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제국 주변부에서의 혁명: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와 단명한 아르메니아공화국*

강 윤 희

- 개요 - 　
본 연구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러시아제국 주변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아르메니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코카서스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혁명이 주는 기회를 살려 아르메니아공화국을 수
립하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공화국은 불과 2년 반 
정도만 존속하였을 뿐, 1920년 볼셰비키 세력에 의해 소비에트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발발 전후의 아르메니아 역사를 살펴봄으
로써 왜 아르메니아공화국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혁명 이전까지의 아르메니아인들
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지형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1917년부
터 1920년까지의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정치적 특성과 아르메니아인들이 당
시 직면했던 국내외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혁명 전후의 아르메니
아 역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왜 민족주의에 경도되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정세판단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주 제 어: 러시아혁명, 아르메니아공화국, 러시아제국,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아르메니아혁명가연합(다슈나크당), 사회민주훈차키안당, 영토분쟁, 
코카서스

* 유익한 논평으로 이 글의 수정ㆍ보완에 도움을 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1. 서론

 
1917년 러시아혁명은 전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2월 혁명 후 

니콜라이 2세의 하야로 로마노프 왕조가 막을 내렸고, 이어 권력을 장악한 

임시정부는 전쟁의 종식, 토지 재분배와 같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제때 해결

하지 못한 채 그 해 10월 볼셰비키당에게 권력을 내주었다. 그러나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러시아제국 내에서 볼셰비키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그

리 쉽지 않았다. 1918년 여름 내전이 발발하자 볼셰비키가 이끄는 적군은 반

대세력인 백군을 상대로 러시아 남부, 우랄 시베리아 지역, 페트로그라드 인

근 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국의 주변

부에 위치한 비러시아계 민족 지역에서는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들의 

러시아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이 시작되었다.
러시아혁명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혁명과 뒤이은 내전 기간 동

안 제국의 주변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 

대도시나 주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러시아 지방이 아니라, 러시아제국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비러시아계 민족의 지역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

시아 혁명이 제국의 주변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제국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를 주로 다

룬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제국의 일부였으나 혁명이 제공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금 소련으로 끌려 들어온 지역이다. 사실 아르메니아도 러시아혁

명 발발 후 짧은 기간이나마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최초의 

공화국 정부는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1920년 말 아르메니아 혁명위원회에

게 권력을 이양하고 종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발발 이전

과 이후의 아르메니아 역사를 통해 아르메니아공화국(Republic of Armenia)의 

성격을 규명하고 아르메니아공화국이 직면했던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로써 왜 아르메니아공화국이 단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혁명 전까지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지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917년부터 1920년까

지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정치적 특성과 아르메니아인들이 당시에 직면했던 국

내외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아르메니아 문제(Armenian Question)와 관련된 



강대국들의 외교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2.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의 아르메니아인들 

1917년 러시아혁명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19세기~20세기 초반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 안에 흩어져 살던 아

르메니아인들의 삶의 조건과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러시아제

국이 코카서스 지역으로 남하할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동

으로는 페르시아, 서로는 오스만제국의 영토였다. 러시아제국이 페르시아, 오

스만제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투 끝에 코카서스 지역을 점령하자 아르메니

아인이 거주하던 땅의 일부가 러시아제국의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되었다.1) 그 

결과 20세기 초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 안에 나뉘어 

살게 되었는데, 당시 러시아제국 지배 하의 아르메니아 지역은 동 아르메니

아(East Armenia)로, 오스만제국 지배 하의 아나톨리아 동쪽 지역은 서 아르

메니아(West Armenia)로 불렸다.

2.1. 러시아제국 하의 아르메니아인: 사회경제적 상황 

러시아제국 지배 하의 동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은, 러시아제국의 통치정책

에 따라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오스만제국 하의 서 아르

메니아인들의 삶보다는 훨씬 나았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제국의 코카

서스 점령과 통치를 큰 저항 없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2) 무엇보

1) 러시아제국은 1827~28년 페르시아와의 전쟁, 1828~29년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
리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인 예치미르진(Echmiadzin), 예레반(Yerevan), 
아할칼락(Akhalkalak), 아할치헤(Akhaltsikhe), 예르주룸(Erzurum) 등을 병합하였다. 
1853년 발발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제국은 오스만제국 및 영국, 프랑스 연합국
에 패배하여 크림 전쟁 기간 중에 점령하였던 남 코카서스 지역을 오스만제국에
게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1877~78년 러시아 투르크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러시아제국은 흑해 연안의 바툼(Batum), 카르스(Kars), 아르다한(Ardahan)과 같은 
남 코카서스 지역을 병합하였다. 



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제국의 통치는 이슬람국가인 페르시아나 오스만제국의 통치

보다는 더 선호할 만한 것이었다.3) 더욱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오스만제국

에 비해 러시아제국은 선진적인 문물과 문화를 가진 유럽 국가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동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러시아제국의 통치는 이전의 페르시

아제국이나 당시의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관대한 것이었다. 
19세기 초반 페르시아 및 오스만제국과의 전쟁 후 동 아르메니아 지역이 러

시아제국의 통치 하에 들어가자 아르메니아인들은 제국 내 아르메니아인의 자치

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니콜라이 1세는 1828년 예레반과 나히체반(Nakhichevan) 
지역을 아르메니아 주(Oblast)로 설정하고 러시아인 총독의 통치 하에 두었

다.4) 1840년 아르메니아 주는 철폐되고 러시아식 방식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

었다. 동 아르메니아 땅은 두 개의 코카서스 주로 분할되었는데, 예레반, 나히

체반, 간자(Ganja)는 조지아-이메레티안 주(Georgian-Imeretian Province) 가 되

었고 카라바흐(Karabagh)는 카스피안 주(Caspian Province)에 포함되었다. 이

후 19세기 후반의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러 지역이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아제리인, 타타르인이 섞여 사는 다민족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5) 
동 아르메니아 지역을 포함한 코카서스 전 지역이 계속적으로 러시아인 총독

의 통치 하에 있었다.

2) 19세기 전반기 러시아제국의 코카서스 정복 시 코카서스인들의 저항은 매우 격렬
하였고 러시아제국은 1817년부터 1864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러시아제국 지배에 저항하였던 세력은 다게스탄, 체첸 등의 북코카서
스 산악 민족이거나 이맘 사 (Imam Shamil)이 통치하는 무슬림 세력이었다. A. A. 다
닐로프ㆍL. G. 코술리나(2015) 새로운 러시아역사, 문명식 편역, 신아사, 394-398쪽.

3) 아르메니아인들은 301년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313년의 로마제국의 기독
교화보다 앞선 것이었다.

4) Armen Khachikyan(2010) History of Armenia: Brief Review, Yerevan: Edit Print, 
pp. 112-113. 

5) George A. Bournoutian(2012) A Concise History of the Armenian People, Costa 
Mesa, CA.: Mazda, pp. 281-283.



<지도 1> 러시아제국 코카서스 행정구역(1878~1918) 

출처: Bournoutian(2012) A Concise History of the Armenian People, 
Costa Mesa, CA.: Mazda, p. 118.

상업적 네트워크와 재능을 가지고 있던 동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제국의 

통치 하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19세기 초반 동 아르메니아 병합 초기에

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 아르메니아로부터의 이주민의 도착, 관세를 낮추고 아르메니아인에게 특혜

를 베푼 우호적인 M. 보론초프(Vorontsov) 공의 정책, 코카서스 일부 지역에서

의 산업화 등에 힘입어 아르메니아인들은 부유해지기 시작하였다.6) 상업에 종

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조지아인이나 아제리인, 타타르인에 비해 더 잘 살았

다.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아르메니아 중산층이 생겨났고 19세기 말엽에는 아

르메니아 상인들이 티플리스(Tiflis), 바쿠(Baku), 엘리자베트폴(Elizabetpol)과 같

은 도시 지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던 나머지 절반 정도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러

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1870년 농노해방이 

되기까지 농노로 존재하였고, 그들의 땅은 대부분 무슬림 혹은 기독교 지주

들의 세습 영토이거나 교회, 혹은 국가의 소유였다. 1870년 농노해방 후 아

르메니아 농민들은 자신의 지주로부터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

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러

시아제국 지배 하에서 농민들의 삶은 향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 아르메

니아인들은 부유한 상인 중상층과 가난한 농민층으로 분화해갔다.7)

6) Bournoutian(2012), 282-283.



