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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17년 10월 이후 신생 소비에트 국가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
사했고, 1920년 4월 극동에 세워진 극동공화국(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은 그 전략 중의 하나였다. 극동공화국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제국 사이의 완충국가로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서쪽, 남쪽 국경에서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숨 쉴 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실제로 극동공화국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직접 충돌을 잘 방지
해냈고, 일본군이 철수한 1922년 11월에 소비에트 러시아에 다시 합병되었
다.
  극동공화국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은 극동의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크라스노쇼코프(Алек-    
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Краснощёков)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연구
들마다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의 공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비난하거나, 혹
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술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연
구들은 공통적으로 크라스노쇼코프가 왜 극동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는지
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지 않았다.
  크라스노쇼코프는 확고한 볼셰비키 당원으로서 1918년 극동에서 소비에
트 권력을 건설, 강화, 보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10월 혁명 이후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며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 소비에트 권력 
기관인 극동 소비에트 지역위원회(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ево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이하 지역위) 의장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 그는 취약한 극동의 
소비에트 권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의 지시나 명령에 크게 의존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역 내의 다른 정치 세력들, 즉 농민과 젬스트보와의 
관계를 중시했고, 여러 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역내 정치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지역위는 1918년 5월에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로 개칭했고, 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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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코프는 여전히 의장직을 맡았다.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지역위에 
비해서 더욱 과감한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다. 특히 이 시기 크라스노쇼코프
는 중앙의 명령을 곡해하면서까지 자신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규모 국유화 조치는 대표적인 자체적 정책이었다. 그
는 지역의 내적 조건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의 정책의 초점은 
항상 지역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당시 지역의 볼셰비키에게 공
통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크라스노쇼코프만의 특징적인 전략이었다. 당시 
크라스노쇼코프와 협력, 경쟁하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의 정책을 살펴보면 
둘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동 시베리아의 소비에트 권력 기관이었
던 시베리아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시베리아 중집위, Централь- 
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Сибири, Центросибирь)
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크라스노쇼코프와 달리 중앙
의 명령에 훨씬 의존적이었다. 시베리아 중집위 또한 가끔 중앙으로부터 자
율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역의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였다. 시베리아 중집
위는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의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중앙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1918년 본격화된 내전으로 크라스노쇼코프와 이르쿠츠크 볼셰비키 모두 
소비에트 권력을 지켜내는 데 실패했지만,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
중심 전략은 1920년 극동공화국 건설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의 행동 원칙으
로 남아있었다. 콜착 정권이 붕괴하고 1920년 초 이르쿠츠크에서 잠시 권
력을 잡았던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들은 정치중앙(По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литцентр)을 결성하였고 소비에트 러시아에 완충 국가를 건설
할 것을 제안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중앙의 승인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지역의 볼셰비
키 중 대부분은 신속한 소비에트 권력 재건을 요구했고, 정치중앙은 무너졌
다. 그러나 크라스노쇼코프는 1920년 당시 극동의 지정학적 상황, 즉 일본
군의 대규모 파병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중앙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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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를 설득하여 결국 4월 극동공화국을 건설하였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공화국을 건설하면서 소비에트 권력 그 자체도 유
보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가 이미 1918년 보여주었던 지역중
심 전략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18년 그는 역내 정치에 집중하는 지역중심 
전략을 선보였는데, 당시에는 일본군과 같은 지정학적 행위자들에 대한 고
려가 크지 않았다. 결국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정학적 고려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후 1920년 다시 정
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는 여전히 중앙의 정치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했지만, 사고의 방점은 역내 정치에서 지정학으로 변화해있었다. 극동
공화국은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이 변화한 결과였던 것이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시베리아 지역주의와 같은 다른 사상
적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기타 볼셰비키와 크라스노쇼코프가 공유했
던 전략도 아니었다. 그는 나름대로의 지역중심 전략을 1918년 실패의 경
험을 통해 발전시켰고, 극동공화국 형태의 완충국가 건설은 그러한 전략적 
변화의 결과였다.

주요어 :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크라스노쇼코프, 극동공화국, 러시아 혁
명, 러시아 내전, 극동 소비에트 지역위원회,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 시베
리아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
학번 : 2017-2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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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917년 10월 이후 신생 소비에트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집권 세력인 볼셰비키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생존 전
략을 구사했는데, 러시아 극동1) 지역에 수립되었던 극동공화국(Дальне-  
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은 그 같은 전략 중 하나였다. 1920년 초 소비
에트 러시아는 서로는 폴란드와, 남으로는 브란겔(П. Н. Брангель)의 백
군과 전쟁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동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일본과의 
전면전은 소비에트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서쪽과 남쪽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숨 쉴 틈’이 필요했고, 소비에트 국가는 극동의 
정세를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시킬 완충 국가로서 극동공화국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1920년 4월 6일 베르흐네우딘스크(Верхнеудинск)2)에서 극동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극동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승인했으며, 미
국과 일본은 신생국가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괴뢰국이라 의심, 또는 확신하
긴 했지만 그것을 대화의 상대로는 인정했다. 극동공화국은 수립 이후 일본
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극동의 정세를 관리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

