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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고려인의 고본질 

백태현. 이애리아 •• 

1.머리말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 

인1)의 대부분은 1937년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에 의해 연해주 지역에 

*키르기스탄 국립 비쉬케크인문대 

•• 일본 국립 민족학 박물관 지 역 연구 기 획 교류센타 

1)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고려인. 또는 ‘고려사람. 이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고려인협 

회’ . ‘고려일보. ’ .고려극장’ , 텔레비전 프로그램 ‘고려사랍’ 동의 여러 명 

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 스스로를 법주화하고 개체화하는데 이 .고려 

인 · 고려사랍’ 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명청은 러시아인들 

이 한반도를 유럽식으로 이해하면서 만들어낸 ‘까레야. 라는 단어에서 파생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연해주에 이주하여 살던 초기의 한인들과 구소련 

시대의 한인들이 받아들여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간혹 남북한 관 

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해석을 덧불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 

나 다소 무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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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이거나 그 자손들이다. 이들은 스탈린 정권 

에 의해 자행된 1928년 이후의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과정.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정치적 반대파의 숙청 및 고려인 지도층의 제거 과정， 

그리고 강제이주로 이어지는 통한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20세기초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가득 찾던 고국을 

떠나 구소련의 연해주 지역에서 나름대로 삶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 

여 살고 있던 약 18 만 명의 고려인들은 강압적인 강제이주 계획에 

따라 자연적 - 생산적 환경이 전혀 상이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의 각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 중의 일부는 1950년대 초반 

스탈린 사후 고려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철폐되면서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둥지에도 재 이주하여 살아왔다. 이주의 

단계에서부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는 세계 다른 지역의 한인 사 

회와는 다른 특정이 있는 것이다. 

강제이주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후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체제에 적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갔고， 동시에 그들은 변화해 가는 시대적 환경에 대웅하며 사회경제 

적인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최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또 다른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바로 구소련의 해체에 따른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이었다. 이제 고려인들은 구소련 시기와는 다른 차원의 

소수민족으로서 중앙아시아 각국의 체제에 적웅해 가야만 하는 역사 

적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생활전반을 

새롭게 지배하고 있고， 또 그 지배집단이 각국의 토착민족으로 바뀌 

하고 있는 한인들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들의 실체에 대한 보편 

성과 특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라 생각하여 ‘고려인’ 이라는 용어 

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전경수 199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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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차별상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 

면서， 이제 고려인들은 구소련 시기와는 다른 성격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독립을 전후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강제이주 이 

후 고려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분명히 드러난다. 소수민족 

이라는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확고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 

이다. 이런 가운데 고려인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 

는 돌파구로서， 그리고 그들의 물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고본질이었다. 

현재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내에는 현지의 일반적인 영농방식파 

는 다른 고본질이라 불리는 독특한 영농방식이 성행하고 었다. 사적 

인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의 영농방식이었던 고본질이 제2차 세 

계대전 직후 구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여. 

집단적 농업생산체제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며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 농업 집단청부제와 토지 업대제도가 

합법화되면서 고본질도 합법화하게 되었다. 고본질이 지니고 있던 경 

제적 현실성이 뒤늦게 나마 제도적으로 공인 받게된 셈이다. 한편 중 

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고본질은 고려인 사회 내에서 일정 

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 

다. 고본질은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사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아울러 고려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 

보해 가는 기저에도 큰 자리 매김올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 

은 고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들의 삶의 전 

모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소련 시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개되고 있는 고본질은 

그 사회경제적 성격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고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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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소련이라는 시대적 배경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의 상황， 

이 지역의 자연조건 및 농업 생산환경， 당해 생산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큰 편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본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심지어 그 사실관계조차 제대 

로 알려지지 않았다. 간혹 간헐적으로 고려인 사회를 연구하면서 약 

간 언급한 경우가 있었으나 고본질의 생산체계와 그 역사적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거나 확대해석 되는 경향 

이 대부분이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고본질을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이후 새로운 영농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농의 경우와 혼돈하 

여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고본질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역사성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먼저 고본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점 

을 감안하여 고본질의 특성과 그 의미를 밝혀 그 이해를 돕고자 하였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고본질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될 것이다. 대 

체적인 사회적 제도， 법， 관습 둥이 그러하듯 초기의 모습들은 미성 

숙한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후 그 자체의 사회적 변화과정을 

통해 일정한 역사성을 획득하여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 

시 고본질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냐 고본질의 

시원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현재에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 같 

은 고본질의 추이를 살펴 그 시기별 특성을 살피는 것도 고본질의 일 

전형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어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 

르는 영농의 전과정을 고찰하여 고본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이를 통해 고본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영농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본질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내에서 가지 

는 그 역사적인 성격을 고찰하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고려인 사 

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현재 고본질이 행해지고 있는 영농현장을 영농 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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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관찰하고 고본질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주로 의존하였다. 원거리에 

서 행해지는 고본질의 생산 현장은 직접 관찰하지 못하여 일정한 한 

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근거리 고본질의 구성원도 동일지역의 인원 

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근 · 원거리의 여러 지역에서 온 구성원 

들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농체계는 근거리 고본질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고본질의 성럽과전개 

1 ) 고본질의 성립 
현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고본질과 관 

련하여 고려인 상호간에 다소 복잡성은 려고 있으나 이 용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고본질에 대한 개념을 그들 스스로 명 

확하게 규정해 본 적은 없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본질이 

합법화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그 개엽화 자체가 더욱 불필요한 실정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성격올 지닌 현실화된 고본질의 특 

성은 분명허 드러난다. 그리고 고본질을 통해 강제이주 이후 참담했 

던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지금도 일정부분 엿볼 수 있고， 한편 그것만 

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도 었다. 

먼저 고본질의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 고본질이 구소련 시기의 집 

단적인 영농방식과는 다른， 또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농촌사회 

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개별적 영농방식과도 다른 차별성을 지니 

고 있다는 것올 밝혀 논의 전개의 기초로 삼으려 한다. 고본질의 특 

성은다음몇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다. 

첫째， 고본질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생산주체가 l년 중 일정 

기간 동안(대체로 3월에서 10월까지) 근거리든 원거리든 현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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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생산 현장인 들판에서 생활을 하며 영농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임시로 만든 막사에서 숙식. 취사는 물론 가정사 전반에서 발 

생하는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해결하며 일년 중의 대부분을 황량한 

들판에서 보낸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영농행위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연례 행사와 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 

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어려움이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가 

치， 애환과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고본질의 특정은 원거리에서 행해지는 고본질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고본질은 그 기본적인 운용단위가 반드시 소공동체(브리가 

다2)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고본질은 개인단위로 운용되는 영농 

형태가 아니다. 고본질에 임하는 구성원 모두가 생산 현지에서 영농 

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소기의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공 

동체(백태현 1999)를 조직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구소련 시 

기， 독립 전후의 과도기， 그리고 독립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 

본질 생산주체는 생산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 경제 

외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수의 가족 

이 모인 일단의 소공동체를 구성하여 영농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 

2) 브리가다는 집단농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전위조직으로 

서， 그 구성원은 집단농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한 브리가다는 대략 

40-100명 정도로 구성된다. 브리가다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 

위로 브라가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하는 작물별로 브리가다를 운영 

하기도 한다. 한편 집단농장 소속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브리가다를 별도 

로 구성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기도 한다. 브리가다의 책임자를 브리가딜이라 

고 부른다. 한 브리가다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하부에 몇 개의 

작업 분조를 두는 경우도 있다. 

고본질은 외형적으로 이 브리가다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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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고본질은 영농경험이 풍부하며 대상 현지 사정에 밝고， 또 거기 

에서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 브리가딜(소공동체의 운영자)을 중심으로 구성된 브리 

가다(소공동체)를 미리 조직하여 현지로 떠났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거주지에서 개별적으로 영농올 추구하는 개인농과는 분명히 구분 

된다 3 ) 그렇지만 고본질 최하위의 생산 및 판매 단위가 개개의 가족 

이라는 점에서는 일면 유사하다. 

셋째， 고본질은 이동 임대영농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본질의 이 

동성과 관련하여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영농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본질의 이 같은 특성은 당시의 현실적인 

생산조건， 판매조건 둥의 사회경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고본질의 분명한 경제논리는 구소련 시기나 독립한 이후를 막론하고 

사적인 이악의 극대화에 있다. 물론 고본질도 당해 시기의 사회경제 

구조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이윤을 극 

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지닌 지역을 찾아 고본질을 떠났 

3)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인농과 고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경영형 

태나 영농지역은 차이가 난다. 개인농은 구소련 해체 이후 집단농장체제가 

와해되면서 부각된 농업생산 방식의 한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개인농은 영농 

의 주체인 가장이 집을 떠나지 않고 영농의 전과정을 수행하며 , 이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룰 경작하는 경우도 었으나 대체로 거주지 근처 라이온(행정단 

위)의 토지위원회나 농업생산협동조합 둥에서 토지롤 임대하여 영농올 한다. 

그 영농규모는 개별척으로 차이가 나지만 3-4ha에서 10아la 정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편이다. 개인농은 그 생산의 형태나 재배작물에 따라 여러 유형 

올 보이고 있다. 고려인의 경우 일 가정이 개별적으로 영농올 책임지는 경우 

도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영농올 수행하여 분배하기도 

한다. 이들도 역시 임노동자인 .샀꾼 의 고용은 필수척이다. 한편 개인농도 

재배작물(수박， 오이. 양파 동)에 따라 수확기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현장에 주거시설인 .와곤(컨테이너 형 차량)’ 이나 ‘막(임시 가옥)’ 을 치는 

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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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고본질을 위한 좋은 입지 조건이란 생산과 판매가 상대적 

으로 유리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은 토양의 비척도， 

관개 조건， 판로의 유무 둥이다. 이렇게 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토 

지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 상당기간 고본질이 이루어진다. 

그러냐 이곳 중앙아시아의 지역척 특성상(지력， 병충해 퉁 생산환경 

상의 문제) 한 곳에서만 영농을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웅이 뒤따른다. 

특히 동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년에 농사를 지은 토지에서는 연작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력이 좋은 토지로 옮겨가며 영농을 수행한 

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산과 판로가 용이한 지역을 찾아 또 

옮겨갈 수밖에 없다. 옮겨가는 지역은 그 이전의 영농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으며， 가까운 곳일 수도 있다. 생소한 지역일 경 

우 브리가딜은 토지 임차계약에서부터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 

적 · 경제외적 노력을 재차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도 갖가지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나 

고있다. 

마지막으로 고본질의 영농주체는 예나 지금이나 고려인이다. 위에 

서 밝힌 고본질의 특성을 갖추고 영농을 수행하는 집단은 고려인밖에 

없다. 구소련 해체를 전후하여 중앙아시아 거주 타민족도 고본질과 

유사한 영농방식을 소규모나마 구사하고 있지만. 그 영농형태는 모두 

개인농의 범주에 속한다. 농사에 비교적 능통한 우즈베크인과 둔간인 

(중국계 회족) 둥도 영농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생산방식과 재배작 

물 둥에서 고려인의 고본질과는 차이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고본질의 전형은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생명 

력을 지니고 발휘되고 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 가운데 

기능하고 있는 고본질의 역할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그 이 

상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통해 우선 고본질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고본질은 그 영농주체인 고려언이 가족 

단위로 구성된 소공동체(브리가다)를 조직하여 농사철에 자기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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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를 떠나 근거리 혹은 원거리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생산에서 판 

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을 수행하는 ‘이동임대농업’ 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본질에 대한 고려인의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고본 

질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 

나 이 용어 자체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 내에서 비로소 사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본질의 기원은 연해주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문제이기도 하다. 

고본질은 명사 ‘고본’ 과 어떤 행위나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 ‘질’ 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접미사 질’의 쓰임은 익히 아는 바고， 역시 문제 

는 ‘고본’ 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현지 관계자의 증언을 통 

해 볼 때 ‘고본질’의 의미는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영농행위’ 정도로 이해된다. 이에 비하여 ‘고본’ 이라는 용 

어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고본’ 은 고본질에 참여하는 한 개별 

가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백태 

현 1999). 그렇지만 고본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아니다. 

개별가호의 경작 능력에 따라， 그리고 브리가다 전체의 경작 면적과 

그 구성원인 개별 가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고본의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10가호로 구성된 고본질에서 전체 30ha의 면적을 

입차하였다면 1가호 당 분배되는 평균 면적은 3ha가 된다. 그러나 개 

별 가호는 각기 그 경작 능력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호당 실질 경 

작면적은 3ha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호 

별 명굵 분배 면적인 3ha 정도가 한 고본이 된다. 즉 고본질 생산 현 

장의 조건에 따라 한 고본의 면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개별 가 

호는 보통 한 고본올 경작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가호는 두 고본을 

경작할 수도 있다. 이것을 두고 고려인들은 “이 번에 한 고본 했다(받 

았다) , 혹은 두 고본 댔다 는 식으로 표현하고 었다. 고본질은 이렇게 

분배받은 토지를 경영하는 영농행위가 되며 그 경영은 브리가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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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지는 개별적인 소경영으로서의 특성을 지난다. 