한편 서 아르메니아로부터의 이주, 러시아의 카르스와 아르다한 병합으로 인

해 아르메니아 인구는 19세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1840년에 50만 명이었던 아르

메니아 인구는 1897년 백만 명으로, 1917년에는 이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8) 앞

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제국 통치 하의 코카서스는 여러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동 

아르메니아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코카서스 전역에 퍼져 살았다. 상업에 종사하

는 중산층 아르메니아인들은 주로 티플리스(지금의 조지아공화국 수도 트빌리

시)나 바쿠(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수도)에 살고 있었다. 1803년 티플리스 인구 중 

아르메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4.3%에 달하였다. 1865년에서 1897년까지의 

기간 중 러시아인과 조지아인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1897년 통계에 따르

면 아르메니아인은 여전히 티플리스 거주인의 다수를 차지하였다.9) 반면에 동 

아르메니아 지역에는 아르메니아인들뿐 아니라 무슬림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었

다. 예레반 주의 경우, 나히체반과 오르두바드(Ordubad)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주

민의 과반을 넘었고 예레반 도시 자체에서도 아르메니아인은 1차 세계 대전 직

전에야 겨우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폴(Alexandropol)과 같은 예레

반 주 다른 도시에서는 아르메니아인이 확고한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동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제국 통치 하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

을 사는 동안, 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제국 통치 하에서 고통 받고 있었

다. 서 아르메니아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상인 계층과 교육받은 식자층은 수도

인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나 여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동 아나톨리아 지역의 에르주름, 반(Van) 호수 주변 등에 퍼

져 살면서 가난한 농민층을 이루고 있었다. 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았고,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오스만제국의 분리

와 통치(divide and dominate) 정책으로 투르크족, 쿠르드족, 그리고 시르카시아

인이 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정착하자, 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들에게 법적, 경

제적으로 의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10) 또한 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무기 소지

7) Bournoutian(2012), 284.
8) Bournoutian(2012), 284.
9) 1897년 아르메니아인은 55,553명, 조지아인은 38,357명, 러시아인은 36,113명에 달

하였다. 허승철 편역(2016) 조지아의 역사, 문예림, 122쪽.
10) 오스만제국은 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정착한 투르크족, 쿠르드족, 그리고 시르카시

아인에게 토지 소유권 및 각종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 니콜라이 호바니시안(2011)  



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이들 주변 민족들의 침입과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

출되어 있었다. 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 내의 다른 기독교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 받고 있었다.11)

열강의 개입과 압력 하에 술탄 정부는 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지

역에서 개혁을 실행하기로 약속한 적도 있지만,12) 실제 술탄 정부는 개혁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오히려 술탄 정부는 서 아르메니아에서 발흥하고 있

던 아르메니아 민족운동을 말살하고 아르메니아 민족 자체를 없앰으로써 오스

만제국의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려 했다. 이것은 1894~96년 

압둘 하미드 2세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어난 

19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야기했다.13) 1894~96년 간 학살당한 아르메니

아인의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약 2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강제로 이

슬람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14) 1915년 대학살에서는 약 

백 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했다.15) 대학살 기간 중 살아남아 도망

친 사람들은 시리아, 레바논, 러시아로 들어갔으며, 거기에서 전 세계 각지로 

퍼졌다.16) 결과적으로 오스만제국 내 아르메니아 주민 수는 1914년 200만 명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이현숙 옮김, 한국학술정보, 51-52쪽 참조.
11) 예컨대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법정에 증거 제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말을 탈 권

리도 없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열등한 민족으로 불리었고 투르크인 다음으로 간
주되었다. 호바니시안(2011), 57-58 참조.

12) 1877~78년 러시아 투르크 전쟁 후 맺어진 산스테파노 조약에 따르면 술탄 정부는 
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Zaruhi Orbelyan(2016) The 
Guidebook of Armenia: History, Nature, Religion, Places of Interest, Yerevan, p. 39. 

13)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관해서는 다수의 저서 및 연구논문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저서로는 Richard G. Hovannisian(2017) The Armenian Genocide: Wartime 
Radicalization or Premeditated Continuum, London: Routledge; Ronald Grigor 
Suny(2015) A History of the Armenian Genoci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ymond Kévorkian(2011) The Armenian Genocide: A Complete History, 
London: I. B. Tauris; Donald Bloxham(2007) The Great Game of Genocide: 
Imperialism, Nationalism, and the Destruction of the Ottoman Armeni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등이 있다. 국내에는 니콜라이 호바니시안의 저서가 번역
되어 있다. 호바니시안(2011) 참조. 

14) 호바니시안(2011), 79-80.
15) Bloxham(2007), vii.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망자 수로는 최소 60만 명(터키 정부 제

시)에서 최대 150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에서 1922년 3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17)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

스만제국 정부에 의해 재산을 빼앗기고 생존에 위협을 느낀 서 아르메니아인

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

은 동 아르메니아 안에 거대한 빈곤층 난민 집단의 형성을 가져왔다. 한편 

당시 러시아 제국 안에서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서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문제라 여겼다. 이들에게 서 아르메니아인들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결하고 떠안아야 할 문제로 간주되었다. 결국 오스

만정부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탄압과 대학살은 동, 서 아르메니아인 모두를 

정치적으로 각성시켰고, 서 아르메니아뿐 아니라 동 아르메니아에서도 민족

주의가 발흥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2.2.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 지형

19세기 후반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오스만제국 내의 아르메니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르메니아 민족주

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유럽 전반에서, 그리고 오스만제국 

내 발칸 지역에서 민족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아르메니아인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서 타민족 지배

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식이 고취되었는데, 이러한 저항의식은 러시아제국이 

아니라 오스만제국을 향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술탄 정부의 탄압정책에 직면하여 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집되기 시작하였다.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술탄정부에 대항하여 사보타주 행위를 하거나 무슬림 마을을 

공격하는 등 게릴라 운동을 펼쳤다. 하이둑(Hayduk)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아르메니아인을 박해로부터 방어하고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서의 오스만 

정부의 폭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의 궁극

16) Orbelyan(2016), 42. 
17) 이 수치는 예레반에 있는 아르메니아대학살연구소박물관(Armenian Genocide Institute 

Museum)이 제시한 인구 통계에 따른 것이다. Keith Pomakoy(2011) Helping Humanity: 
American Policy and Genocide Rescue, Lanham: Rowman & Littlefield, p. 72에서 
재인용.



적인 목표는 아르메니아인의 자치 혹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18)

1880년대에 들어서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조직한 정당들이 생겨났다. 아르메니

아인들의 최초의 정당으로 간주되는 아르메나칸당(Armenakan Party)는 1885년 

오스만제국 하의 반 지역에서 조직되었다.19) 이 정당의 설립자는 콘스탄티노

플의 계몽주의 은행가 M. 포르투칼리안(Mekertich Portukalian)이었는데, 그는 

프랑스 마르세이유로 망명을 떠난 후 해외에서 서 아르메니아인의 운동을 지

원하였다. 그가 조국을 떠난 후 반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비 결사를 만들

어 자신들의 이념적 플랫폼을 만들어나갔다. 이후 아르메나칸당은 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하였다. 이 정당은 트레비존드(Trebizond)와 

콘스탄티노플에 지부를 두었고, 추후 아르메니칸당의 조직은 오스만제국을 넘

어서 러시아령 코카서스, 페르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확대되었다.
아르메나칸당은 혁명적 무장투쟁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율 통치 권리

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아르메니아를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르메나칸당은 억압적인 오스만제국에 대항하여 아르메니아

인들이 게릴라 전사처럼 무장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적인 오스만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띤 것

이었다. 자위(self-defence)나 게릴라전투를 통해서는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

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르메나칸당은 유럽 강대국의 개입에 희망을 걸었다. 오

스만제국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경우 유럽 강대국들이 개입할 것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러시아제국 치하의 아르메니아인들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

였다. 무엇보다 1880년대에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이 코카서스 지역으로 들어

왔다. 그러나 인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젊은 아르메니아인들은 국경 너머

의 고통 받고 있는 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고 “인민으로”라

는 모토 대신 민족주의적 뉘앙스를 담은 “고국으로(going to the Homeland)” 
라는 모토를 내걸었다. 흥미롭게도, 아르메니아 인민주의자들은 러시아 인민

주의자들의 농민사회주의, 혹은 테러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18) 하이둑 운동에 대해서는 Khachikyan(2010), 124-125 참조. 
19) 아르메나칸 정당에 대해서는 “Armenakan Part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wiki/Armenakan_Party(검색일: 2017.09.15); “Creation of First Armenian Parties 
(Armenakan, Hunchasks and Dashnaktsutiun),” http://www.armenian-history.com/Nyuter/ 
HISTORY/ARMENIA20/creation_of_first_armnenian_part.htm(검색일: 2017.09.15) 참조. 



