain their citizenship of the

USSR up until the mid-1950s. For the Soviet Koreans, their

motherland was the Soviet Union. In short, the Soviet Koreans were

technicians and specialists sent under the bann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were agents

with a sense of i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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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et Korean group, collective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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