아무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대부분의 공통된 인식은 무엇보다도 

고본질이 무척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집을 상당 

기간 떠나 있다는 것’ 과 ‘돈벌이를 나간다는 것’ , 그리고 ‘그 전 과정 

을 통해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이다. 고본질은 상당량의 자본 

과 노동력을 투자하여 소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곧 망하는 것이다. 고본질을 떠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영농 

과정에는 소위 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특 

히 고본질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페레스트로이가 이전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의 상황도 그리 호전된 편은 

아니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파생된 또 다른 고본질의 

방해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인식에 연유 

하여 간휴 고려인들 중에는 일정기간 집을 떠나 고생스럽게 돈벌이하 

는 것을 고본질에 비유하기도 하며， 독립 이후 나타난 세칭 ‘보따리 

장사’ 동의 상행위를 고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었다. 정서적으 

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고본질이 아니다. 이런 영향 

을 받은 일부의 연구자들도 고본질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고본질의 본질올 흐리는 성급한 이해로 여겨진다. 

한편 고본질을 고려인 가정의 파괴요인의 하나로 지적하는 연구 경 

향도 있다. 즉 가장이 고본질을 떠난 사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져 이 

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 교육상의 문제점 둥을 지적한다. 그 

러나 이것 역시 고본질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이해한 경우이다. 앞에 

서도 밝혔듯이 고본질의 최하위 생산 단위는 개개의 가족이다. 여기 

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의미는 영농의 실질적 담당자인 한 가정의 가 

장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고본질을 행함에 있어 가족의 구성원 

들은 어떤 형태의 기능을 담당하든지 간에 가족단위 복합 영농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고본질을 떠날 때， 여건이 허락하면 

일가족 전원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상 참가하지 못한 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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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도 긴 여름방학이 되면 모두 현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영농 

과 판매시에 돕는다. 장성한 자녀들은 휴가를 이용하여 판매시에 부 

모를 돕기도 한다. 물론 고본질의 과정상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본질에 한 가정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 

는 요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 역사적 배경 

구소련시대 농업 부문의 기본적 생산조직이었던 ‘콜호즈’ 와 ‘소포 

오즈’ 는 셜립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시일이 흘러 갈수록 그 효율성이 

낮아져 농업 생산성의 하향추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1928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된 농업집단화 정책은 구소련의 

공업화를 위한 토대로서 그 희생을 강요하는 생산체제였다는 것은 익 

히 아는 바다. 농업집단화 이전 농업 생산물의 공급은 주로 시장의 가 

격구조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초래되는 농산물 공급의 불 

안정성과 유동성은 공업화를 전제로 한 경제계획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집단농장과의 

선대계약 체제였다. 이 같은 농산물 공급할당제는 사전에 자발적인 

형식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의무적인 경 

우가 많았다. 전체적인 계획경제 하에 집단농장의 농업생산량이 정해 

지고， 그것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공급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 

고 그 가격은 표준치를 기준으로 파종된 토지의 넓이와 토질의 질에 

따라 3퉁급으로 매겨졌으므로 차둥적 지대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그 

런데 집단농장에 할당된 수량은 대체로 고정이 되어 당해 농장의 실 

제 총 생산량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모리스 돕 1989: 320-326) 

현실과 괴리된 채 운영되어 가던 팔호즈와 소포오즈는 관료제적이 

고 비효율적인 속성이 만연되어， 결국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집 

단농장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가중되는 잡다한 명목의 

세금으로 인해 집단농장의 구성원들은 식료품조차 박탈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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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한막스 1998: 21).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집단농장 체제는 변질된 

모습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집단농장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전근대적인 관료제 

적 속성이 강했던 소비에트체제 하 집단농장의 위원장은 자신의 기득 

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 난 

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이용된 것이 바로 고 

본질이었다. 일부 집단농장은 그 보유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집단농장별로 할 

당되어 있던 부족 분의 계획량을 충당하고자 하였다(이것을 플란 

plan을 맞춘다고 함) . 이렇게 하여 생겨난 새로운 영농형태는 집단농 

장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고려인의 높은 농업생산 능력이 결합되어 이 

루어진 시대적 산물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합법화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이것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영농방식으로 간주했다. 

고려인들은 연해주시기부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고， 만주에서 

와 마찬가지로 수도작은 고려인들이 개척하였다. 그들은 조선후기 이 

래 전개되어 온 집약적인 소농경영의 방식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즉 소규모의 가족을 중심으로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영농 

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록 적은 토 

지일지라도 가족의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단위면척 당 수확 

량을 높여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러한 선진적인 영농 

방법과 고려인 특유의 근면성은 연해주 지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 

어 사회 · 경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구소련의 강압적인 농업집단화 과정 

을 통해 고려인들의 이 같은 영농능력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 

에 없었다. 물론 고려인들은 고려인 집단농장의 위원장이라는 가부장 

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농업생산체계에 적응하며 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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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력을 제고시켜가고 있었지만 개별경영에 대한 동기유발은 사실상 

집단적 생산체제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산환경은 중 

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며， 강제이주라는 외적 

계기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더욱 체제 내적인 농업생산체계에 더욱 적 

응 · 동화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 넣었다. 비록 이것은 고려인 

들을 짓누르는 역사적 한계상황으로 작용하였지만， 고려인들의 생산 

적 의지마저 사회주의적 농업생산체제 내에 매몰된 것은 아니었다.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생활은 극단적으로 표현하 

여 ‘삶’ 을 위한 생존 전략과 직결되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삶 

은 각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적 · 실천적 추구가 최 

대의 관건이었다. 다행히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주 초 

기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도 그들의 장기인 영농분야에 계 

속해서 종사할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에트체제 하의 

다른 민족보다도 더욱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숙지하고 있었고， 또 다 

양한 영농 현장에서 그것을 구사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문화전통을 지 

니고 있었다. 이러한 영농기술과 그 문화전통은 심지어 삶을 위협하 

는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도 훌륭히 발휘되었다. 이것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라는 열악하고 상이한 생산환경을 극복하고， 창의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사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초기 그들올 규제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 

과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여있던 현실적 여러 관계 속에서 집 

단적인 농업생산체계의 수탈구조 속에 은폐되어 있던 제 장치들을 간 

파활 틈도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곧 이 생산체계가 사적인 생산의욕 

을 북돋우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고려인들의 영농의 우수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부 

를 축적해 갈 수 있는 길이 다름 아닌 집단적 농업생산체계 내에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고려인들의 전유물로 되어간 ‘고 

본질’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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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체제 하 집단적 농업생산체계와 고본질은 상호 이질적인 속 

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고본질이 합법화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암묵적인 합의 하에 

양자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본질이 생겨날 수 있었고， 또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고본질 

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집단농장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 

는가. 

첫째， 토지를 임대해 주는 당해 집단농장은 상당한 소득증대의 효 

과가 있었다. 고본질을 통해 산출된 생산량은 그 계약관계에 따라 다 

소 차이는 나지만， 대략 생산량의 50% 정도를 토지를 임대해 준 집 

단농장에 자불한다. 고본질의 규모는 현지 생산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상당한 개별가호가 모인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영농에 임하기 

때문에 집단농장에 납부하는 농산물(또는 현금)도 꽤 많은 양에 이른 

다. 따라서 현지 토착민이 주 구성원인 경영상태가 열악한 집단농장 

의 경우， 이 수입을 통해 할당된 계획량을 맞추는 둥 집단농장의 운 

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구소련 시기 한 집단농장은 고본질 

을 통한 수입으로 농장소유의 젖소 20 ，000마리 , 양 12 ,000 마리 동 아 

사 직전의 가축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4) 

둘째， 집단농장은 고본질의 주요 재배작물이었던 양파， 수박， 오이 

는 물론이고， 필요한 야채를 부수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 지 

역의 현지인들은 대체로 야채농사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야채를 고본질을 하는 고려인들에게 청탁하기도 하였다. 반대 

로 고려인들이 집단농장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야채를 

4) 고본질을 36년간 다닌 최 발렌틴 (66세， 비쉬케크 거주)의 증언. 그는 토착 

현지인들이 고려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경제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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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여 상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고본질의 구조상 집단농장의 위원장 등 그 지도부에게는 상 

당한 불로소득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려인들의 고본질을 선호 

하는 편이었다. 한편 고본질의 실질적 운영자인 브라가딜은 통상 집 

단농장의 위원장 동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의 이해관계를 충 

족시켜 갔다. 

양자가 이렇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을지라도， 고본질이 탈법적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본질을 많이 다닌 

고려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고본질은 전과정을 통해 관계되는 법이 

‘가득하다’ 는 것을 꽤나 강조한다. 이것은 고본질의 전 과정이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이 많은 법 

들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동원된 수단이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었다. 이것은 당해 집단농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 

고， 또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예를 한가지 들어본다. 현지 

집단농장은 고본질의 생산주체인 고려인 브라가다를 집단농장의 하 

위 생산조직체계인 브리가다의 하나로 둥록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 

다. 이 때 국영농장의 경우 고려인들을 정식 농장원으로 둥록시켰기 

때문에 고본질을 행하는 고려인에게 월급이 지불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 고본질올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팔 때에는 그 증빙서류가 필요 

하였는데， 역시 집단농장의 협조 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의 협조 관계는 상당히 취약한 사회적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혹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보 

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집단농장 측에 의해 야기되며 

고본질을 행하는 생산주체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일례 

를 들어보면. 196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로서 해당 소포오즈가 

고본질과 관련한 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고본질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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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농산물을 강제로 탈취한 경우이다. 당시 김 료냐(52세， 알마 

티 거주)씨의 부친은 3ha의 면적에 양파를 재배하여 해당 소포오즈 

에 계약된 농산물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농장당국은 경찰을 동원하여 

나머지 농산물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소포오즈에 

할당된 계획량(플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농장당국은 그에 

게 노동한 기간만큼 농장원으로서의 월급만을 지급하였다. 농장원으 

로는 가장인 부친만이 둥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친 1명의 월급만 지 

급되었고， 모두 8개월간의 월급만 받았다고 한다(당시 1달 월급은 70 

루불) . 그 결과 그는 투자 자본(임대료 및 생산비 둥)을 회수하지 못 

하여 가을에 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 ‘땅집’ 이라고 함)을 팔아 그 부채를 탕감하였다고 한다. 

(2) 대상지역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많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납부 농업 

지대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딸띠꾸르간 · 우쉬 

토베 지역-알마티-비쉬케크(키르키스탄)-탈라스(구 잠불)-침켄트-타 

쉬켄트(우즈베키스탄)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로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었다. 고본질은 생산주체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대상지역 

에 따라 크게 근거리 고본질과 원거리 고본질로 나눌 수 있다. 근거 

리 고본질은 생산주체의 연고지 주변과 중앙아시아 국가 내의 가까운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고본질이다. 원거리 고본질은 고려인 밀집지 

역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행해지는 고본질이 

다. 원거리 고본질 지역은 비록 먼 곳에 위치하고 았으나， 고려인들 

사이에 생산조건과 판매가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이다. 그 지 

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지역， 카프카즈 지역， 러시아 

의 남부 국경근처인 로스토프 및 사라토프 지역， 볼가그라드， 옴스 

크， 칼미크 공화국， 연해주(독립 초기에는 갔으나， 현재는 이익이 없 

어 제외 됨)지역， 시베리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역(현재는 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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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감) . 카자흐스탄 

의 러시아 접경지대(악쥬빈스크， 파브롤다르， 우랄스크) 퉁이다. 

고본질은 초기에는 주로 생산주체의 연고지인 근거리에서 대부분 

행해졌으나. 1960년대 이후 점차 원거리 고본질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브레즈네프 집권시기인 60년대 중반 이후에 원거리 고 

본질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립한 이후 현재는 근거리， 원거 

리에서 모두 활발히 고본질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원거리 고 

본질은. 현재 이 원거리 고본질 지역에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영구 정 

착하여 살게 된 계기가 되었고 독립 이후 고려인들이 그곳으로 이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고 때문이다. 

고본질의 시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파종기인 이른 봄에 시작하 

여 늦가을에 생산한 농산물을 모두 판매하고 귀가할 때까지이다. 그 

렇지만 농산물의 판매가 늦어질 경우에는 겨울까지 현지에 남아 판매 

를 하기도 하며， 오이나 수박을 조기 수확한 경우에는 일찍 판매를 

마치고 귀가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일정치 않다. 