은 서 아르메니아의 해방이 보장된다면 러시아 전제정을 기꺼이 지지하려 했

다.20) 즉 러시아제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서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인들 중 일부는 러시아 혁명가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은 1887년 제네바에서 조직된 훈차키안혁명당(Hunchakian Revolutionary 
Party), 후일 사회민주훈차키안당(Socialist Democrat Hunchakian Party)으로 불

린 정당이었다.21) 이 당을 조직한 7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모두 러시아제국 

출신 아르메니아인들이었고, 마르크스주의 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아 엥겔스(F. 
Engels), 플레하노프(G. Plekhanov), 후일 레닌(V. I. Lenin) 등과 접촉하였다.22)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훈차키안당은 오스만제국 하의 아르메

니아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훈차키안당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달성과 더불어 서 아르메니아의 해방을 옹호하였고 이를 위해 무장투쟁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르메니아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오스만제국으로

부터 서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훈차키안당은, 
앞서 언급했던 아르메나칸당과 달리, 선동과 테러를 회피하지 않았다. 실제로 

훈차키안당은 1890년대와 1900년대에 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오스만정부에 대

항하는 각종 반란과 전투를 조직하였다. 대표적으로 1894년 사순(Sasun) 반

란, 1895년 자이툰(Zaytun) 반란을 조직하고 지원하였다.23) 훈차키안당은 후

일 러시아령 코카서스뿐 아니라 오스만터키, 유럽, 아메리카에 지부를 둔 국

제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예레반, 카라바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티플리스 등에 거주하던 

20) Bournoutian(2012), 288-289.
21) 훈차크(Hunchak)는 “종소리(Bell)”를 의미하며, 이 당은 Hentchak, Henchak, 

Huntchakians, Hnchakian, Henchags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Social Democrat 
Hunchakian Part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ocial_Democrat_Hunchakian_ 
Party(검색일: 2017.09.15). 

22) 훈차키안당 지도자는 A. 나자르베키안(Avetis Nazarbekian)이었으며, 초기 설립자
들은 모두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 출신의 20대로서 서유럽에 유학 중이었다. 
(“Social Democrat Hunchakian Party.”) 

23) A. 하치쿠안(Armen Khachikyan)은 훈차키안당의 이러한 활동이 술탄정부가 약속
했던 아르메니아인 거주지역의 개혁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였고 1895~6년의 오스
만 정부의 학살을 막아내지도 못하였다고 비난한다(Khachikyan 2010: 144-146). 



아르메니아인들도 혁명적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르메니아인이 다

수 거주하고 있던 티플리스는 아르메니아 혁명운동의 중심지였다. 1889년 K. 
미카에리안(Kristapor Mikayelian)이 조직한 청년아르메니아협회(Young Armenia 
Society)도 티플리스에 기반을 둔 혁명운동 중 하나였다. 강한 민족주의 성향

을 띤 이 협회는 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무리에 대한 

복수(revenge)를 추구했다. 실제로 쿠르드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스만제국 

영토 안으로 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24)

1890년 아르메니아 혁명가들은 여러 혁명그룹들을 하나의 연합조직으로 

묶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훈차키아당과 청년아르메니아협회를 하

나로 합쳐 아르메니아혁명가연합(Federaton of Armenian Revolutionaries), 즉 

다슈나크당(Dashnaktsutiun)을 티플리스에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불편한 동거는 쉽지 않았다. 1891년 훈차키아당은 독자노선

을 선언하였다. 이후 1895~6의 압둘 하미드 2세의 학살이 일어나자 훈차키안

당은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세계혁명을 추구하는 급진파와 인민주의적 성향

을 띤 온건파로 나누어졌다. 후자는 다슈나크당에 흡수되었다. 이로서 다슈나

크당은 아르메니아 혁명가 대부분을 통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르메니아 

정당이 되었다. 1892년 다슈나크당은 아르메니아혁명연합(ARF: Armenian 
Revolutionary Feder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자유선거, 모든 인종집단 

및 종교 간 평등,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토지 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

령을 채택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강령은 여러 면에서 러시아 인민주의 계열

의 인민의 의지(Народная воля) 강령과 유사했다.25)

다슈나크당은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통일” 아르메니아를 꿈꾸었지

만, 창립 초기인 1890년대에는 오스만제국 안에서의 아르메니아인의 자치를 

옹호하였다. 다슈나크당은 오스만제국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오스

만제국의 개혁을 요구하는 서 아르메니아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그룹들을 연

합하고, 아르메니아 민병대(Armenian fedayi)를 조직하여 아르메니아 마을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26)

이처럼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아르메니아 정당들은, 그것이 서 아르메니아

24) “Creation of First Armenian Parties (Armenakan, Hunchasks and Dashnaktsutiun).”
25) Bournoutian(2012), 291.
26) 아르메니아 민병대에 대해서는 “Armenian Fedayi,”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wiki/Armenian_fedayi(검색일: 2017.09.15) 참조. 



에 기반을 둔 것이든 티플리스에 둔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오스만제국 내 

아르메니아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의 아르메니아 지도자들 중 누구

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 문제는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아르메니아 정치의 핵심 문제로 남는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지형은 더욱 복잡하게 변하였

다. 러시아제국 내에 다양한 정당들이 조직되자 코카서스인들도 이것에 영향

을 받았다. 아르메니아인 대다수는 여전히 다슈나크당을 따랐지만, 진보적 부

르주아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유주의 성향을 띠며 러시아 입헌민주당(Kadets)
과 접한 연계를 가졌다. 이들은 후일 아르메니아인민당(Armenian People’s 
Party)을 결성한다.27) 한편 마르크스주의 러시아사회민주당은 아르메니아인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였다. 코카서스 지역 내의 러시아인, 조지아인, 그리고 

일부 무슬림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사회민주당에 가입한 것에 반하여,28) 오직 

소수의 아르메니아인만이 이 당에 가입하였다.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당이 

멘셰비키당과 볼셰비키당으로 분열되자, 코카서스 지역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도 분열되었다. 조지아인들이 멘셰비키를 지지하는 뚜렷한 성향을 보인 반

면,29) 바쿠 지역의 노동자들은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아르메니아인들 중에서는 볼셰비키, 멘셰비키 모두 지지기반이 약했다. 그러

나 아르메니아 출신 S. 샤후미안(Stepan Shahumian)은 트랜스코카서스 지역

에서 볼셰비키운동을 이끄는 걸출한 지도자였다.30) 한편 일부 아르메니아인

27) 아르메니아인민당은 트랜스코카서스의 자유주의적 아르메니아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
으로 1917년 조직되었다. 주로 지식인, 전문가, 티플리스의 산업가 계층에서 당원을 
충원하였다. Richard G. Hovannisian(1967) Armenia on the Road to Independence, 
191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74.

28) 20세기 들어 마르크시즘은 트빌리시, 바툼, 쿠타이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
과 서부 조지아 농민들에게 정치적 전략을 제공하였다(허승철 편역 2016: 131-132).

29) 조지아에서는 멘셰비키가 대중적 민족해방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 영향
력은 러시아 제국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멘셰비키는 조르다니야(N. Zordaniia), 라미쉬빌리(N. Ramishvili)를 들 수 있다. 특히 
조르다니야는 1918년 조지아공화국 독립 후 조지아를 이끌었던 뛰어난 멘셰비키 지
도자였다. 한편 조지아 출신 볼셰비키로는 스탈린(I. V. Stalin), 오르조니키제(G. K. 
Ordzhonikidze) 등이 있다. 이들은 후일 소련공산당의 권력의 핵심에까지 오른다. 