(3) 고본질 구성의 특징 

@브리가다의 구성단위 

고본질올 행하는 브리가다는 브리가딜을 정점으로 개별 가호가 기 

초 단위가 되어 구성되는데. 통상 6-50호 정도가 모인 소공동체를 결 

성하여 현지로 떠난다. 그렇지만 그 규모는 보편적으로 현지의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현지의 관개조건이 나뿔 경 

우에 대규모의 브라가다가 조직될 수 없는 것이다. 브리가다 구성원 

의 특징을 보면 브리가딜을 중심으로 대체로 가까운 친 · 외가의 친척 

이 주요 구성원이 되고， 여기에 더하여 그들이 평소 알아왔던 지인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친족의식에 근거한 소공동체의 결속력은 

어느 생산집단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며. 이 때문에 고본질의 영농과정 

에서 발생하는 온갖 어려움도 브리가딜을 중심으로 결집된 모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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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해결해 갈 수 있었다. 그 구성원 중에 가장 

이 여성인 경우， 또 영농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가호의 경우도 가족이 

나 친척의 권유로 고본질을 따라 나서지만 큰 문제없이 l년 농사를 마 

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고본질의 전 생산과정은 브리가덜의 총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최 

소의 생산 및 판매의 단위는 개별 가호이다. 특히 판매는 개별 가호 

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개별 가호는 대체로 부부와 그 자녀로 구 

성된 가족의 형태이나， 미혼의 형제자매로 구성되는 경우， 미혼의 형 

제자매와 그 어머니가 같이 동참하는 경우 둥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개별 가호의 가족 동참 여부는 그 생산주체인 가장을 중심 

으로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처지에 따라 결정되며， 가족 구성원이 

고본질에 동참하는 그 시기도 역시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부 

인은 자녀가 없거나 어린 경우에는 가장과 같이 처음부터 동행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방학 때를 맞추어 자녀와 같이 현장에 

합류하여 영농 및 판매를 돕는다. 그러나 부인이 독자적인 직업 (소규 

모의 상업 활동， 여러 종류의 사무직종 등)이 있을 때는 고본질의 성 

패를 좌우하는 수확 및 판매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둥 소극적 

으로 고본질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의 가호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미혼의 성인 자녀의 경우 

직업이 없을 때는 당연히 고본질에 참여하며，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농산물의 판매시에 휴가(l달 정도)를 받아 가장을 돕는다. 판 

매시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이 동참하여 고본질을 돕는데， 특히 

여성의 역할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본질의 최하위 생산단위 

인 개별 가호의 구성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특히 고본질이 한 

가계의 주 수입원인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그 참여 정도는 더욱 적극 

적이다. 또한 고본질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에도 같은 경 

향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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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가딜의 역할 

고본질은 집단농장의 생산조직체계인 브리가다의 생산체계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본질 브리가다에는 그 책임 

자 곧 고본질의 실질적 운영자인 브리가딜이 존재한다. 그는 고본질 

의 전과정. 곧 현지 토지임차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 

을 총지휘한다. 물론 브리가딜의 역할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 

지만 그의 경영능력 여부가 그 해 고본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역할은큰편이다. 

브리가딜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운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조직 

하는 브리가다 구성원과의 관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브리 

가딜은 고본질의 경험이 풍부하고， 통솔력과 신망을 갖춘 이가-통상 

맡는다. 이런 능력을 갖춘 이가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현지에서 고본 

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때 그는 브리가딜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브리가딜의 경 

영능력이 내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때， 그리고 외적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때 그가 이끄는 브 

리가다는 오래 유지될 수 있었고， 그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반대로 종합적인 브리가딜의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 

길 경우에 그 브리가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와해되었다. 

브라가딜은 그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물질적 

인 보상과 약간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것은 브리가딜과 그 구성원 

간에 맺어지는 일종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의미하며， 그 구성원으로부 

터 브리가딜의 경영능력을 물질로 인정받는 형태이다. 이러한 브리가 

딜의 보상규정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브리가다의 

규모에 따라 그 역할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가다의 

규모가 적을 때는 보통 브리가딜도 구성원인 개별 가호와 같이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이 경우 브리가딜은 토지 임차료를 내지 않으 

며， 또 생산조건이 좋은 토지를 골라 경작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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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러나 브리가다의 규모가 클 때 브리가딜은 각 구성원의 

생산활동을 돕고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생산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경우는 집단농장과 계약한 토지 임차 

료의 할당량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각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데， 

그 차액이 브리가딜의 수입이 된다. 브리가딜은 그 자체 큰 이익이 

생기는 그런 직위는 아니었으나， 그 운영능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부 

를 축적하기도 한다. 간혹 경영능력이 뛰어난 브리가딜은 동일 지역 

에서 두개의 브리가다， 혹은 3-4의 브리가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 

었다 5)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는 나지만 브리가딜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매 

우 다양한 편이다. 성공적인 영농을 위해서 그는 우선적으로 현지의 

집단농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했다. 유리한 토지 임차계약 

의 체결， 농기계의 시기적절한 임차， 비료와 농약의 공급， 농작물의 

생장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농수의 공급， 그리고 고본질 기간 중 필요 

한 음식물의 수급 둥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해당 집 

단농장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브리가딜은 집단농장 집행부의 

오전회의에 참석하여 그 형편을 파악하는 동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 

5) 비쉬케크에 거주하는 최 아나툴리 (56세)씨는 20년 동안 고본질을 다녔는데， 

그 중 17년은 브리가딜로서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1976년부 

터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접경지대인 악쥬빈스크 일대에서， 17년 동안 브리가 

딜로서 고본질올 다녔다. 주 재배작물은 수박이었고， 그는 한 때 두 브리가 

다를 운영 한 적도 있다. 보통 브려가다의 수입은 20，이)()-40，아)()루불 정도인 

데. 그가 브리가딜로서 많은 수입을 올릴 때는 130，이)()루불을 벌었다고 한 

다. 당시 숭용차 1대의 가격이 10 ， 000루불 정도였다고 하니‘ 그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수 있다. 

그는 고본질을 통해 축적한 자본올 바탕으로， 독립 이후 건축업， 무역업， 서 

비스업 퉁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상당한 재력을 축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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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도로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잡다한 일도 있다. 고본질이 합법 

화되기 전까지 해당 라이온의 당 관계자， 경찰서， 세무서 둥 여러 관 

계 기관과의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브리가딜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만 했다. 그 외 브리가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 

는 구소련 시기 수확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6) 그러나 

원칙상 농산물의 판매는 개별 가호가 담당하였으므로， 이것은 브리가 

딜이 수행해야 할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유능한 브리가딜이 갖추어 

야 할 능력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소련 시기에 브리가딜 

중에는 가을에 수확할 양을 예상하여 사전에 판로를 확보하고， 수확 

후에 현지로 농산물을 실어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브리가딜은 브리가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거나 필요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것은 브리가 

딜의 경영방침과 관련된 일로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 회의 

는 전체 생산활동에 관한 협의 사항이 있을 때 소집되며， 회의 장소 

는 브리가딜의 ‘막’ 이거나， 회의를 하는 큰 ‘막’ 을 별도로 만드는 경 

우도 있었다. 회의는 주로 아침에 소집되며，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 

었다. 규칙은 주로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규제조항이 마련되었 

다. 가령 ‘바쁜 농사철에 술을 먹지 말 것’ . ‘외출시에는 허락을 받을 

것. 둥이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벌금제도를 

두기도한다. 

전체적으로 브라가딜은 그가 조직하는 브리가다라는 소공동체 내 

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부장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브리가다 

6) 1990년 불가그라드 지역에서 브리가다를 운영하던 최 발헨틴(브리가딜)은 

그 혜 전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양파 4.000톤 중. 3 애O톤은 러시아 지역에 판 

매하고 1.000톤이 남았지만 겨울이 되어 판로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고 한다. 그는 고심 끝에 모스크바로 가서 농림부 장관을 만나 도움을 청 

하기로 작정하고. 결국 3일 노력 끝에 농림부 장관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장관의 주선으로 나머지 1.000톤의 양파를 모두 팔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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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특정이 그러하듯 상호 단순한 경제적 계약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상호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소공동체가 

이 브리가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4) 현지 주거방법 

고본질은 토지를 임차하는 현지에서 전 생산과정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반드시 주거시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농현장 근처에 각 호별 

로 임시가옥인 ‘막’ 을 세운다. 최근에는 소형 컨테이너형 차량을 이 

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을 건축하고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 

이 있다 7) 예전에는 간혹 영농현장이 집단농장과 가까울 경우 농장당 

국이 빈집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현지로 떠날 때는 통상 막올 치는데 필요한 자재나 용구， 비닐 하우 

스를 만들기 위한 비닐과 철사， 각종 농기구， 씨앗， 취사도구를 포함 

한 생활용품 퉁 고본질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간다. 그러나 근거 

리， 훤거리의 고본질에 따라 그 준비물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현지 

로 이동하는 방법은. 물품은 공동으로 트럭이나 컨테이너를 빌려서 

운반하며， 사랍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구소련 시 

기에는 항공료가 저렴한 편) . 본인 소유의 자동차 동을 이용한다. 

막을 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영농현장의 근처이다. 개별 가호의 

막은 본인의 경작지 근처에 건축하는데 그 이유는 농산물의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인근 마을 근처의 도로나 농로가 있어 교통이 

7) 컨테이너형 차량은 근거리 고본질 지역에서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보통 트 

럭으로 견인하여 현장까지 운반하는데， 장거리일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 

다. 현재 이 차량은 $300-5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여유가 있는 가호는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차량의 크기는 다양한 편이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비쉬케크 근처의 고본질 지역에서는 브리가딜만이 이 차량을 막으로 사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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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곳， 나무가 있어 그늘이 있는 곳， 수로 근처를 택하여 막을 건 

축한다. 물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여름의 무더위에 무척 고생을 하 

는현장도있다. 

막을 건축하는 데도 개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그 규모는 다양한 

편이다. 대체로 고본질의 경험이 풍부한 사랍일수록 막올 짜임새 있 

게 잘 만든다. 막올 껄치하는 데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되며， 파종이 

시작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셜치한다. 건축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막은 남성들이 대신 만들어 준다. 막은 주로 나무를 이용하여 만드 

나， 펼요에 따라 합판이나 방수가 되는 비닐 제품을 구입하여 벽이나 

지붕을 만든다. 막의 시셜은 크게 침실과 주방. 기타 부속실로 구분 

이 된다. 침실은 대개 땅에서 높여 만들며 바닥은 나무를 고르게 펴 

서 명명하게 만든다. 침실율 높게 만드는 이유는 혹시 참입할 수도 

있는 뱀에 대한 방지책이다. 막에는 봄추위를 막기 위한 난방시설로 

.구둘이(구들)’를 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도 많이 변화하여 마을 

근처에서 전기를 끌어 올 수 있으면 대개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한 

다 8) ‘구둘이’ 는 침실과는 별도로 주방에 만드는 데， 고려인들의 전 

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만드는 방법은 땅에 골을 파고， 

그 위에 앓은 철판올 놓고 흙으로 바닥을 다진다. 불을 때는 아궁이 

는 막 입구 근처에 만들고， 연통은 막 밖으로 연결하여 만든다. 부속 

실은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목욕실로 이용한다. 

브라가다의 규모가 클 경우 영농 현장은 조그마한 마을을 형성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막도 수확이 다 끝나면 철 

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 주변에는 여러 가지 편의 시껄을 만든 

다. 화장실. 막과 연이어 만든 휴식 공간， 나무 그늘 밑의 휴식 공간， 

빨래 줄， 욱외 목욕설， 물올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화덕(흙 

으로 만든 아궁이) 둥을 만들어 열악한 영농현장이라고는 하나 최소 

8) 비쉬케크 근처 조사지역에서는 10 가구 중 2가구만이 ‘구둘이’ 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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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기본적 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 

2) 고본질의 역사적 전개 

(1) 초기의 고본질 

고본질의 시원이 언제부터인지， 또 고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고본질이 독특한 농업 생 

산방식의 하나로서 정착을 하고， 그것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내 

에서 일정한 역사성올 지니게 된 시기는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된 이후부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이주 직후 

에 곧바로 고본질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강제이주 직후 고려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벼농사의 작황은 그렇게 

성공적인 펀이 못 되었다. 우선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형적 조건과 기 

후는 연해주 지역과 많은 차이가 났다.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의 생산 

환경에 맞는 영농법을 익히기에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고려인들이 생활의 토대를 겨우 마련해 갈 무렵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적성민족으로 분류된 고려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수 없었고， 대신 전챙기간 중에 ‘노력전선. 이라 하여 대다수 

의 고려인 남성들은 구소련 각지의 탄광， 군수공장 둥에 동원이 되었 

다. 18세 이상의 남성들이 동원되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곧 돌 

아왔다. 한편， 전쟁기간 중 각 집단농장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 

급하여야만 했고， 여기에 더하여 일부 고려인 팔호즈들은 자진해서 

군수물자를 헌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과 

도한 충성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구성원들의 입장은 과도한 공출9)에 지나지 

9) 구소련시기 농업집단화 초기 곧 1930년대 공업화 초기 단계에 과대한 공출 

로 인하여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적이 있었는데， 연해주지역에 거주하 

던 생계가 어려운 소수의 고려인들이 주로 산비탈 둥의 척박한 땅을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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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모든 집단농장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그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고려인 가정일수 

록 더욱 경제적 어려웅에 시달렸는데， 당시 그 돌파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고본질이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고본질은 전쟁 중에도 소규모나마 

행해졌고， 전쟁 직후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기 고본 

질의 주 재배작물은 벼였다. 당시의 고려인들은 이 지역 벼농사에 대 

한 영농법을 어느 정도 익혀 둔 상태였고， 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재배작물이었다. 초기 고본질은 주로 가족의 노동력만을 이용하 

여 대체로 그 연고지 주변에서 행해졌다. 그렇지만 이 때의 고본질도 

개인 단위로 운용된 것은 아니었다. 고본질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 

에서， 집단농장을 상대로 토지를 임대하여 생산의 전과정을 마치려면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협동체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요청되었다. 그 

래서 소규모 나마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고본질에 임했던 것이다. 

당시는 농기계의 임차도 힘들고 고본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 

던 ‘샀꾼’ 도 별로 없어 넓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었다. 

대략 한 가호 당 1.5ha 정도의 토지를 엄차하여 파종， 잡초제거， 수확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력으로 벼를 재배하였다. 갔꾼은 주로 가을 

수확기에만 동원하였다. 수확기 갔꾼의 임금은 1쏘트카(100m2 ) 의 벼 

를 수확할 경우에 한 양동이(101)의 벼를 지급하였다. 고려인들은 수 

확한 자기 몫의 벼를 도정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고본질을 하는 

고려인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계약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일부를 

9) 여 조. 육수수 둥을 심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생산체제와는 달리 

사척인 영농체재라는 헛점이 있었으므로 수확한 농작물올 다 빼앗기는 경우 

도있었다고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도한 공출과 헌납 둥으로 해서 고려인 집단농 

장의 회원은 ‘살기가 바쁘고(힘들고) . 구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강 나제즈 

다. 1926년생.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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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로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고려인 개인의 몫이 되었으니， 당시 

고본질의 경제적 유인성은 상당한 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숭하여 

상당수의 고려인이 집단농장을 이탈하여 고본질을 하게 되었고， 노동 

력이 부족한 일부 집단농장은 이를 단속하기까지 하였다 10) 

그러나 초기의 고본질이 모두 유리한 조건 속에서 행해진 것은 아 

니었다. 고려인들이 겨울에 집단농장의 ‘깔밭(갈대밭)’ 이나 습지 등 

의 땅을 미리 .떼서(임차하여)’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 집단농장은 

다음 해에 그 땅을 뺏어버리고 다른 척박한 땅을 다시 임대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해마다 옮겨다니면서 고본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갈대로 만든 깔뚜막’ 을 만들어 살았는데 겨울에는 막 

안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1) 

이렇게 시작된 고려인들의 고본질은 기존 소비에트체제하의 집단 

적 생산채제에서 이탈한 새로운 사적인 영농체계로 서서히 자리잡아 

가게된다. 

(2) 스탈린 사후 합법화 이전의 고본질 

1950년대 초반 스탈린이 죽고 난 후 고려 인 농촌사회 에도 여 러 변 

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전까지 통제되어 왔던 고려인에 대한 거주이 

전의 제한이 철폐된 것이다. 강제이주 초기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 

던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스탈린 사후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둥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과 

더불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고본질은 본거지 중심의 영 

농형태를 탈피하여 원거리까지 고본질을 나가는 공간적 확대현상이 

나타났고. 이 시기에 이르러 고본질이 더욱 체계화되고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10) 강 나제즈다(1926년생) 할머니의 증언. 

11) 최아 나툴리(1946년생)의 어렬 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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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고본질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두 번에 걸친 꼴호즈의 통합화 · 대형화 과정이었다‘ 1958년 

MfS(Machine Traαor Station) 12)가 폐지되고 이 시기를 계기로 삼아 

꼴호즈들을 통합하는 정책이 펄쳐지게 되었다. 즉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부채가 누척된 꼴호즈는 인근의 성공한 꼴호즈에 병합시키거나 

몇 개의 팔호즈를 묶어 소포오즈(국영농장)화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집단농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괄호즈의 대형화 

조처는 또 한 번 있었는데. 1969년 팔호즈에 관한 새 규약이 발표되 

면서 기존의 괄호즈들이 다시 병합되어 대형화된 소포오즈가 생겨나 

게 되었다. 이렇게 통합된 집단농장은 이제 여러 민족을 포함하는 다 

민족공동체가 되었던 것이다. (이광규 · 전경수 1993: 131-132) 이와 

같은 두 번에 걸친 통합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꼴호즈는 고 

려인 팔호즈였다. 인근의 소위 ‘지방민’ 13) 괄호즈보다 고려인 꼴호즈 

들이 그 운영이나 수익성에 있어서 훨씬 뛰어냈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꼴호즈 통합화 이후 고려인 꼴호즈들은 인근의 열악한 

꼴호즈의 부채를 공동으로 떠맡아야 했으니 그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통합화 과정에서 상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민족 구성훤들의 태 

만과 온갖 비리 둥도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12) 구소련 시기 기계 · 트핵터 공급소(MfS)는 집단농장에 기계나 셜비 및 농업 

전문가를 공급하는 기구로서 1930년에 처옴 만들어졌다. 1933년 이후에는 

MTS에 정치부가 만들어져 집단농장의 판리와 작업전반올 감독하는 둥 당 

조직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통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였다. 대체로 MfS는 

라이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인근의 집단농장에 그 소관업무률 수행한다‘ 

이후 1958년에 집단농장 자치권의 재약요소였던 MfS가 혜지되고 그 소관 

기계들은 집단농장으로 이관되었다. (김홍명 1981: 267-268) 

13)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토착민올 대체로 .지방민’ 이라 부르고 있다， 고려인 

꼴호즈들은 이 토착민이 주 구성원인 팔호즈들과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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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고려인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팔호즈의 

지도자마저 타민족에게 빼앗김으로써 당연히 고려인 꼴호즈로서의 

의미와 특성을 잃어버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접어들어 고려인 꼴호즈들은 현격히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 강제이주 초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워 놓은 삶 

의 터전을 남의 손에 넘겨주어야 했으니 고려인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양원식 1998: 46-47) 

집단농장에서 이탈한 고려인들은 대거 고본질을 나서게 되었고， 삶 

의 근거지를 도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도시로 

옮겨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고본질의 경우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자녀교육 문제와 제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거 조 

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도시와 그 근교지역이었다. (백태현 1999) 

고려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레즈네프 집권시기 (l962~ 1982년)가 

고본질을 다니기가 비교적 좋았다고 한다. 구소련의 역사상 브레즈네 

프 시대를 혼히 정체의 시기라고 부르지만， 그가 농정에 기울인 노력 

은 상당하였다. 그는 농업생산의 안정적 확대와 효율향상을 중요과제 

로 채택하고 농업부분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 수차에 걸친 농 

축산물 매입가격의 인상， 농촌에 있어서 소매상품 가격의 인하， 농업 

기계 도매가격의 인하 동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업집단화의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이와 같은 농업투자 정책 

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구소련의 농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다. (김광수 1990: 389-392) 그런데 이와는 달리 고본질은 이 시기에 

그 제반여건이 좋았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대규모 농업투자정책 

이 고본질의 생산비를 저하시켜 반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이 되었고， 브레즈네프 시기 만연된 정치적 기강의 해이와 부패는 오 

히려 고본질을 활성화시키는 여건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고본질의 특징은 원거리 고본질의 활성화이다. 그 지역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지역과， 구소련 남서부의 곡창지대， 현 카자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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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북부의 국경지대 등이었다. 그리고 재배작물은 초기의 벼 중심에 

서 양파， 수박， 가지 둥으로 다양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 

기까지는 단위면적 당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해서， 생산 및 판매 

의 여건이 좋은 지역을 찾아 나선 고려인의 강인한 생활력이 그 토대 

가되었다. 

고려인들이 고본질을 떠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다. 고본질은 고려인 개별 가호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 적법 여부를 떠나 구소련 시기에 사적인 영농방 

식을 통하여 큰 규모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상 고 

본질 뿐이었다. 개별 가호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농장체제 내에서의 

수입보다도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는 고본질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물론 고본질 초기부터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고본질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그 수입도 늘어갔 

다. 고려인들이 고본질을 통해 올린 수입은 대체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이용되었다 14) 강제이주 직후 움막에서도 살았던 고려인 

들의 처지였기에，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큰 의미가 있 

는 일이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주돼은 직장생활 시작 후 상당한 시 

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었다. 구소련 시기에도 단독주택과 같은 개 

인소유 주택은 매매가 되었고， 그 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특히 

구소련의 경제적 모순이 가중되고 화혜가치가 떨어질 때 주택의 소유 

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려인들이 주택 

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데 노력올 기울였다. 보통 노동자의 월급이 

14) 키르키스탄 고려인협회 총무로 일하고 있는 박 스베툴라나(1955년생， 여)써 

는 그 남편(이 표트르. 1954년생)과 함째 집을 사기 위한 목척으로 1980년 

악쥬빈스크로 고본질올 떠났다. 당시 이 부부는 대학원올 졸업한 고학력자였 

지만， 직장을 버리고 남편의 친척 형님이 브리가딜인 료리가다에 속해 고본 

질을 처음으로 갔다고 한다. 이 부부는 3년 동안 고본질을 한 후 자기 집을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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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0루불 정도일 때 단독주택의 값은 15 ，α)()-25 ，000루불 정도 

였다고 한다. 대략 실패하지 않고 3년 정도 고본질을 하면 고려인들 

은 대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현재 

도시지역의 고려인 밀집지역은 대체로 단독주태 주거지역이다. 물론 

현재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아파트에서도 살고 있으나， 이것은 독립 

이후 그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후의 사회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자동차는 고본질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수확기에 가 

까운 시장에 농산물을 수시로 내다 팔 수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이 된 

다. 고본질을 하는 고려언은 대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한편 고본 

질을 통해 축적한 재원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및 분가비용으로 

긴요하게 쓰인다. 고려인의 결혼풍습은 예식의 형식이 많이 변화하였 

으나 아직도 한국의 풍습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결혼 예물을 풍성히 준비하고 결혼잔치를 크게 치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점은 고려인 사회에서도 보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인식이다. 

고생스러운 고본질이었지만 이를 통한 수입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려인들은 고본질 경험이 있는 친척과 지인의 권유로 같이 고 

본질을 떠났던 것이다. 심지어 직장이 있는 대학 졸업자까지도 고본 

질에 동참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고본질의 수익성에 있 

었다 15)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레즈네프 집권 후반기인 70년대 

15) 허 에직 (45세)은 비쉬케크 고본질 지역 브라가딜인 허 발헨틴(48세)의 동생 

으로 독립 직전까지 고본질올 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관에서 3년 일 

하다가 고본질을 떠나게 되었으며 , 행과 같이 도합 10년 동안 고본질을 다녔 

다. 이들 어머니(강 나제즈다 1926년생)의 말에 의하면 대학올 졸업한 두 

형제가 고본질율 하여 동생들을 모두 결혼시켰고， 또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고 한다. 허 에직은 고본질을 통해 마련한 자본올 바탕으로 독립 이후 상업 

활동에 종사하여 재력을 쌓았고， 현재는 서울에서 기계를 들여와 국수공장올 

운영하고 있다. 부인(이 갈리나 38세)은 도매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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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이후 고본질을 다니기가 더욱 쉬워졌고， 또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있었다고한다. 

그렇지만 여 시기에도 고본질올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웅은 있었 

다.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 둥지의 원거리로 고본질을 처음 갔을 때， 

그곳의 주민들로부터 마치 집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부랑자 집단 

으로 오인 받아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 한편 고려인이 재배하 

는 주 작물은 모두 노동 집약적인 상업작물이다. 이 작물의 생산과정 

상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물론 샀꾼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동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작물들이다. 이로 인해 1960대 후반 고본 

질을 하는 고려인들의 하루 명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었다. 

(3)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고본질 

고려인들의 고본질은 소비에트체제 하의 집단적인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체계에서 이탈한 영농체계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것은 현실적으 

로 묵인되었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합법화되었다. 그렇다면 고본질 

이 합법화되어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 

인가. 일반적으로 합법화 조처는 비합법적으로 운용되던 경제행위를 

합법화시켜 과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고본질이 생겨나 오랜 시간 

이 지난 80년대 중반에 비로소 합법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그것 

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현실성에 있었다. 고르바효프의 개혁정책의 중 

점은 경제구조의 개편에 있었고， 그 핵심은 각 경제단위의 독립채산제 

의 확립에 있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조달가격의 인상， 토지임대제 

도의 합법화， 집단청부제의 확대. 최신의 농업기술에 관한 홍보 둥올 

실시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독립채 

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고본질은 만성적인 농업생산성의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구소련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 

있다. 이들은 큰 단독주택 2채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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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방식의 한 유형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본질이 합법화된 이후 고려인들은 이전보다 고본질을 다니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들을 규제하고 있던 여러 법규에서 어느 정 

도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그동안 고려인들은 고본질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해 온 터라， 이제 그들의 영농경험을 십분 발휘할 수 있 

는 시대적 환경이 비로소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미 이 

시기 집단농장체제는 구소련의 전체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파탄일 

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본질에 대한 고려인들의 관 

심과 그 자체가 지니는 경제적 유인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 

래서 이시기 많은 고려인들이 근거리， 원거리 할 것 없이 고본질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른 고본질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 

느 정도였는가. 간단히 말하면 고본질이 합법화되기 전과 그 이후의 

시기를 비교한 수익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본질의 합법화 조처가 반드시 이 

전대비 고수익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회주의체제 

말기의 구조적 모순이 팽배해 있던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합법화 그 자체가 고본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계기 

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본질 

의 생산성올 제도적으로 공인 받았다는 것과 그 고수익성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결국 고본질도 구소련 체제 와해기의 사회경제 

구조 내에서 그 경제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고본질의 

합법화로 인해 이전 시기의 탈법성과 관련한 경제외적인 부대비용이 

줄어든 것을 고려한다면， 그 수익 면에서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도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을 계기로 또다 

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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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아시아의 독립과 고본질 