30) 샤후미안은 대표적인 아르메니아인 볼셰비키이다. 그는 티플리스에서 출생하였으
며 페트로그라드, 리가, 베를린에서 공부하였다. 1900년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입
하였으며 1903년 당 분열 시, 볼셰비키 편에 섰다. 1907년 바쿠로 돌아와 바쿠의 



은 토지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사회혁명당에 가입하였다.31) 
따라서 1917년 혁명이 발발할 당시, 트랜스코카서스 지역은 인종적으로는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아제리인이 섞여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정치적으로는 입헌민주당, 사회혁명당, 볼셰비키, 멘셰비키, 다슈나크 지

지자들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계층별로 얘기하자면, 노동자들은 대부

분 조지아인이었고 멘셰비키를 지지했다. 군인들은 러시아 농민들이었고 사

회혁명당을 지지했다. 반면에 진보적 부르주아는 아르메니아인이었고 자유주

의 정당을 지지했다.32) 여기에 아르메니아 중산층 다수는 다슈나크를 지지하

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많았던 바쿠나 러시아인이 많았던 군대 내에서는 

각기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조지아 지역에서는 멘셰비키가, 그리고 아르

메니아 지역에서는 다슈나크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3. 러시아 혁명과 아르메니아공화국 

1917년 러시아혁명의 발발은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코카서스 지역에 심각

한 정치 변동을 가져왔다. 1918년 4월 코카서스 지역을 통합한 트랜스코카서

스연방공화국(Transcaucasian Federative Republic)이 출범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1918년 7월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하고 1920년 12월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의 권력 이양에 따

라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화되었다. 본 장에서는 아르메니아공화국 독립 과

정과 독립 후 공화국 정부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살펴본 후 왜 아르메니아공

화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볼셰비키 운동을 이끌었다. “Stepan Sahuma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wiki/Stepan_Shaumian(검색일: 2017.10.15). 

31) Bournoutian(2012), 292.
32) Ronald Grigor Suny(1989) “Social Democrats in Power: Menshevik Georgia and 

the Russian Civil War,” in Diane P. Koenker, William G. Rosenberg and Ronald 
Grigor Suny(eds.) Party, State, and Society in the Russian Civil W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329. 



3.1. 1917년 러시아혁명과 아르메니아공화국의 독립 

1917년 2월 혁명 발발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코카서스 지역의 정치 상황도 급변하였다. 러시아제국의 트랜스코카서스 행정

부는 폐지되었고, 러시아 임시정부는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리인으로 

구성된 특별트랜스코카서스위원회(Special Trans-Caucasus Committee: Озаком)
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에 이중권력(двоевластие)이 형성된 것처

럼, 특별트랜스코카서스위원회는 코카서스 주요 도시의 노동자소비에트와 권

력을 경쟁해야 했다.33) 따라서 코카서스 지역에서도 향후의 정치적 향방은 

매우 불투명했다. 
트랜스코카서스 지역의 지도자들은 혁명으로 야기된 새로운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여러 민족, 여러 정파가 혼재해 있던 코카서스

의 상황을 감안해보면, 코카서스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카서스인들이 2월 

혁명 직후 독립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코카서스 지역이 러시아제국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트랜스코카서스의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은 티플리스에서 별도의 회합을 가

졌다. 당시 이 회합에 모인 지도자의 다수는 다슈나크당 소속이었다. 아르메

니아인민당, 훈차키안당, 사회혁명당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한 반면, 소수의 

아르메니아 볼셰비키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 회합에서 다슈나크당의 A. 아하

로니안(Avetis Aharonian)이 이끄는 민족위원회(National Council)가 구성되었

는데,34) 이 기관이 후일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가 조직될 때까지 아르메니아

인을 대표하였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임시정부는 3월 

3일 포고령을 통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정치범의 즉각적인 사면뿐 아니

라 신앙과 민족에 기반한 차별 철폐 등을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들에게 미래에 독립이 부여될 것이라고 포고령을 내고 핀란드의 자치권을 복구

시키는 등 변경 지역의 비러시아계 민족들에게 자치나 독립을 약속하였다.35) 

33) Suny(1989), 328. 
34) Bournoutian(2012), 296. 
35) 다닐로프ㆍ코술리나(2015), 601, 603.



임시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카라바흐와 같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새로운 아르메니아 주의 영토로 

만들어 주었고, 서 아르메니아로부터 15만 명의 난민들이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했다.36) 아르메니아인들은 임시정부의 전쟁 지속 입장에 대해서도 지

지를 보냈다. 세계 1차 대전이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보호 하에 오스만제국령 서 아르메니아

를 포함한 아르메니아 전 지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당이 10월 혁명을 통해 페트로그라드에서 권력을 장악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코카서스에서는 볼셰비키가 통제하고 있던 바쿠 지역을 제외

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정권은 인정받지 못하였다.37) 대신 1917년 11월 

24일 트랜스코카서스 회담에서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 아제리인은 임시 집행

기구인 트랜스코카서스 대표부(Transcaucasian Commissariat: Завком)를 만들었

다. 이 기관은 러시아 제헌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작동할 예정이었다. 그

러나 볼셰비키당이 1918년 1월 제헌의회를 해산하자, 1918년 2월 남 코카서

스에서 선출된 제헌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트랜스코카서스 세임(Seim)이 티플

리스에서 소집되었다. 여기에서 세임이 남 코카서스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선

포되었다.38) 당시 조지아, 아제리 대표 중 일부가 각 민족별로 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을 원했으나, 아르메니아 대표를 포함한 대다수의 코카서스 대표들

은 다민족 코카서스연합 형태를 지지했다.39)

볼셰비키의 집권은 코카서스 지역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다. 어떠한 희생

을 치르고서라도 독일과 종전을 하려는 볼셰비키당의 입장은 오스만군의 위

협 하에 놓여있는 트랜스코카서스 지역 민족에게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었

다. 특히나 러시아제국의 가장 변방에 위치하며 오스만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이것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했다. 1차 세계대

전이 발발한 후 1916년 중반까지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서 아르메니아 지역

을 다시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전으로 러시아군이 서 아르메니아에서 

철수하는 경우 러시아가 이 지역을 병합할 기회는 없어질 것이었다. 그뿐만 

36) Bournoutian(2012), 296.
37)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비에트정부는 샤후미안을 코카서스 담당 임시특명

위원으로 임명하였다(“Stepan Sahumain”).
38) Suny(1989), 340.
39) Bournoutian(2012), 297. 



아니라 이것은 오스만군의 동 아르메니아로의 진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볼셰비키 정권이 독일과의 정전 협상에 들어가자 아르메니아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1918년 3월 3일 소비에트러시아와 독일제국 사이에 체결된 브

레스트-리토프스크(Brest-Litovsk)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는 1차 세계 대전 중 

점령했던 오스만제국 영토에서 철수할 뿐 아니라 1878년 이후 병합했던 카르

스, 아르다한, 바툼을 다시 오스만제국에게 양도해야 했다.40) 한편 트랜스코카

서스 세임은 트레비존드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3월 1일부터 오스만 대표와 별

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제

리인 대표로 구성된 사절단은 트레비존드에 도착해서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오스만군이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 뿐 아니라 카

르스, 아르다한, 바툼까지 요구한다는 사실에 사절단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

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사절단은 티플리스로 돌아왔다. 오스만제국의 요구사항

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세임은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트랜스코카서스 병력은 오스만군 병력에 견줄만하지 않았다. 아제리

인들이 오스만군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상태에서, 아

르메니아 군대와 자원병들은 소수의 조지아 병력과 더불어 방어를 해야만 했

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따라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자, 오

스만군은 빠르게 서 아르메니아 영토를 병합하였고,41) 이어 흑해 연안의 바툼

을 함락시켰다. 바툼 함락 이후 조지아인들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조

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코카서스인들은 1918년 4월 9일 러시

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트랜스코카서스연방공화국을 만들었다.42) 이후 

연방공화국을 주도하던 조지아인 멘셰비키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카르스의 

포기를 명령하였고, 카르스 요새를 지키고 있던 아르메니아군은 항복하였다. 

40)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독일제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으나, 독일
제국은 동맹국인 오스만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군의 오스만제국 영토로부
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41) 러시아군의 철수로 오스만군이 트레비존드, 반, 에르주름 등을 점령하고 카르스를 
향해 진격해 오자, 이 지역에 남아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은 학살의 위협을 느꼈다.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동 아르메니아와 남 코카서스 지역으로 려들어오
게 되었다(Khachikyan 2010: 166).

42) 하치쿠안은 오스만제국의 압력 하에 트랜스코카서스 세임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을 선포하였다고 기술한다. 그는 이것이 향후 일어날 사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오스만제국의 외교적 전술이었다고 본다(Khachikyan 2010: 167). 



조지아인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슈나크당은 동 아르메니아를 지키기 

위해 조지아 멘셰비키들과 협력하고 연방공화국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스만군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스만군은 브레스트-리

토프스크 조약에서 합의한 영토를 병합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오스만제국

과의 협상을 위해 트랜스코카서스연방공화국의 사절단이 바툼에 도착했을 

때, 터키인들은 아할칼락과 아할치헤, 그리고 예레반 주의 서쪽 절반을 추가

로 요구하였다. 동시에 오스만군은 알렉산드로폴을 점령하고 티플리스와 예

레반을 향해 진격해 들어왔다. 오스만군의 공세에 당황한 독일 측은 소비에

트러시아와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을 중지하도록 

오스만제국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오스만군은 진격을 계속하였다. 
예레반 지역까지 포위된 상태에서 아르메니아인은 결사적으로 항전할 수밖

에 없었다. 예레반민족위원회의 수장이었던 A. 마누키안(Aram Manoukian)의 

지도하에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이 힘을 합쳤고, M. 실리키안(Movses Silikian) 
장군, 드로(Dro: Drastamat Kanayan) 장군의 지휘 하에 아르메니아군을 정비

하였다. 5월 22일 다니엘 벡-피루미안(Daniel Bek-Pirumian) 장군 휘하의 아르

메니아군은 사르다라파트(Sardarapat)에서 결사 항전하여 오스만군을 격퇴하였

다. 이후 5월 24~29일 아르메니아군은 바쉬-아파란(Bash-Aparan) 근처에서 승

리를 거두었고, 카라클리스(Karaklis)로 진격하는 오스만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하였다.43) 그 결과 6월 2일 오스만군은 예레반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오스만군의 공격으로 아르메니아가 절멸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

에서, 트랜스코카서스연방공화국은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었고 

결국 무력하게 해체되었다. 조지아인들은 트랜스코카서스연방공화국을 버리

고 독일의 보호 하에 들어감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5월 26일 조

지아의 독립을 선포했다. 이틀 후 아제리인들도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선포

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홀로 남겨졌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

이 독립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44) 이렇게 5월 30일 티플리스에서 아르메니

43) Khachikyan(2010), 168-169. 
44) 당시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은 독립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

회혁명당원들은 독립에 반대한 반면, 사회민주당, 아르메니아인민당은 독립이 불
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다슈나크당 역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
나 28일 티플리스 회담 시 아르메니아민족위원회는 주어진 상황에서 독립 이외의 다
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Simon Payaslian(2007) The History of Armenia, 



아공화국이 선포되었다.45)

막 탄생한 초대 정부의 당면 과제는 오스만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었다. 5월의 아르메니아군의 선전 덕분에 평화협상 시 오스만제국의 입장은 

다소 유연해졌다. 그러나 전선의 전체 상황은 아르메니아공화국에게 크게 불

리했다. 협상 결과 1918년 6월 4일 오스만제국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에 바

툼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46) 바툼 협정에 의해 아르메니아의 영토는 세반 

호수 주변의 좁은 영토로 크게 축소되어 12,000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게 되

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소규모의 방위군만을 가져야했고, 외교 및 철도 등

이 오스만제국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오스만제국은 또한 바쿠로 군대를 수송

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영토와 통신을 사용할 권한을 획득하였다.47)

3.2.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수립과 당면 문제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군의 공세 속에서 급작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주의 운동에도 불

구하고 공화국의 독립은 본인들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민족위원회에 기초하여 급하게 

의회와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임시로 티플리스의 아르메니아민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아

르메니아민족위원회는 공화국의 초대 정부를 조직하였는데, 초대 수상으로는 

H. 카차즈누니(Hovhaness Kachaznuni)가 임명되었고, A. 카티시안(Alexander 
Khatisian)이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48) 그러나 티플리스에 있던 아르메니아민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 151. 
45) 5월 30일 아르메니아공화국 선포 시 독립 혹은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아르메니아의 독립이 얼마나 상황에 몰려서 급하게 이루어졌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Payaslian(2007), 151 참조. 

46) 바툼 평화조약 내용은 Khachikyan(2010), 170 참조. 
47) 당시 오스만제국은 1918년 4월 말 바쿠에 수립된 소비에트권력을 전복시킬 계획

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비에트 세력은 바쿠 이외의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쿠 코뮌(Baku Commune)이라고 불린다. 바쿠 코
뮌을 이끈 사람은 아르메니아 출신 볼셰비키 샤후미안이었다. 

48) 카티시안은 티플리스 시장을 지냈던 아르메니아 인사이다. 



족위원회는 7월 17일에야 예레반으로 옮겨왔고, 카차즈누니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요 초대 정부 인사를 포함하여 아르메니아 정치 지도자의 대부분은 다

슈나크당 인사였다. 내각의 주요 지위는 다슈나크당 인사들이 차지하였고, 자

유주의적 인민당 인사들이 내각의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49) 한편 

1918년 8월 1일 소집된 첫 아르메니아 의회(Armenian Khorhurd)에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되었다. 의원의 다수는 다슈나크당이었지만, 아르메니

아인민당, 멘셰비키당, 사회혁명당, 훈차키안당, 볼셰비키당 등 거의 모든 정

당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이 의회는 제헌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여 헌법 초안

을 만들고 채택하였다.50)

초기 내각을 이루고 있던 인민당과 다슈나크당의 공조는 쉽지 않았다. 자

유주의적 성향의 인민당과 민족주의적 성향의 다슈나크당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매우 달랐다. 인민당은 보다 개방적인 정부조직과 민주적 방법을 선호

하였던 반면, 보다 엄격한 당 조직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다슈나크당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러한 차이는 양 당 인사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이했던 데에서도 기인한

다. 인민당 인사들이 티플리스, 바쿠,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의 상층 부르주

아 계급의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성장한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인 반면, 다

슈나크당 인사들은 혁명적 열기와 민족주의 열망에 영향을 받은 하층 중산

층, 농민,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다.51)

1919년 봄이 되자 다슈나크당과 인민당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였

다. 문제의 핵심은 다슈나크당의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카

차즈누니 수상과 같은 보수적 인사들은 다슈나크당 사무국(Bureau)이 정부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내각은 당 사무국이 

아니라 의회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슈나크당 내 급진적 인

사들은 카차즈누니 정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혁명적 신조를 무시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당의 정부 통제를 주장하였다.52) 

49) Bournoutian(2012), 306.
50) 아르메니아 헌법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시민들에게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

장되며 성별, 종교, 민족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의 성인은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Khachikyan(2010), 171-172. 

51) Bournoutian(2012), 306.



다슈나크당과 인민당의 분열은 아르메니아 최초의 선거 직전에 일어났다. 
공화국 출범 1주년을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민당 인사들은 정부 

내각에서 사임하였다. 이들은 다슈나크당이 미래의 통일 아르메니아 정부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민주적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난하였다.53) 인민당의 선

거 거부 하에 치러진 1919년 6월 선거에서 다슈나크당은 89%의 찬성을 얻

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새로운 아르메니아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80명의 의원 중 72명이 다슈나크당을 대표하였다. 사회혁명당은 5%의 표

를 얻어 4석을 차지하였다.54) 의회는 카티시안을 수상으로 임명하였고 이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
다슈나크당의 권력 독점에 대한 반대파들의 비난을 의식하여, 카티시안 수

상은 정부 조직에 비 다슈나크 인사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조

치는 다슈나크당 사무국과의 갈등을 낳았다. 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은 1919년 

후반의 당 대회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카티시안 수상은 만약 당이 직접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는 볼셰비키당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당 

사무국은 당의 통제 없이는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내각에 참여하는 당 인사는 정부 재직 기간 중 당 사무국 활

동을 자제한다고 타협적으로 문제가 봉합되었다.55) 그러나 당과 정부 관계 

문제는 오래가지 않아 다시 불거질 것이었다. 
이처럼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정부 및 의회가 조직되고 헌법이 채택되는 등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아르메니아공화국이 당시 처한 상황은 국가의 

생존이 의문시될 정도로 심각했다. 바툼 조약에 의해 아르메니아의 영토는 

12,000 평방킬로미터로 축소되었고, 인구는 70만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중 30만 명은 서 아르메니아에서 넘어온 굶주린 난민이었고, 10만 명은 아제

리인과 쿠르드인이었다.56) 알렉산드로폴 등의 산업 지역과 나히체반과 같은 

비옥한 토지를 오스만에게 빼앗겼고, 티플리스와 연결된 주요 철도 노선도 

오스만 점령 지역에 놓여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르메니아 경제는 붕괴되

었고, 식량, 생필품, 의약품이 부족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18년 말에는 기근

52) Payaslian(2007), 156.
53) Bournoutian(2012), 306.
54) Payaslian(2007), 156.
55) Bournoutian(2012), 307.
56) Bournoutian(2012), 300.