현재 중앙아시아 각국은 사회의 전 부문이 전근대적인 것에서 현대 

적인 것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에서부터 새로이 체득해 가는 자 

본주의 체제의 여러 요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상호 혼재되어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구소련의 해체라는 역사적 귀결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실적 · 민족적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은 각기 상이한 사회경제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이한 

민족주의적 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도 사안에 따라 상호 우호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도 있지만， 대체로 개별적인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분리적이고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이다. 따 

라서 이러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회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인 문 

제도 이제는 구소련의 고려인 문제. 혹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문제 

만으로 단일화 할 수 없는 사회적 특성올 지니게 된 것이다. 이에 각 

국의 고려인 사회 자체도 주재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시금 

적응 · 동화해 가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애리아 1999) 

구소련 체제하에서 공화국 및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상호의존적 

산업구조는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 

게 되었다. 이에 각국의 산업구조는 업종별 불균형 및 비능률성 · 비 

효율생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의 민영화 방안은 아직은 실질적인 경제회복에 도웅이 되거나 고 

용을 창출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에 가 

동되던 여러 생산공장의 가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제 

조업 분야는 매우 심각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편승한 전근대적인 유통 · 가격구조는 온 

전한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역작용을 일 



96 백태현 이애리아 

으키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악순환은 일반 생산계충의 취업 기회의 박탈과 높은 설업률로 이어지 

고 있으며， 물질적인 부는 독립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일부의 

관료충 및 기득권충에 면중되어 계충별로 큰 빈부의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 

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여러 농촌지역을 

방문해 보면 그 경제난이 어느 정도의 위기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애리아 1앵9)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한된 경제적 기회 및 재화를 놓고 각국 내의 제 민족이 상호 각축 

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내적으로 정치적 ·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 

어지지 않는 한 토착 지배민족의 주변부 민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상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거나 고려인들의 직업선택의 폭은 

상당히 줄어든 셈이며， 그 선택의 범위도 일시적이나마 제도권외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황 하에서 고려인들은 

우선 국가권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분야， 그리고 사회적 차 

별의 가능성이 적은 분야에 진출하여 이 난국올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 영역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혹은 그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소수민 

족이 감수해야 하는 여러 형태의 불이익올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지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은 학문분야， 전문직， 자 

영업(농업， 상업)둥올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 고려 

해야 할 조건은 그 직종이 한 가계를 충분히 꾸려 나갈만한 소득 수 

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학문 및 전문직 분야의 직종들은 그 

임금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 고려인이 주 

력하고 있는 분야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 

고 있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는 아직까지 미숙한 형태의 시장경 

제구조 하에서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멀 미치는 편이므로 현지의 지 

배적 토착민족과 조화를 이루며 그 전문영역이나 틈새 시장을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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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이다. 더욱이 이 분야는 개인적인 경 

영능력 여하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큰 관계로. 현재 많은 고려인들이 이 자영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성행하고 있 

는 자영업은 농업과 상업 부문이다. 

독립 후에도 고려인들의 근거리 원거리 고본질은 계속되고 있다. 

독립 이후의 고본질이 자본주의적 이행경제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정제척 돌파구로서의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독립 이전과 일정 부분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물론 독립 

이후 고본질을 둘러 싼 많은 내외적인 변화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모 

든 생산수단이 국가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이관되는 사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적 생산관계가 창출되고 있다. 

이제는 제 생산관계가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에 규정되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을 고본질의 개별적 생산주체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립 이후의 고본질은 

제도외적인 많은 규제에 시달려야 했던 이전 시기의 고본질파는 구별 

이 된다. 독립 이후 나타나는 고본질과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농산물 판매시장의 지리적 분활 현상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독립 

이후 농산물 판매시장이 구소련 시기와 비교하여 사실상 축소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고본질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생산한 농산물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판로를 찾아 처분하는 역동적인 판매방식을 취하는 것 

이었는데， 이 같은 판매방식에 많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 대표적 

인 것이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농산물 판매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각국간에는 보호관세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 

기 때문에 판매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피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한 제 

도적 보완 장치도 아직은 미비하고， 여기에 해당 관리들의 부패까지 

가중되어 농산물 판매에 따른 어려움은 더욱 큰 편이다. 이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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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다면 중앙아시아 근거리 고본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 1999년 비쉬케크 인근 고본질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이 알마티 지역으로 많이 출하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징수 때문이었다. 이에 비쉬케크 지역 

은 수박의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박농사에 주력한 고 

려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16) 

한편 고본질과 관련하여 독립 이후의 시기도 두 시기로 나누어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중앙아시아 각 국가 별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1994년 전후가 된다.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각국 

에 밀어닥친 편향된 민족주의적 열기는 고본질이 행해지는 생산현장 

에도 나타났다. 일부 고본질 지역에서는 토착민들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막에 불을 놓거나 농산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래 

서 독립 초기 현장에 경찰을 세워 두고 고본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 

며， 지역에 따라 고본질을 잠시 중단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고본질을 중단한 현지에서 다시 고본질을 오라고 요청하 

는 전화가 예전의 브리가딜에게 많이 왔다고 한다. 사실상 독립 초기 

고본질은 이전 시기보다 제반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생산 

비는 상승되었고， 판매조건도 종전에 비하여 다소 악화되었다. 그렇 

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공동화 현상과 더 

불어 진행된 직업구조의 재편파정에서 종전 고본질에 종사했던 고려 

인들은 선태의 여지없이 고본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 

16) 1998년도 비쉬케크 인근 지역의 수박 고본질에 따른 수입은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양파보다는 수박농사에 주력하게 

되었고， 또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들도 대거 수박 고본질에 참여하여 수 

박의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한편 1998년에 비하여 씀(키르기스 

탄 현지화폐단위)의 가치가 2배 정도 하락한 것도 수박 고본질 수입이 줄어 

든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1999년 수박의 출하 단가는 작년 

과비슷한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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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열악한 임금구조는 상대적으로 고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고본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조건으로 작 

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본질을 통해 축적한 재원이 여타 상업활동 

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에 더하여 고본질과 관련한 고려인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한 계기가 된 것이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단행된 화폐개혁이었 

다. 1994년을 전후로 해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종전 사용하던 러시아 

루불화에서 자국의 화폐롤 단위로 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루불화는 상당한 명가절하가 이루어져， 현금올 보유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전반 

적인 물적 재산에 대한 달러화 대비 가격하락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 

고려인들 역시 전체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같은 현 

상은 시기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역사상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일이었다. 1937년 강제이주를 경험한 고려인들의 삶은 그 

이후 철저하게 .러시아화 내지는 .소비에트화’ 라는 체제 지향적이 

고 동화적인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이 

라는 역사적 변환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제 소비에트체제 하의 고려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국 거주 고려인 

이라는 존재로만 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고려인들은 또 다시 변화 

된 현실에 대웅하며 새로운 자기 변신을 꾀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이러한 현실적 요청을 절감하면 

서도 각국 토착민족의 지배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의식에 대한 반추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화폐개혁이었다. 화혜개혁올 거치면서 고려인들은 국가권력의 강대 

함과 그 주도세력에 대한 현실적 영향력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 

한 이 과정에서 입은 물질적 손실은 고려인들로 하여금 더욱 물질 지 

향적인 성향을 지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이후 고려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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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현실적 제 여건을 수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본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고본질 현장조사 

이상에서 살펴 본 고본질의 일반적 특징을 1999년에 고본질이 행해 

졌던 현장의 예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고 

본질의 전과정을 조사한 현장은 키르키스탄의 수도인 비쉬케크에서 

약 40km의 거리에 위치한 알라메진스키 라이온 바실리프카 농촌구역 

(옛 농촌 소비에트)의 오크하(협동조합의 일종) ’레닌’ 지역이다. 이 

현장의 특정은 고본질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성격상 근거리 고본질과 

원거리 고본질의 실상을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이 

다. 그리고 이곳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마올이 있어 전기와 식수 공급 

에 큰 문제가 없으며 샀꾼(엄노동자) 의 수급에도 유리한 편이다. 

또 경작지 바로 옆에 수로가 있어 농업 용수의 공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탄의 국경 및 비쉬케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한 농산물을 비교적 쉽게 출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현장의 전체 재배면적은 약 32ha( ‘막’ 을 기준으 

로 가로 약 380m, 세로 85아n} 정도이다. 

이 지역 고본질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모두 10가호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지역의 고본질은 브라가딜을 중심으로 한 비쉬케크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들올 위하여 함께 고본질을 나가는 경 

우이다. 인적 구성의 특정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브리가딜을 정 

점으로 하는 친척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임차한 전체 토지는 고본질 구성원의 경작 능력에 따라 토지 

를 분배하고 있는데， 구성원별 토지 분배면적 및 주 재배작물 현황은 

〈표 2)와 같다. 

구성원들의 주 재배작물은 수박과 오이이며， 그 외에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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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비쉬케크 지역 고본질의 인적구성 

성명 나이 거주지역 부인동참여부 자녀동참여부친인척관계 비 고 

허발헨틴 48 비쉬케크 장 알라(42세)， 차남 방학 본인 브리가딜 

시장에서 옷판매 때동참 

박료바 55 비쉬케크 허지나이다 여동생 부인은 판매시에 동 

(47세)， 시장애 의납 참 

서옷판떼 편 

허샤샤 31 우즈빼키 미혼 친척 어머니 허 유라 (62 

스탄 중첼 째)동반 

칙구역 

고브라나 42 우즈빼키 독신(형제간: 친척 어머니 허 류바 (64 

슬라브. 스탄 지자 장냥， 3남) 셰)동반 

고루도이 크시 

꺼X 37 

고에직 39 ” 독신 (2남) 친척 ” 

허 류샤 45 우주베키 독신 황나시찌 친척 허 휴바， 허 유라 

(여생) 스닫 아꾸 (8세)， 황 와자매간 

르간 쏘냐(6세) 

동참 

현 발웬 48 ” 입 아이굴라(43 장남 현 지인 판매시에 결혼한 장 

틴 세)와 차남 현 체냐 녀현례나 

샤샤(14세)는 방 (21셰) 동 (23세) , 아들 지마 

학때동창 반 (6세)데리고동참 

박유라 25 " 이안토니나 지인 판매시에 어머니 현 

박 써융 (25세) 동반 갈리나(67세) 동참 

로드 현 발렌틴의 누나 

안로마 47 비쉬케크 임 파훌리나(45 아돌 박 지인 93년 아꾸르간에서 

세)，시장에셔 반 스따니슐 비쉬케크로이주 

찬융 팡 판ut시 라브 (20 

통창 세)동반 

34 비쉬케크 부인은 시장에서 

옷판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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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성원벌 토지 분배면적 및 주 재배작물 현황 

\성\명\ 구\분 주 작물 재배면적 (ha) 
토지 분배면적 (ha) 

수박 오 이 

허 발렌틴 2 5 0.5 

박료바 2 15 05 

허샤샤 } 2 5 05 

고브라니슬라브， 

고루도이쓰 6 5 

고에직 2 2 0 

허류샤 2 17 0.3 

현발렌틴 5 5 0 

박유라 2 5 2 5 0 

박싸울로드 4 4 소량 

안로마 2 5 2 0.5 

먹거리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수 재배작물을 각 분배지의 자투리땅 

을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다. 

이 고본질 지역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 

는 45세 된 독신녀(허 류샤)가 어린 두 자녀를 동반하고 고본질에 참 

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혼자서 수박 1.7ha와 오이 O.3ha라는 

적지 않은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25세 된 박 유라는 5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이 고본질을 다녔는데， 

그가 다닌 지역을 년도 별로 살펴보면 볼가그라드， 우크라이나， 카프 

카즈， 다시 우크라이나. 그리고 올해는 비쉬케크 지역으로 모두 원거 

리 고본질 지역에 해당한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힘든 고본질을 매년 

다닐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17) 이 모든 해답은 앞에서 살펴본 

17) 독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교적 목돈을 벌 수 있는 고본질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키르키스탄의 비쉬케크에 거주하는 



고본질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고본질의 생산체계 

1) 준비단계 

(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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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본질의 사전준비는 한 해 고본질이 끝나고 다음 해 고본질을 떠 

나기 전까지 하는 제반 준비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다. 고본질을 떠나려는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씨앗이나 생산도구， 막을 치는데 필요한 자 

재， 영농자급 둥을 미리 준비혜야 한다. 이 일은 고본질 대상지역에 

따라， 그리고 구성원의 고본질 경험 유무에 따라 다소 편차가 날 수 

있지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농 자금을 마련하 

는 문제는 고본질을 처음 떠나거나 그 전 해의 고본질에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 고본질을 떠나야 할만큼 어려웅이 

따르기도 한다. 다음은 고본질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브리가딜이 사전 

에 준비해야 하는 소임이 있다. 고본질의 전과정을 통해 브리가딜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브라가딜은 먼저 고본질을 떠나기 전에 일정 규모의 브리가다를 조직 

하고 그 구성원 전체가 경작할 토지를 임차해야 한다. 곧 브리가다는 

브라가딜의 주도하에 구성이 되며， 그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 

다. 인척 구성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과 토지 

를 먼저 엄차하고 현지의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브리가다의 규모를 조 

김 슬라바(23재)는 비쉬케크에서 60때1 떨어진 지역에서 5년 전부터 수박과 

오이 고본질을 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부인 김 나타샤(20세) 

는 여름 방학 때 고본질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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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이 었다. 이렇게 구성된 브리가다는 향후 그 구성원들이 

맺어 가는 인간관계 및 생산적인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변화의 과정 

을 거친다. 한편 브리가다의 구성 방식에 관계없이 참여와 이탈의 문 

제는 각 구성원의 자의에 따른다. 