이 들었고, 콜레라, 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돌았다. 이로 인해 이후 일 년간 

약 18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내부 치안불안 등으로 공화

국의 미래는 어두웠다.57)

공화국 정부는 일단 위기를 넘기기 위해 식빵과 생필품의 국가 독점을 실시

하고 해외 차관을 얻어 을 수입했다. 또한 미국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기초 

생필품을 공여 받았다. 서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들어온 약 2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재정착시키는 사업도 시행하였다. 한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화국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킬 조치를 취했다. 1919년  종자를 구매

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920년에는 대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

서 일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토지 국유화 정책의 기반을 

놓았다.58) 의회는 농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했

다.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초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브

랜디, 와인, 치즈, 통조림 과일과 채소를 만드는 소규모 기업 형성을 촉진하고

자 했다.59)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국내의 소요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이 결

실을 맺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아르메니아공화국에게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졌

기 때문이다.
한편 아르메니아공화국은 군대를 재정비했다. 아르메니아군대는 1917년 후

반에 이미 존재했던 아르메니아군단(Armenian Corps)과 의용군 사단(Division 
of Volunteers)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 바툼조약은 아르메니아가 오직 1개 

사단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오스만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하자 이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에 아르메니아는 새로운 징집법을 채택하

57) 수년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 등의 폭력 사태에 직면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체적
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1918년 아르메니아 정부와 의회가 수립되자 아
르메니아인들의 무장해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내무장관 A. 마누키안 등은 법
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 아르메니아인들의 무장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반면, 다른 이들은 무장한 주민들이 국가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장
해제에 반대하였다(Payaslian 2007: 152). 

58) 다슈나크당은 러시아 사회혁명당과 유사하게 토지의 국유화를 강령으로 했다. 반
면에 조지아의 멘셰비키 정권은 농민들의 토지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보다 온건
한 안을 추진하였다. 조지아공화국이 1919년 1월까지 토지 개혁을 완료한 것에 비
추어 볼 때, 아르메니아의 토지 개혁은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다. Suny(1989), 
336-338 참조. 

59) Khachikyan(2010), 175. 



여 2만5천 명을 징집하는 등 군사력을 보강하였다. 반면에 군 중앙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하이둑 부대는 불법화되고 해산되었다.60)

 
3.3. 아르메니아공화국과 주변국 간의 영토 분쟁 

아르메니아공화국의 국내 사정도 열악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트랜스

코카서스에서 계속되는 전쟁이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바툼 협정으로 오스

만군의 군사적 공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트랜스코카서스의 상황은 오

스만군의 계속되는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정했다. 바툼 협정 체결 

후 오스만군은 아제리군과 힘을 합쳐 바쿠로 진격하였고, 1918년 9월 15일 

바쿠를 점령하였다. 이 때 바쿠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과 바쿠 방어를 

돕던 아르메니아인 군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61) 이후 오스만군은 아제리군

과 함께 아르메니아인들이 집해서 사는 산악지대 카라바흐 지역으로 향했

다. 다행히도 10월 30일 오스만제국이 연합국에게 항복함으로써 코카서스지

역에서의 전투 행위는 중단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오스만군은 전쟁 전 국

경지대로 철수하였고 아르메니아군은 드로 장군의 지휘 하에 동 아르메니아

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62)

오스만제국의 항복으로 트랜스코카서스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스만군이 철수한 후,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

제르바이잔 사이에서 일어났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던 코카서스의 특성으

로 말미암아 같은 땅을 두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서로 자신

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스만군의 철수 후 아르메니

아군은 카르스를, 조지아군은 바툼을 다시 회복하였다. 그런데 양국은 아르다

한과 올티(Olti)를 두고 영토분쟁을 하게 되었다. 1918년 말 경에는 아할칼락과 

로리(Lori)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를 이루

60) Khachikyan(2010), 173. 
61) 바쿠 코뮌의 방어에 18,000명의 아르메니아 군인과 지원병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오스만군대의 공격에 저항하는 것이 곧 아르메니아공화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라고 믿었다. 하치쿠안은 바쿠 함락 시 만 오천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이 학
살당하였다고 기록한다(Khachikyan 2010: 170).

62) 1919년 3월 영국군의 도움을 받아 아르메니아군은 카르스 지역과 수르말루
(Surmalu) 지역을 회복하였다. 



지만, 과거 행정 구역 상 티플리스 주에 속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민족 구성

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의도적으로 이에 역행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던 제

정러시아의 관행 때문에 빚어진 사태였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타협적으로 

국경분쟁을 해결하였으나, 양국의 관계는 이후로도 긴장 상태에 있었다.63) 
더 심각한 것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영토 분쟁이었다. 사실 

아르메니아인과 무슬림들은 여러 지역에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민족적 구분

에 따라 국경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컨대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들이 카라바흐, 장게주르(Zangezur), 바쿠 및 엘리자베트폴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반면, 아르메니아의 남쪽 지역에는 수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제리인들은 바쿠 및 엘리자베트

폴 지역뿐 아니라 카라바흐와 장게주르도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서 아제리인들은 1878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했던 서 아르메니아 지역

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64) 아제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카스

피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거대한 국가를 상정한 것이었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아르메니아는 오스만제국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낀 소국이 될 것이었

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국경분쟁은 무력충돌과 학살을 동반하였다.
상황을 다소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오스만제국의 항복 후 바쿠에 들어온 

영국군이었다. 바쿠지역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이 친 

무슬림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영국은 1919년 카라바흐와 장게주르를 아제

르바이잔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장게주르는 O. 안드라닉(Ozanian 
Andranik) 장군 덕에 아르메니아인들의 확고한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장

게주르에 도착한 아제리 군 및 행정관료를 쫒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만류로 안드라닉 장군 휘하의 아르메니아군이 카라바흐를 점령하고 있지 못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리 통제를 거부하자 이 지역에

서 아르메니아인 마을들의 파괴와 학살이 일어났다. 결국 타협적으로 카라바

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은 아제리 관할권 하에서 자치권을 가지기

로 잠정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1919년 3월 아르

63)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영토 분쟁에서는 조지아가 아할칼락을, 아르메니아가 로리의 
절반을 가지기로 했고 로리의 나머지 절반은 중립지역으로 남겼다(Bournoutian 
2012: 304). 

64) Bournoutian(2012), 304-305.



메니아인들의 반란이 있었던 카라바흐 지역 수도 쉬시(Shushi)에서 아제리인

들에 의한 방화가 일어났다. 불행히도, 예레반의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 사태

에 개입할만한 여력이 없었고, 카라바흐 문제는 이후 전후 평화조약의 체결 

시까지 해결되지 않았다.65)

코카서스 이웃국가들과의 국경을 재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오스만제국과의 국경 문제였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강대

국이 아닌 바, 아르메니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전후 외교에 혼신의 힘을 기

울였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1919년 1월 파리평화회담에 외교사절단을 파견

하였다. 아르메니아 외교사절단은 아르메니아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

며 여러 국가의 대표들을 접촉하였다.66) 아르메니아가 제시한 해결책은 동, 
서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일하여 독립된 아르메니아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아르메니아 대표단들은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파리평화회담에 제출하였다.

한편 1919년 2월 서 아르메니아인 대표자 회의(Congres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opulation of Western Armenia)에서 서 아르메니아와 동 아르메니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를 받아서, 
1919년 5월 28일 아르메니아 의회는 독립되고 통일된 아르메니아 국가의 수립

을 선포하였다.67) 이것은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자결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후 평화회담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오스만제국의 항복 후 서 아

르메니아 영토는 법적으로는 협상국(Entente) 관할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오스만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 자체의 힘으로 오스

만제국의 서 아르메니아 지역을 병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아르메니아

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승국들의 개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65) Bournoutian(2012), 305. 1920년 카라바흐, 장게주르, 나히체반은 아르메니아공화
국 관할권으로 들어갔다. 

66) 파리평화회담에 파견된 아르메니아공화국 사절단은 서 아르메니아인을 대변하는 
B. 누바르(Boghos Nubar)가 이끄는 아르메니아민족대표단과 만나게 되었다. 양 측
은 아르메니아의 미래를 위해 공동의 외교전선을 펼쳤다. 

67) Khachikyan(2010), 178-179. 



오스만제국의 영토를 분할하여 자국의 영향권 하에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

르메니아 문제의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편 혁명과 내전으로 인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아르메

니아인들의 희망은 미국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미국은 아르메니아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미래는 미국에게 달려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윌슨 미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문제에 동정적인 입

장이었고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난민들을 위해 구호사업

을 펼치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이 현실성이 없

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실제 아르메니아 문제가 논의된 1920년 4월의 산레모 회담에서는 미국의 

아르메니아 위임통치 건이 논의되었다. 월슨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고 아르

메니아를 위한 국경을 설정하는 임무도 받아들였다. 많은 시간 지체가 있었

지만, 마침내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국경선은 서 아르메니아의 대부

분을 포함한 것으로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를 반영한 것이었

다. 1920년 8월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이 체결되었을 때, 윌슨 대통령

이 제안한 대로 반, 비틀리스, 트레비존드, 에르주룸, 흑해로의 출구 등을 포

함한 아르메니아 영토가 연합국과 술탄정부에 의해 인정되었다.68) 그러나 문

제는 이러한 영토가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양도될 것인지에 대

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도 세브르 조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미국 의회는 아르메니아 위임통치안에 대해 부

결함으로써 아르메니아를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국경

선은 종이 위에만 남게 되었다. 

3.4.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소비에트화 

1919~1920년 아르메니아 문제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러시아 

내부의 상황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1918년 여름에 발발한 내전에서 볼

셰비키 적군(Red Army)은 초기의 난관을 뚫고 1919년부터 여러 지역에 분산

되어 있던 백군 세력을 차례로 격퇴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우랄 지역의 콜

68) 세브르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이 패전
국인 오스만제국과 맺은 조약이다. Eugene Rogan(2015) The Fall of the Ottomans: 
The Great War in the Middle East, New York: Basic Books, p. 392.



차크 장군의 백군, 페트로그라드를 공격하던 유데니치의 백군을 몰아낸 적군

은 남부전선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1918년 말 남 러시아의 반 볼셰비키 세력

은 데니킨 장군 지휘 하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1919년 6월 그의 부대는 돈바

스,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그리고 차리친을 점령한 후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

해 나갔다. 그러나 그해 가을 적군의 맹렬한 진격으로 남부의 백군 세력은 

브란겔 장군이 지휘하는 크림 군대와 북코카서스 군대로 양분되었다. 마침내 

1920년 2~3월에 그 주력부대가 와해되고 반소비에트 의용군은 해산되었다. 
그 해 4월 폴란드군의 공격으로 적군은 일차적으로 폴란드군과 전쟁을 치러

야 했다. 그러나 10월 폴란드와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적군은 브란겔 군대와

의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다. 11월 프룬제 장군 휘하의 적군이 브란겔 군대

를 격파하자 남 러시아 지역이 온전히 볼셰비키의 손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코카서스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69) 적군은 데니

킨 부대를 격퇴한 후 바로 코카서스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20년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코카서스특별국(Kavkazkoe Biuro: Kavbiuro)을 설치하

고, 조지아 출신 오르조니키제가 이를 이끌게 하였다.70) 코카서스특별국은 

북 코카서스를 관할하는 적군 제 11군과 긴 히 협력하였다. 4월 27일 아제

르바이잔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성격의 무사바트(Musavat) 정부에게 볼셰

비키 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ittee: Revcom)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하

는 최후통첩을 하였다. 바로 다음 날 적군 제11군이 오르조니키제, 키로프(S. 
M. Kirov), 미코얀(A. Mikoyan) 등의 볼셰비키 간부와 함께 바쿠로 진격했

다. 그리고 4월 28일 임시혁명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을 소비에트사회주의공

화국으로 선포했다.71)

이러한 상황 전개는 아르메니아공화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당시 아

르메니아공화국과 소비에트러시아 간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아르메니

아공화국은 러시아 내전의 두 교전 세력과 모두 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과 아르메니아에 대한 지지 등의 이유로 아르메니아공

화국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장악했던 데니킨 장군의 백군과 긴 한 관계를 맺

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아르메니아 문제 해결을 위해 

69) 이하 코카서스 3국의 소비에트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lex Marshall(2010) 
The Caucasus Under Soviet Rule, London: Routledge, pp. 139-146 참조.

70) Evan Mawdsley(1987) The Russian Civil War, Boston: Allen & Unwin, p. 228.
71) 다닐로프ㆍ코술리나(2015), 647-8.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외교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러시아와 너무 가까

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72)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 세력이 아르

메니아공화국과 국경을 접한 인접국까지 확대되었다. 적군의 진격이 아제르

바이잔에서 멈추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73) 
이러한 상황은 아르메니아 내부에도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1919년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아르메니아인 볼셰비키들은 1920년 초부터 다슈나크 정부

를 비난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74) 1920년 
4월 아제르바이잔에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되자 아르메니아 볼셰비키들은 매우 

고무되었다. 이들은 5월 알렉산드로폴에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의 수립

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S. 무사엘리안(Sarkis Musaelian)이 반란군의 

지휘를 맡았고, 볼셰비키 무장봉기 세력은 카르스, 카라클리스(Karaklis), 가바

르(Gavar) 외 몇몇 도시를 장악했다.75)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는 곧바로 비

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장봉기 진압에 나섰다. 이 상황에서 알렉산드로폴의 반

란군 지도부는 아제르바이잔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대하던 군사지원이 오지 않자,76) 반란군 지도부는 큰 저항 

없이 정부군에 항복하였다. 이후 무장봉기 참가자들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

72)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아르메니아공화국이 러시아 편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 민감
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공화국은 대서구 외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Payaslian 2007: 157). 

73) 실제 적군 제11군은 바쿠 점령 후 곧 이어 예레반과 티플리스를 공격할 계획이
었다. 오르조니키제는 레닌과 스탈린에게 전보를 쳐서 늦어도 5월 12일까지는 티
플리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Richard Pipes(1994) Russia under the Bolshevik 
Regime, 1919~1924, London: Fontana Press, p. 161. 

74) 1919년까지 아르메니아 내의 볼셰비키는 5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산업지
역인 알렉산드로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아
르메니아인 볼셰비키들은 1919년 9월 예레반에서 비 회동을 가지고 러시아 공산
당 조직 안에 아르메니아위원회(Armenkom)을 조직하였다. 1920년 1월에는 아르
메니아 공산당을 만들었다. 볼셰비키들은 1920년 연합국들의 아르메니아공화국 
승인에 대해 비난하는 선전활동을 펼쳤고 다슈나크 정부를 연합국의 “부역자”라
고 비난했다. 다슈나크 정부는 볼셰비키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아르메니아에서 추
방하였다(Payaslian 2007: 165). 

75) Khachikyan(2010), 180-181.
76) 1920년 4월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한 폴란드군이 키예프를 심각하게 위협하자 

모스크바는 코카서스 군사작전을 연기하였다(Pipes 1994: 161).



고를 받아 처형되었고, 볼셰비키당은 금지되었다. 
볼셰비키 무장봉기는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를 더욱 반볼셰비키로, 그리고 

더욱 민족주의적으로 만들었다. 봉기 와중에 카티시안은 수상직에서 물러나

야 했으며, 이와 더불어 그의 정책은 끝나버렸다. H. 오한자니안(Hamazasp 
Ohanjanian)을 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조직되었는데, 이전의 카티시안 

정부 때와는 달리 다슈나크당 사무국이 오한자니안 정부를 좌지우지하였다. 
무엇보다 다슈나크당 사무국은 아르메니아인 볼셰비키를 몰아낸 다음 공화국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무슬림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77) 
배타적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다.78) 이에 아르메

니아 남부에 거주하던 많은 무슬림이 아르메니아를 떠나야 했다. 이러한 정

책은 아르메니아 자유주의자들을 더욱 더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타민족, 특

히 무슬림인 투르크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미국 어느 국가도 아르메니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아르메니아에 대한 터키의 공세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정부에 의한 공격이었다. 무능한 술탄 

정부를 전복하고 앙카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운 케말은 술탄 정부가 서명한 굴

욕적인 세브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르메니아와의 국경 문제를 소련 정부

와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그리고 아르메니아공화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세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1920년 9월 28일 터키군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시작

하였고, 11월 7일까지 사리카미쉬(Sarykamysh), 카르스, 알렉산드로폴을 점령하

였다. 11월 18일 아르메니아공화국은 최후통첩을 받고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였

다. 이후 알렉산드로폴에서 카티시안이 이끄는 아르메니아 대표단은 터키공화

국의 K. 카라베키르(Kiazim Karabekir) 장군과 평화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연합국 국가들에게 버림받고 그 어떤 다른 대안도 없었던 아르메니아는 

터키와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도록 소비에트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

77) Bournoutian(2012), 311.
78)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 처리는 공화국 정부에게 심각한 문제였

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모두 배타적 민족주의의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1919년 의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인 다슈나크당과 사회혁명-사회민주당 
반대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자는 국가의 안보와 물리적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무슬림 인구에 대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후자는 타협
을 통해 인종집단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ayaslian 2007: 156).