(2) 토지의 임대차관계 

현지에서의 토지임차는 고본질의 브리가다를 대표하는 브리가딜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구소련 시기에는 현지 소재 집단농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였고， 독립한 이후에는 현지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이나 

각 지역 라이온(지방행정구역)의 토지위원회에서 토지를 엄차한다. 

각 라이온에는 토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역 내 

여러 생산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위탁받아 그 토지를 임차 

해주기도한다. 

구소련 시기 집단농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임대차관계는 

단지 토지만의 임대차라기보다는 농업생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생 

산계약. 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본질의 영농 주체인 고려인이 본 

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에서부터 각종 농기계 및 농업용수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을 현지에 있는 집단농장에서 적시에 조달해야 하기 때문 

에， 상호 협조를 전제로 한 종합적 성격을 띤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맺었다. 즉 고본질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양자는 계약 조항 내 

에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그 협조관계가 암묵 

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토지 임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당 

시의 계약관계를 단순히 토지만을 임차한다는 식의 이해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고본질이 합법화되기 이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 

차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제논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상호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 

었다. 곧 토지 임대차관계 당사자가 모두 편법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 

문에， 심지어 그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자의성이 작용할 가능성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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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었다. 또 문서상의 단순한 계약 조항 내에 고본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시낄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계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들도 간혹 있었다.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는 언제나 실질적인 생산주체인 고려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고려인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 

용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 

다. 집단농장으로부터 계약 당시 명시된 임차면적보다 더 넓은 토지 

를 불하 받기도 하고， 또 주 재배 계약작물이 아닌 부수 재배작물인 

경우에 계약된 면적보다 더 많이 재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18) 

독립 이후 나타나는 토지 임대차관계의 특정은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경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 임대차의 문제도 

이제는 시장정제의 원리에 따른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관계가 

정립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토지의 임대차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 

는 것은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문제로 집중된다. 농지를 대여하는 농 

업생산협동조합 측은 고율의 임대료를 받아 그 이윤을 극대화시킬 필 

요가 있었고， 반면에 고본질올 하는 브리가다 측은 생산조건이 좋은 

양질의 토지를 낮은 임차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립 이후 양자간에 맺어지는 구체적 

계약 조항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었다.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구소련 시기이래 행해지던 관행대로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체로 구소련 시기 집단농장의 

위원장들이 현재 농업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을 계속해서 역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엄올 고려한다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조합 지도부의 

사척인 이권이 개입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 

임차계약시 임차료의 산청방식과 지불방식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18) 예를 들면 벼의 부수 작물로 양화를 재배할 경우에， 계약에는 40쏘트가 

(4 ，OOüm2 )로 되어 었으나 실제로는 80쏘트카를 재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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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 또 각 지역과 조합당국의 입장에 따라 면차가 날 수 있 

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고본질 초기에는 주로 

생산한 농산물을 임차료로 지불하였으나， 시기가 흘러 갈수록 입차료 

를 현금위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한편 현물로 임차료 

를 낼 시기에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유리한 지불 방식은 본 

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판매하여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농산물의 실질 시장가격보다 임차료에 상웅하는 

집단농장 측의 임의 산정가격이 통상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소련 

시기의 판매구조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판매해야 한다는 어 

려움은 뒤따르지만， 초창기 생산량의 50% 정도를 임차료로 내던 관 

행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간혹 있는 사례이기는 하 

지만 현물로 임차료를 지불 할 때 당사자간에 편법이 자행되는 경우 

도 있었다. 이것은 고본질 종사자와 소포오즈 당국 및 국가 운영 물품 

판매소 삼자간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농산물을 납부하고 판매했다는 

증빙 서류만 관계자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편 

법을 통해 관계자 모두에게 불로소득이 돌아갔던 것은 물론이다. 

독립 이후의 토지 임차료도 각 지역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지 임차료 및 부대비용은 가을에 농산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한 후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전체 임차료는 개별 가호의 재배면적에 

따라 할당된 소정금액올 브리가딜이 모두 모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대개 토지 임차료는 영농조건이 좋고 판매가 유리한 대도시 근처일수 

록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차자흐스탄 

지역이 키르키스탄 지역보다 임차료가 조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사 

정이 반영되어 전체적인 생산벼가 상대적으로 낮은 키르키스탄 비쉬 

케크 인근 지역에서 고본질이 많이 성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비쉬케크 인근지역의 Iha당 토지 임차료는 약 $100(임대 당 

시인 봄의 환율 $1 = 38씀 정도)정도였다. 그러나 토지임차료 외에 
조합당국에 내야하는 농기계 엄차료， 농업용수 대금 둥을 모두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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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체 임차료는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예를 비쉬케크 고본 

질 조사지역의 경우를 통해 알아본다. 1999년 초 조합당국과 계약한 

전체 임차료는 lha당 총 7 ，000씀이었다. 그러나 작년 수박농사의 수 

입은 투자한 생산비도 못 건질 만큼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브리가딜 

은 가을에 조합당국과 전체 임차료 문제를 재협상 하게 되었고， 조합 

당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1ha당 1 ，000씀을 할인하여 임차료는 

6 ， 000씀(당시 환율 $1 = 42쏟 정도)에 재조정되었다. 
한편 이 곳 중앙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토양의 특성상(염토질， 척 

박한 지력) 윤작이 필수적이며， 또 당해 년도 재배지역에는 재배작물 

과 관련한 병충해가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I년 농사가 끝나면 반드시 

경작지를 옮겨야 한다. 그러나 임차 경작지를 옮겨간다는 것은 간단 

한 일이 아니며， 사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생소한 지역일 

수록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를 고려하여 고본질 지역이 선정이 되면 대개 5년 정도는 동일 지역 

내에서 영농올 수행한다. 물론 생산 · 판매 조건이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 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반대로 제 조건이 열악 

한지역은신속히 다른지역을찾아떠난다. 

한편， 한 브리가다가 임차한 전체 토지는 고본질에 참여한 개별 가 

호의 경작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데， 그 면적은 각 호의 자의에 따른다. 

이때 각 호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제비 챈다”라고 하며， 브리 

가딜의 주도 하에 모든 구성원이 모여 추첨을 통해 각자가 정작할 토 

지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브리가딜도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경 

우라면， 통상 그는 추첨과는 별개로 본인이 경작할 토지를 먼저 선정 

하는데， 그 위치는 대개 외부와 통하는 주도로의 입구에서 볼 때 첫 번 

째의 분배토지가 된다. 이런 관행은 그 곳이 농산물 수확기에 수시로 

찾아오는 불청객(관내의 관계자)을 접대하는 초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실 부분은 브라가딜이 대표로 감당한다는 의미도 있다. 

고본질에 참여하는 각 가호가 경작하는 재배면적은 시기별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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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인다. 요즈음 개별가호가 경작하는 면적은 대략 3-4ha 

정도이며， 개인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다. 그러냐 농기계의 

사용이 용이하지 못했던 고본질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보다 적은 

면적인 1-2ha 정도를 경작하였다. 

2) 재배단계 

(1) 재배작물 

고본질 초기의 주 재배작물은 벼였다. 1950년대에 이어 60대 초기 

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벼 중심의 고본질을 하였다. 구소련 시기 

1950년대 기계화 영농이 보면화되었지만. 1960년대 벼 수확작업시 기 

계로 수확을 할 경우에 유실되는 벼가 많아서 낫을 이용하여 인력으 

로 수확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60년대 이후는 벼 중심의 고본질 

에서 벗어나， 점차 주 재배작물이 양파， 수박， 오이， 가지 둥의 상업 

작물로 다양하게 변화해 간다. 그 이유는 이 작물들이 벼보다 단위면 

적 당 수확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벼의 경우 1ha에 보통 4-6톤 정도가 생산되지만， 양파와 수박의 

경우는 보통 lha당 30-50;톤이 생산된다. 그렇지만 양파， 수박， 오이 

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생산과정상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힘든 농사이다. 또한 그 정도의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영농기술과 노력이 뒷받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인 

들의 영농의 우수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양파， 수박 ，오이 

동의 고본질은 현지의 어떤 농작물보다도 상대적 경쟁력이 높은 셈이 

다.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수박과 양파이고， 가지는 우크 

라이나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으며， 날써가 추운 시베리아 지 

역에서는 양파 싹을 잘라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양파는 고려인들이 벼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발전시 

킨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양파는 1950년대부터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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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었고， 그 이후 구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 

갔다. 양파는 파종만 기계로 할 뿐 나머지 농사는 모두 사랍의 노동 

력을 필요로 한다. 파종은 3월말에서 4월초에 한다. 수확은 9월에 손 

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비료를 2번. 농약을 2-5번， 제초작업을 호미 

로 다섯 번， 물을 10-15번 대야 할 정도로 힘돈 농사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양파농사를 선호하였던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 

이 고소득 작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인들은 품종개량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왔는데 우쉬토베의 오프띄노예 실험농장에서는 ‘까라 

탈스키’ 라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품종은 상당 

히 우수한 편이어서 구소련 지역은 물론 영국， 몽골에까지 정평이 났 

다고 한다. 이 품종은 중국산 양파에 비하여 씨알이 굵고 딱딱할 뿐 

만 아니라 맛도 좋다. 특히 저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소련 전역에 

서 이 품종이 널리 재배되고 있다. 한편，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지 

역에 적합한 수박 농사의 영농법을 우즈베크인으로부터 배웠다고 한 

다. 집단농장내 우즈베크인으로 구성된 수박 브리가다에 고려인이 l 

-2명 포함이 되어 그 농사법을 익혀 갔던 것이다. 그 후 고려인이 중 

심이 된 수박브리가다를조직해 나가면서 수박농사가고려인 사이에 

보편화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고본질을 나가 이러한 주 재배작물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 작물을 재배한다. 부수 재배작물은 판매가 목적이라기보다 본인 

들이 먹을 먹거리를 재배하는 정도인데， 감자， 토마토， 콩， 녹두， 옥 

수수， 상추， 배추， 무， 파， 마늘， 향채. 양배추， 참외 둥 다양하다. 그 

재배는 분배된 본인의 경작지 내에서 행해지되， 그 위치는 대체로 막 

과 가까운 곳의 자투리땅이나 인접 가호 경작지와의 경계 부근 및 수 

로 근처의 자투리땅이다. 이러한 경작 관행은 고려인들의 표현을 빌 

리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 것과 같이 임차토지 내 

의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년 

중 농사철의 대부분을 영농 현지에서 보내야 하는 고본질의 성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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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먹거리를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 

같은 부수 작물의 경작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갔던 것이다. 

(2) 영농방식 

고본질의 영농방식은 다양한 작업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브리가 

다가 임차하는 상당한 면적에 이르는 현지 토지의 상태는 곧 바로 파 

종을 하여 영농을 수행할 정도로 양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잡초가 

무성한 휴경올 거친 고본질의 대상 농지는 먼저 기경 · 정지작업을 하 

여 경작 가능한 상태로 만든 후， 개별 가호의 책임 하에 파종에서 수 

확에 이르는 영농의 전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본질의 영농과정 

상 개별영농과는 별도로 브리가다 차원에서 전체작업이나 공동작업 

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농기계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브리가딜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농과정상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즉 관수의 시기와 대형 농기계의 사용순서 동 

도 브리가딜의 주관 하에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작업체계 

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본질의 특성상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구성원 상호간에도 서로 도우며 영농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구성원들은 품앗이 형태로 상부상조한다. 특 

히 영농경험이 별로 없는 구성원이나 여성 둥이 고본질에 참여했을 

때는 동참한 가까운 친인척이 영농을 지도하고 도와준다. 이러한 고 

본질의 공동체적 역할을 통해， 고본질이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영농방 

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동시에 브리가다라는 소공동체의 기능에 일정 

부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산척 요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아무튼 고본질의 생산체계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고려인들만이 구 

사하는 독특한 영농방식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영농기법 

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영농에 투자하는 자본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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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본질의 주 작물인 벼， 양파， 수박， 오이 등을 재배할 때에 관건이 

되는 것은 관수와 제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농작물의 전 생장과 

정을 통해 시기 적절한 관수와 제초가 반드시 요구된다. 우선 고려인 

들은 여타 현지인 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관수와 제초 작업을 수행하 

고 있다. 각 호별로 분배된 경작면적에 물을 원활히 대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전 경작지에 물을 고루 대기 위해서는 전체적 

인 정지작업이 잘 되어야 하고 수로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 

개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기계로 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수박이나 양파의 경우 전 생장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물을 댄다. 고 

려인의 경우 10일에 1번 정도 경작지에 물을 대며 1-2일 정도 물을 

그대로 가두어 둔다. 각 호별로 분배된 토지는 다시 여러 필지로 분 

할을 하는 데， 역시 물을 고루 대기 위한 한 방편이다. 벼의 경우는 

그 발육 정도에 따라 물의 높낮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데， 이것 

은 잡초 발육을 억제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 한편 잡초제거 문제는 

관수의 문재보다 더욱 심각한 편이다. 잡초는 경작지는 물론이고 수 

로에도 무성하게 난다. 잡초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양파 재배시에 더 

욱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양파농사의 경우 잡초제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수박 

농사의 경우는 조기수확을 위해 사용하는 비닐이 잡초의 발육을 억제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잡초제거의 문제는 고가의 제초제를 사용 

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영농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고본질을 통해 고려인들이 구사하는 복합적 

인 영농방식이 있다. 수박의 경우 막에서 가까운 곳은 조생종을， 먼 

곳은 만생종을 재배하여 한 시기에 수확과 판매가 집중되는 것을 지 

양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영농기법으로는 구소련 시기에 간혹 

양파 재배지 사이에 수박을 심는 간작을 하였다. 이것은 소위 ‘플란’ 

에 없는 경우로， 간작한 수박을 판 돈으로 현지에서 필요한 영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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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뱃돈’ 이라고 함)을 충당했다고 한다 19) 

다음은 고본질의 영농자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영농방식상의 특 

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산한 농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영농자금은 상당액에 달한다. 토지임 

차료 외에도 농기계 임차료， 씨앗 구입비， 비료 및 농약 대금， 조기수 

확을 위해 사용되는 비닐하우스용 비닐과 철사 구입비， 샀꾼의 임금， 

농산물 출하를 위한 트럭 임차료 등 여러 용도에 영농자금이 소요된 

다. 영농자금은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의 조기수확은 고본질의 수입과 직결된다. 그 출하시기에 따라 

시장가격의 상당한 유동성을 보이는 작물은 오이와 수박이다. 보통 

출하시기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출하한 오이와 수박의 가격은 평상시 

보다 2-3배정도 높게 팔린다. 그래서 오이는 겨울에 집안에서 미리 

묘종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데 , 많게는 20 ，000-30，아깨개의 묘종을 

준비하는 고려인도 있다. 수박의 경우는 보통 파종한 뒤 비닐을 덮어 

서 그 생장기간을 앞당긴다. 때에 따라서는 수박이 어느 정도 자란 

뒤 그 위에 다시 2중으로 비닐을 덮어서 수박의 출하시기를 더욱 앞 

당기기도 한다. 고려인들이 수박의 조기수확을 위해 비닐을 사용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중반 경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독립 이후 고본질에서 나타나는 영농방식상의 특정은 농작물의 조 

기수확을 위한 재배방식과 복합영농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작물의 조기 수확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소규모 비닐하우스 용법을 사용하거나， 작물에 따라 겨울에 묘종을 

길러 봄에 이식하는 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고본질의 복합영농 

방식은 개인농의 복합영농방식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특징은 영농과 더불어 간단한 상업활동을 병행하는 형태이다. 독립 

19) 허 지나이다(47세， 비쉬케크 거주)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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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거리 고본질의 경우， 막 근처에서 돼지， 토끼， 오리 둥의 가축 

을 사육하기도 한다. 이 가축은 농한기에 잡아 그 고기를 인근시장에 

서 환매한다. 한편 고본질을 떠난 고려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올 모두 

판매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인근 도시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시장 

에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향이 새로이 생 

겨나고 있다. 농한기에 별다른 돈벌이가 없는 농촌거주 고본질 종사 

자가 이런 경우에 속하며，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 

을 반영하듯 고본질을 마친 후 다음 해 농사철이 되기 전까지 도시지 

역에서 간단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고려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 

또 한가지 고본질의 영농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 

로 샀꾼의 역할이다. 고본질과 샀꾼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본질을 통해 재배되는 농작물은 대체로 노동집 

약적인 편이다. 만약 현지에서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는 샀꾼이 수급 

되지 않는다면 고본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샀꾼의 역할이 뒷받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본질이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영위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 최근 고본질을 끝낸 상당수의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여인들이 카자흐스 

탄의 신수도인 아스타나의 시장에서 각종 반찬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 이들은 늦가올에서 봄까지 아스타나에 거주하며 반찬 둥을 팔다가 농사 

철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아스타나 지역에서 상업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스타나는 겨울철에 야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도리어 반찬을 만들어 활기에는 유리한 지역이 된다. 또 농산물 관련 상품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보다 카자흐스탄 지역이 훨씬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농 

한기 수입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그러나 봄이 되어 야채가 

나오기 시작하면 현지인들도 반찬을 사지 않기 때문에 고려인 여인들도 집으 

로돌아가는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며 비쉬케크 인근 조사지역의 고본질에 참여했던 박 

싸울로드(47세)의 가족과， 세 아들과 같이 동참한 허 류바(64셰)의 가족도 

고본질올 마친 후 비쉬케크 시장에서 소규모 상업활동을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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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본질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갔꾼이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초 

기 고본질에 종사하는 고려인들의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이 넘는 경 

우가 허다하였고， 여성도 김매기나 수확기 퉁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하였다. 초기 벼농사의 경우에 

갔꾼은 주로 가을 수확기에만 동원되었다. 삼꾼은 주로 가까운 현지 

주민 중에서 고용을 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카프카즈 지역 

둥에는 ‘지정제’ 라고 부르던 술꾼이 많아 그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샀꾼의 고용시기는 영농과정상 필요할 때에 수시로 

동원되지만. 대체로 파종기， 김매기， 수확기 동 노동력이 많이 요청 

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동원된다. 그들이 행하는 임무는 전영농과정 

에 걸쳐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일례로 수박 수확기에 샀꾼은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닦는 일， 수박을 모으 

고 트럭에 적재하는 일을 하며 판매시기에 일손이 딸렬 때는 경작지 

의 외곽올 정비하는 일도 갔꾼이 담당한다. 

독립한 이후의 고본질에서도 샀꾼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독립 이후 

에도 고본질의 일정한 경제적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구소련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상꾼을 큰 문제없이 동원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구소련 각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 

중되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데， 이 또한 갔꾼의 수급을 

한충 유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간혹 방학 때 학생 

들이나 인근 지역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갔꾼의 임금은 1999년 비쉬케크 인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8시간(오전: 7-1시， 오후 : 3-5시) 노동에 35씀 정도를 받는다. 그리 

고 규정시간 외의 과외 노동을 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더 지급하는 

데， 비쉬케크 지역은 시간당 5씀 정도를 주고 있다. 샀꾼의 임금은 대 

체로 일당으로 지급되며 식사는 스스로 해결한다. 한편 수박의 경우 

수확기에 수박을 모으고 트럭에 적재하는 일은 5-6명의 샀꾼이 작은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 그 시간은 대략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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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임금은 비쉬케크 인근 지역의 경우 1인당 

50~60씀 정도를 받는다. 보통 때 갔꾼이 하루 8시간 노동에 35씀 정 

도를 받는 것에 비하면， 힘은 들지만 수입이 좋은 편에 속한다. 카자 

흐스탄의 경우 샀꾼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비쉬케크의 수준보다 조금 

상회하는정도이다. 

(3) 영농과정상의 어려움 

고려인들은 고본질을 나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고려인들은 “불터졌다” 또는 “불토질 했다”라고 한다. 즉 그 해의 고 

본질이 실패했다는 뭇이다. 고본질을 통한 영농과정상의 어려움은 예 

나 지금이나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어려움의 실상은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자연적 재해는 역시 기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문제가 큰 부분 

을 차지한다. 파종기인 봄철의 추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1998년파 1999년의 경우에는 5월까지 눈이 내려 봄에 파종한 써 

앗이 얼어죽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파종을 두 번썩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기수확이 관건인 오이와 수박의 출 

하가 늦어져 수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겼다. 그리고 농작물의 생 

장기간 중 내리는 우박( ‘박새’ 라고 함)도 고본질을 어렵게 만드는 원 

인 중의 하나이다. 우박은 우기인 5~6월에 종종 내리는 데; 수확기 

에 접어든 오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되고， 수박도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우기인 봄철에 비가 내린 후， 

파란 잎을 모두 먹어버리는 벌레가 자주 생긴다. 이 피해 사례 또한 

만만치 않다. 구소련 시기에는 비행기로 농약을 칠 수 있었지만， 독 

립한 이후의 상황은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위적 재해로는 수확기에 각 생산현장에서 기숭을 부리는 농산물 

의 도둑에 관한 문제로， 역시 고본질을 어렵게 만드는 일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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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체로 고본질에 임하는 고려인들은 현장의 주변의 주민들 

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한 이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마 

련해주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넓은 경작지 곳곳으로 찾아드는 현지 

의 도둑은 예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초기에는 벼 

도둑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독립 전후의 과도기에 발생한 특수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현지인이 농산물을 탈취하는 경우 

도 있었다. 어쨌거나 수확기에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경작지의 사 

방에 임시 처소까지 만들어 놓고 경비를 선다. 각 구성원 중 젊은이 

들은 순번표를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돌아가며 경비를 서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농산물을 판매할 시기에는 이들도 직접 판매활동에 나 

서야 하기 때문에 경비룰 셜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샀꾼을 고용하면서까지 경비를 서게 하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각국 

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본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각종 물가의 인상에 따라 고본질의 생산비는 높아져 가고 있 

고，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수입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적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샤회경제구조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상으로서 쉽게 호전 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고본질의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며， 

한편 고려인 스스로도 현실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더불어 그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통 및 판매 

고본질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작황도 중 

요하지만， 결국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의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 

서 고본질은 수확한 농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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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 된다. 판매는 구소련 시 

기나 독립 이후나 기본적으로 고본질에 참여하는 개별가호의 책임 하 

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형태는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 구소 

련 시기에는 유통 및 판매과정의 성격상 브리가딜의 역할이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독립 이후에는 전적으로 각 구성원 스 

스로가전담하고있다. 

구소련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농산물의 유통구조란 현재의 시장 

경제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구소련 시기에 사적인 상행위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처분해야 하는 

고본질의 경우， 물물교환의 형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 

을 동원하여 각자의 이윤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판매 방법은 

현지에 형성되어 있는 유통망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눌 수 있고， 간혹 중간 수매인(고려인 

이나 현지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소매는 근 

원거리의 큰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며 판매기간은 1- 1.5달 정도 

걸린다 그러나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는 겨울까지 현지에 남아서 팔 

기도 한다. 유통구조상 구소련 시기의 도매는 소매보다 보편적인 판 

매방법이 될 수 없었다. 가끔 브리가딜의 지도하에 생산한 농산물을 

타지역의 집단농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시 판매의 주가 

되는 것은 현지 또는 타지역의 시장에서 개별 가호별로 직접 판매를 

하는 소매의 형태였다. 이 시기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여 판매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장에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판매 

활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농산물은 현지에서 트럭 (7-14톤 정도 

적재)이나 자동차， 기차 둥을 이용하여 수송하며， 판매시장의 거리와 

규모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운반올 한다. 그러나 고본질이 합법 

화되기 이전에는 그 수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수송거리 

가 멀수록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우선 현장에서 농산물을 적재 

하는 것부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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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고， 집단농장의 위원장도 이런 사정을 고려인에게 주지시 

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농산물을 시장에서 직접 판 

매할 때는 그 판매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였다. 이 

러한 서류는 집단농장과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만들었고， 그 형식은 

합법화를 가장하고 있다. 그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 

다. 집단농장원으로 둥록된 고려인들이 임금으로 받은 농산물을 판매 

한다는 서류， 개인 주돼지에 부속된 ’오그라드(텃밭)’ 에서 생산한 농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집단농장 위원장의 서류， 그리고 집단농장 

내에서 집단청부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규정된 생산 

량을 당국에 모두 납부했다는 증빙서류 둥이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 

면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판매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의 농산물 판매 방식은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의 논 

리에 따르고 있다. 고본질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 또한 공급과 수요 

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가 이루어진다. 각 개별 가호는 

도시지역 시장에서의 도소매는 물론이고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에 

서의 판매， 관광지 주변에서의 판매 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입한다. 그러나 고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판매 

방법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매이다 농산물 도매 

시장은 보통 이른 아침에 형성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나 새벽에 농산 

물을 출하한다. 한편 가장 높은 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소 

매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것이지만， 판매 기일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가장 바랍직한 판매전략은 어떤 판매 방식올 택하든 

지 간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모든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고려인들이 받 

는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이렇듯 농산물의 판매여부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매가 

격이다. 농작물의 가격대는 그 출하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보이게 

마련이며， 여기에 가장 민갑하게 반웅하는 농작물은 앞에서도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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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오이와 수박이다.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되어 공급 물량이 넘치 

게 되면 그 가격대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만약 농산물은 모 

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형편없다면， 그 해 고본질은 실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9년 비쉬케크 인근의 수박농사가 이런 사‘ 

례에 속한다.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수박의 평 

균 가격대는 전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전년에 비하여 

많은 고본질 농가에서 수박을 재배한 반면， 알마티 둥 인근 외부 지 

역으로 수박이 출하되지 못한 관계로 비쉬케크 지역은 과잉공급 현상 

이 빚어지게 되었고， 그 가격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고본질 판매단계에서의 핵심은 가격대가 높을 때에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맞추고， 바로 이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리， 원거리 고본질을 막론하고 공통된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방해하는 요인은 내외적으로 많이 생겨 