었다. 11월 말에 이르러 아르메니아공화국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자, 다슈

나크당 사무국은 소비에트러시아의 환심을 사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주의자인 

S. 브라치안(Simon Vratsian)을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코카서스 지역 소

비에트 전권대표인 B. 레그란(Boris V. Legran)과 예레반에서 협상을 했다.79) 
아르메니아의 중재 요청을 받은 소비에트러시아는 그 대가로 공화국 정부의 

권력을 볼셰비키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적군만이 터키군의 예레반 점령

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브라치안에게는 소비에트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결국 11월 29일 아르메니아

혁명위원회는 아르메니아에서의 소비에트 지배를 선언하였다.80) 12월 2일 아

르메니아의 영토를 보전하고 공화국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메니아공화

국 정부는 권력을 혁명위원회에 넘긴다고 서명한 후 사임하였다. 이로써 아

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소비에트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터키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소비에트러시아와

도 협상을 벌였는데, 권력 이양에 대한 서명을 한 바로 그날 밤 터키와 알렉

산드로폴 조약을 체결하였다.81) 그 주된 내용은 세브르 조약을 포기하고, 아

르메니아공화국이 카르스, 나히체반, 아라라트(Ararat) 산과 함께 수르말루를 

터키에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국경선은 아라흐(Arax) 강과 아흐리안

(Akhurian) 강으로 정해졌다. 당시 아르메니아공화국 측은 소비에트러시아로 

권력을 이항한 직후 체결된 이 조약이 무효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과정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았다.
1921년 3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터키 간 협상이 진행되었을 때, 아르메

니아 대표단은 협상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지 못하였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카

르스 지역과 수르말루 지역이 터키의 고유한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반대급부

로 터키는 나히체반 지역을 돌려주었으나, 이 지역이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 

땅이어야 하며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터키와 아르메

니아 간의 국경은 알렉산드로폴조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라흐강과 아흐리안

강으로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60만 평방킬로미터였던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영

토는 29만 6천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중요한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알렉산

79) Payaslian(2007), 169. 
80) 아르메니아혁명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에 조직되어 있었다. 동 혁명위원회는 적군 

제11군과 같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로 들어왔다(Mawdsley 1987: 228). 
81)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Bournoutian(2012), 313-314 참조.



드르폴은 소비에트아르메니아로 양도되었다. 이후 1921년 10월 소비에트러시

아의 후견 하에 터키공화국과 남코카서스소비에트공화국이 맺은 카르스 조약

은 앞서의 모스크바조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서 아

르메니아는 1917년 혁명 이후 아르메니아인이 꿈꾸었거나 실제로 점령했던 

영토 중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의 몰락과 소비에트화에 대해 아르메니아인들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한다.82) 다슈나크당에 우호적인 해석은 모스크바에서의 

소비에트러시아-터키 간의 협상을 기다리도록 볼셰비키가 아르메니아인들을 

기만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슈나크당에 반대하는 측의 해석은 예레반 정

부의 실책을 지적한다. 즉 다슈나크당의 대부분이 모스크바와 협력할 것을 

거부하면서 모스크바에 대응을 늦게 하는 바람에 소비에트러시아가 터키와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다슈나크당은 소비에트와

의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서구의 국가들이 아르메니아에 등을 돌릴 것을 우

려하여 세브르 조약이 서명되는 8월까지 볼셰비키와의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특히 훈차키아당은 다슈나크 중앙사무국이 예레반 정부를 장악

한 것, 아르메니아 볼셰비키 봉기를 진압한 것 등이 볼셰비키와의 협상 가능

성을 없애버렸고 볼셰비키가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적 열망을 영원히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83)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 전후의 아르메니아 역사를 통해 왜 아

르메니아공화국이 1918년 독립을 쟁취하고도 결국은 소비에트화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1917년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아르메니아인들

82) Bournoutian(2012), 311-312. 
83) 아르메니아공화국 몰락의 책임에 대해 다슈나크당과 비다슈나크당의 견해가 다르

듯이, 이들 두 계파는 이후 소비에트연방과의 관계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취하였다. 
전자가 반소련 정책을 취했던 반면, 후자는 친소련 정책을 취했다. 현재도 아르메
니아 디아스포라 집단에서 이들 간의 반목이 나타난다. “Armenian Revolutionary 
Federatio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menian_Revolutionary_Federation 
(검색일: 2017.09.15).



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지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민족주의에 경도된 이유를 밝혔다. 동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제국 치하에

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의 혜택을 입어 코카서스 주요 도시에 거주하면

서 상권을 장악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이들 아르메니아인 중산층은 사

회주의 사상보다는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동, 서 아르메니아로 나뉘어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 민족의 상황 때문에 아르

메니아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특히 오스만제국 치하의 서 아르메니아인들

이 당했던 차별과 대학살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자극하여, 동, 서 아르메니아 

지역 모두에서 민족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아르메니아

인들을 묶어내는 하나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다.
본 논문 3장에서 다룬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천 일 남짓한 짧았던 역사는 민

족주의가 여전히 아르메니아 정치의 주요 키워드였음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주도했던 다슈나크당 자체가 민족주의 세력이었으며, 이들의 최대 

관심사와 목표는 서 아르메니아 지역을 포함한 통일된, 거대한 아르메니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1919년 공화국 독립 2주년에 맞추어 공화국 정부가 

서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통일 아르메니아 국가의 수립을 선포한 것에서 단적

으로 드러난다. 자국 내의 산적한 문제들 ― 경제 붕괴, 기근, 전염병 발병, 치안 

불안 ― 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공화국은 민족 문제 해결을 더 우선시했다.
그러나 역사는 아르메니아 민족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

고 아르메니아공화국 자체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여러 지역에 넓게 펴져 살고 있었고 또한 타 민

족과 섞여 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르메니아인들의 거대한 통일 아

르메니아를 만들고자 했던 꿈은 처음부터 실현가능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르메니아 민족주의는 주변 국가, 민족들을 자극하였고 결국 이것은 주변 

국가와의 군사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실

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

르메니아인들의 결사적 항쟁과 몇몇 뛰어난 군사 지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

고, 아르메니아공화국은 타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외교를 통해, 즉 강대국의 보호와 보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19세기부터 시작된 민족주의 운동과 정치적 결사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혁명 당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혁명은 아르메니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 것만큼이나 수많은 도전을 안겨주었다.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

학적 위치는 아르메니아에게 더없이 큰 불행을 안겨주었고, 이 불행을 막아줄 

어떠한 외부 세력도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통일된 아르메니아 

국가를 만드는 것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동 아르메니아의 일부 영토도 터키

에게 빼앗기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용감한 저항과 원대한 

꿈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매우 냉혹하고 냉정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내 정치상황 변화에 대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뒤늦은 대응

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내전에서 볼셰비키가 승기를 잡고 러시아 

내, 그리고 코카서스 지역 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는 매우 뒤늦었을 뿐 아니라 끝

까지 수동적이었다. 다슈나크 정부를 비난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견해를 그

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소비에트화를 단순히 볼셰비

키의 기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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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olutions in the Periphery of Russian Empire: 
Armenian Nationalism and the Short-Lived Armenian Republic

Kang, Yoon Hee*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on the 
periphery of the Russian Empire, focusing on the case of Armenia. Armenia, 
situated in the Southern Caucasus, achieved independence in 1918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but it could last only for three years. In 1920, the 
Armenian government had to agree on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Revolutionary Committee, resulting in the Sovietization of Armenia. After 
looking in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Armenians and their political 
landscape, this paper deals with the birth and the fall of the first Republic of 
Armenia in the period 1917-1920. In doing so, the paper highlights th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mise of the Armenian 
Republic. These factors include the Turkish offensive that the Armenian army 
could not withstand and the nationalist stance of the Armenian Republic that 
prevented timely reconciliation with the Bolshevi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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