나고 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농산물의 

판매에 임하고 있지만 그 판로 자체가 좁아져 가고 있고， 시장논리에 

따른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4. 고본질의 역사적 의의 

1 ) 사회경제적 의의 

(1 ) 생산적 특징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 체제를 경 

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체제변화에 따른 정신적 혼돈과 

가치관의 미정럽， 민족척 차별상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민족 사회 내 

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처지 동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끌어안고 있 

다. 이런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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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고려인들의 고본질 

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고본질은 상당한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유리한 지역적 조건 동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고본질의 관건은 우선 

적으로 단위 면적 당 수확량을 많이 낼 수 있는 농업 생산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영농 조직체가 형성되어야 한 

다. 이런 요건을 구비해야 할 고본질이 집단적인 농업생산체계라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역사적인 한계상황 속에서 태동하여 계속 확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연해주시기 이후 영농분야에서 발휘되어 

온 고려인들의 우수성과 근면성에 기인한다. 또 거기에서 기능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공동체적 결속력도 중요한 일 요인이 되었다. 이러 

한 고려인 사회의 내적인 바탕 위에 현실 사회가 만들어 낸 변형적인 

제 사회관계가 함께 어우러져 전개되어 온 것이 고본질이었다. 구소 

련 시기나 독립한 이후나 고본질의 생산적 특정은 바로 자본주의적 

독립채산제에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본질의 생산성 문제는 복합 영농체로 

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고려인 개별 가호의 영농경험과 현지에 풍 

부하게 존재하는 비교적 값싼 임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호 결합하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인들의 농업경영 능력 

을 보완해주고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친 · 외가의 가 

까운 친척이 모이는 소공동체(브리가다)였다. 다민족 사회 내의 소수 

민족이라는 고려인들의 처지는 가까운 인척 관계로 구성된 소공동체 

를 중심으로 서로를 위안하고 결속해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필요 

성이 일반 생활현장은 물론이고 영농 현장에까지 확대되어 갔던 것이 

다. 이러한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까 

운 친족을 중심으로 결속되어진 혈연적 소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생산적 소공동체이다. 그러나 양자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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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적 소공동체의 기본적 토대는 혈연 

적 소공동체라는 점에서 생산적 소공동체는 혈연적 소공동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활 · 생산의 단위로 자리잡고 있는 고려 

인들의 소공동체는 웬만한 가정의 대소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 

며， 고본질을 통해서도 그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한편 이 소 

공동제의 역할은 독립 이후 고려인들이 주력하고 있는 상업활동과 관 

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중심으로 한 상 

업주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상업활동상의 경험이나 정 

보를 상호 공유하며 그 이윤을 극대화 시켜가고 었다. 

이와 같여 고본질은 독특한 영농체계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고 

본질은 구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여 그 독 

자적 영역을 확보하며 전개되어 왔고， 중앙아시아 각 지역이 독립한 

이후 각국의 과도기적인 사회경제 체제 내에서도 그 생명력을 여전히 

지니며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들의 농업 생산 

방식의 한 형태이다. 고본질이 사회주의척 생산체제 내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농업 생산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해 

체된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요소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었다는 점에서 고본질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의의는 단지 고려인 사회 

내에서 기능해 온 일 농업생산방식으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척 공동 농업생산체계와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소농정영이 결합한， 새로운 농업 

생산방식의 일 전형을 보여주는 듯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고본질의 사회경제적 역활 

강제이주 이후 참담했던 고려인 사회의 경제적 돌파구의 역할을 가 

장 훌륭히 수행해 왔던 것이 바로 고본질이었다. 그리고 고본질이 현 

실척으로 정착되어 간 이후， 고려인 개별 가호의 물질적인 부를 축적 

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도 고본질이었다. 이렇게 구소련 시기 



122 백태현 - 이애리아 

이래 고본질이 고려인사회 내에서 그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체 내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메카 

니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본질이 생겨나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는 물론. 1950년대 

와 60년대에 단행된 두 번에 걸친 집단농장의 통합화 · 대형화 과정을 

통해 많은 고려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서 고본질로 유입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집단농장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소비에 

트체제 말기의 시기 ,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 경제구조가 혼란 

에 빠진 과도기적 시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사회의 직업구조가 왜곡되고 별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 때 많은 

고려인들은 학력과 영농경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브리가다를 조직하여 

비교적 큰 돈을 벌 수 있던 고본질을 떠났던 것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근에도 이런 웅직임은 계속되고 었다. 1994년을 전후로 단행된 중앙 

아시아 각국의 화폐개혁을 계기로 고려인들은 강대한 국가권력의 힘 

과 그 결과로 파생된 물질적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인들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의 원칙을 

몸소 익혀 가는 계기가 되었고， 또 고본질에 종사해왔던 고려인들은 

고본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 이전의 고본질을 통해 축적한 초기 자본을 바탕으로 현재 많 

은 고려인들이 각종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일찍이 고본질의 농 

산물 판매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감각을 익혀 온 고려인들은 비교적 

쉽게 각종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인들 중에는 상 

업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본질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도 

시에 거주하며 고본질을 하는 고려인 가호의 구성원들은 고본질과 상 

업활동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고 고본질을 마친 후 농한기에 상업활 

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튼 중앙아시아 각국 

의 독립 이후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려인들의 각종 

상업활동도 고본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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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볼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의 만연된 경제적 침체 

로 인하여 고려인들의 상업활동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 

다. 그래서 영세한 소상인들은 잠시 상업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고본 

질을 나가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2) 고본질메서의 생활과 문화 

고본질을 하며 1년 중 상당기간을 영농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고려 

인들의 삶은 대체 어떤 모습일가. 비쉬케크 인근 고본질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그 생활상을 살펴본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막에서 이루어 

지는 숙식의 문제이다. 음식은 막에 딸린 주방과 막 주변에 만들어 

놓은 화덕올 이용해서 조리 한다. 필요한 음식물은 대체로 비쉬케크 

에서 조달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을 

위해 개， 양， 돼지고기를 사서 먹기도 하며 순대와 국수 동의 별식을 

만들어 먹는다. 특히 구성원 중에 생일이나 제사가 있는 경우， 명절 

이나 국경일 때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식수는 인근 

마을에서 길러 오며， 셜거지와 빨래는 막 앞으로 흐르는 농업용수를 

침전시켜 두었다가 사용한다. 농업 용수를 침전시킨 이 물은 낮에 햇 

빛에 데워 목욕물로도 사용한다. 막에는 ‘구둘이’ (구둘)를 놓거나 난 

방기구를 사용하지만 봄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한다. 봄철인 우기에 비 

가 많이 오면 막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와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전기는 인근 마을에서 끌어다 

쓰며， 이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발전기를 사용한다. 한편 고본질의 생 

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의 역할이다. 개별 가호의 개 

인적인 처지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동반 가능한 여성(부인， 모친 등) 

은 모두 고본질 현장에 동참한다. 원거리 고본질의 경우는 더욱 그런 

면이다. 이들은 고본질 현장에서 평상시의 음식 준비， 빨래， 동반한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일부의 생산활동에도 참여한다. 특히 판매 단 

계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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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본질의 일반적인 생활과 더불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정 

의 대소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지역인 비쉬케크 인근지역 

고본질에 참여한 허 발렌틴 (48세)의 부인은 1983년 우크라이나의 고 

본질 현지에서 차녀를 출산하였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셔 온 허 류바 

(64세)의 남편은 1999년 3월에 고본질을 하기 위해 비쉬케크에 도착 

하여 준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 그래서 그 가족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치른 후 영농현장으로 고본질을 떠났다. 두 자녀를 데리고 

동참한 허 류사(45세)의 경우는 현장에서 남편의 1년 제사를 맞이하 

였다. 그 날 아침 역시 비쉬케크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고본질을 하 

고 있던 남편의 형제 둥 많은 친척이 모여서 제사롤 지냈다. 제사에 

참석한 사랍 중에는 물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본질을 온 경우도 있 

다. 그들은 비록 고본질 중이라고는 하지만 가족의 대소사에 반드시 

참여하여 친족 중심의 공동체척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고본질의 역사는 강제이주 이후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활과 분 

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가 담져져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이 추구해 온 일 농업생산방식이었던 

고본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추이， 그리고 고본질이 생성된 이 

후부터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 

화과정 속에서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의롤 고찰해 보았다. 그 결 

과 고본질의 특정적인 면모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 

은 고본질이 구소련 시기는 물론， 중앙아시아 각국이 독립한 이후 현 

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 올 수 있었 

던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첫째， 고본질의 실질적인 생산 및 판매의 주체가 고려인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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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그것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언이었기 때문에 

고본질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 이 지 

역의 농업 생산환경이 제도적으로， 지역적으로 세계의 여타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농분야에 관한 한 고려인은 타민족에 비하여 상대적 경쟁 

력이 높다.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그 중 

에는 생산 능력이 뛰어난 우즈베크인과 둔간인(중국계 회족) 둥이 있 

다. 그러나 고본질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영농방식을 구사하고 또 그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는 민족은 고려인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이주 되어 온 소수민족이었던 고려인이 이렇게 단 시일 

내에 그들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굳건히 구축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이 

를반증한다. 

둘째， 고본질에는 독특한 조직체가 있었다. 이것을 본 논문에서는 

생산적인 소공동체로 이해하였다. 고려인들은 이 공동체를 브리가다 

라고 부른다. 집단농장의 하위 생산조직이었던 브리가다의 외형을 그 

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브리가다는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브리가딜을 

정점으로 하는 친인척으로 구성된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친인척 중심의 소공동체적 특징이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 생활 전반 

에 걸쳐 기능하고 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농이 행해지는 생산현장 

에서도 역시 발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인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 고본질은 자본주의적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구소련 시기에 고려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농방식이었다는 점이다. 구소련 시기 인구의 도시 집중률의 수치가 

고려인이 타민족에 비하여 월둥히 높게 나타난 배경도 바로 고본질을 

통해 마련한 금전으로 그 이주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고본질은 구소련 시기이래 고려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중 

요한 물적인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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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상 위에서 열거한 고본질의 메카니즘이 상호 결합하여， 고 

본질이 구소련 시기의 여타 농업 생산방식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 

니고 있는데， 고본질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도， 그리고 고르바효프 집권 이후 합법화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고 

본질이 지니는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 때문이었다. 또한 이 같은 특성 

으로 인해 고본질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 체제를 이어 현재까 

지 계속될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어 온 고본질은 중앙아시아의 타민 

족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은 틀림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 

는 것도 아니다. 특히 독립 이후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비 

의 상승과 열악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원인이 되어 고본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농산물 판매시장이 사실상 축소 

되면서 고려인 상호간에 지나친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 

다. 이로 인해 고본질의 수입이 예전과 비교하여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고려인들은 비록 힘은 들더라도 그 경 

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원거리 고본질을 다시금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고려인들의 고본질도 그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의 개발， 농산물 판로의 개척， 농산물 저장 방 

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상 본 논문에서 고본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더 보완하고 규명하여야 할 연구 과제는 아직도 많 

은 편이다. 고려인 집단농장의 변화상과 고본질과의 관계， 독립 이후 

새로운 사적인 생산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인농과 고본질과의 관 

계， 독립 이후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고려인들의 각종 상업활동과 고 

본질의 연관성 둥의 문제는 보다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리고 고본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 즉 토지 엄대차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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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검토， 판매방식에 관한 조사 고본질의 실질적인 수입관계에 대 

한 검토， 소공동체의 역할과 그 성격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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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onjil of Koreans in Central Asia 

ßack Tae Hyeon, Lee Aeliah 

The specific agricultural form, which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l버narγ in Central Asia, is pop벼ar in the Korean society there. It is called 

Gobonjil. Gobonjil occurred with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it has unlawful factors that cannot coexist together with the 

collective agricultural produαlon 양stem， Gobo띠il has been spread widely. 

It has still played an important socio-economic role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independence of every country in Central Asia. 

Gobo띠il has formed the material basis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era 

of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forced migration, and it helped 

Koreanso다ety 뿜in the socio-economic statu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바 of Koreans living in 

Centr꾀 Asia without knowing Gobonji. 

Gobonjil is utilized as a tool of cumulating the economic wealth of 

Korean. Regar，배ess of 배e lawfulness, it was 버e only way to earn 매gh 

income by the private agricultural form during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띠on. Each family may earn higher income in Gobonjil than that 

in the collective farn띠19 system. of course, they cannot always do so. 

Koreans used the income earned by Gobonjil to purchase house or 

automobile, education or wedding for children, and capitals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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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onjil h잃 its own speci떼 agricultural 원stem and history. It attracts 0따 

intersts in such respeα that it is a capitalistic production form generated in 

the socialistic production 원stem. 

A꾀Iso，α， soc띠ia빼li파is뼈d마cpro얘d뼈uc띠tion 뻐ctor is functioning in Gobonjil un버 after 

the collapse of soci뼈istic 양stem. Gobonjil is a typical new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that cons이idates both ∞Uective socialistic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and capitalistic farming of small farmers whose 

primarygoal is the m때rnization of private income. 

Since Gobo띠il contains such several complex factors as the background 

of the former 50찌etU피on， 야le circunlS얹nces of each counσy after the 

independence of Central Asia, the natural conditions and agricultural 

environments of product re힘ons， and marketing and circulation structure 

of product re밍ons， and so on, it has very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in 

Korea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