1) 러시아 극동은 일반적 의미의 ‘극동’과는 구별되는 지역을 나타낸다. ‘극동’이 
동아시아를 이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반면, ‘러시아 극동’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이후 시베리아의 동쪽 끝을 의미하는 특정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의 공식적인 경계는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러시아 극동은 ‘시베리아와 극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시베리아와 명확
하게 분리되어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1920년 건설된 극동공화국이 자바이
칼, 아무르, 연해주, 캄차트카, 북사할린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이 
처음으로 획정된 경계를 가졌다. 이후 1922년 극동공화국이 합병되며 ‘극동 지
역(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область)’으로 불리다, 1926년 ‘극동 지방(Дальне-  
восточный Край)’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 극동 지방은 하바롭스크 지방, 연
해주 지방으로 분리되었고, 1991년 소련 해체로 여러 개의 연방 주체로 나뉘었
다. 그러다 2000년 극동 연방 관구가 생겨났고, 수차례 변화를 거쳐 지금은 11
개 연방 주체가 속한 러시아에서 가장 넓은 연방 관구로 자리 잡았다.

2) 현재의 울란우데(Улан-Уд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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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달성했고, 일본군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 15일 소비에트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극동공화국이라는 형태의 극동완충국가 수립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
할을 한 인물은 극동의 볼셰비키 당원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크라스노
쇼코프(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Краснощёков, 1880~1937)였다. 그는 
일부 극동 볼셰비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을 설득하여 레닌으로부터 극
동공화국 수립 허가를 얻어내었다. 이후 당내 반대파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공화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
다. 극동공화국이 실제로 수립된 이후 극동공화국 임시 수반 (Председа- 
тель)3), 그리고 정식 초대 수반으로 크라스노쇼코프가 취임했던 것은 그의 
공로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완충국가 수립을 위한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먼저 완충국 수립 구상과 건설의 공을 크라스노쇼코프가 아니라 레
닌과 볼셰비키 당 중앙에 돌리는 서술이 많다. 이러한 서술은 주로 소비에
트 시기의 저작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4) 특히 크라스노쇼코프의 공을 

3) 원어인 ‘Председатель’은 장(長), 대표자 등을 뜻한다. 극동공화국은 그 구성
상 정부(Правительство)와 내각(Кабинет)이 분리되어있고, 내각은 총리     
(Премьер)가 이끌며 국무를 담당했다. 정부는 내각과 총리를 지휘, 감독했으며, 
정부의 수장(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이 국가 원수였다. ‘정부의 수장’
은 총리를 지휘, 감독하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에 해당하지만, 
현대 러시아어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별도의 어휘인 ‘Президент’가 존재하
므로 ‘대통령’과 구분하여 ‘수반(首班)’이라 번역하였다.

4) 소비에트 시기 출판된 서적들은 거의 모두 레닌과 당 중앙의 혜안과 결단을 강
조하고 있다. 극동공화국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파핀(Л. М. Папин)에서부터 소비에트 해체 직전인 1990년 소닌(В. В. Сонин)
에 이르기까지 레닌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 문헌은 없다. 그 중에서도 다음은 완
충국의 건설의 공을 오롯이 레닌과 당 중앙에게 돌리는 문헌들이다. Н. П.    
Егуно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Улан-Уде:  
Буря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72); Л. М. Папин, Крах        
Колчаковщины и Образова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7); М. А.    
Персиц,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Китай: Роль ДВР в Борьб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за Дружбу с Китаем в 1920-1922 гг.(Моск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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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비난하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 견해에 따르
면 극동공화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혁명당, 멘셰비키와 같은 ‘쁘띠 부
르주아’ 정당들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즉각적인 소비에트화를 원하는 극동 
인민들에게 극동 완충 국가를 인정토록 강요했던 크라스노쇼코프는 진정한 
볼셰비키가 아니었다.5) 반대로 크라스노쇼코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노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2); П. М. Никифоров,     
Записки Премьера ДВР: Победа Ленин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Борьбе с   
Интервенци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7-1922 гг.)(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63);  
Л. М. Папин, Героические Годы Борьбы и Побед: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Огн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68);   
Б. М. Шерешевский, В Битвах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гг.)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1974). 
이외에도 1922년 워싱턴 회담에 파견되었던 극동공화국의 특별 대표단이 발간
한 『극동공화국 역사 개요』에서도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과 역할 등은 전혀 언
급되지 않는다. The Special Delegation of the Far Eastern Republic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Short Outline of the History of the 
Far Eastern Republic(Washington D. C. : 1922). 마찬가지로 1922년 3월 
극동공화국 외무부 전 차관이자 특별 대표단 일원인 스크비르스키(Б. Е.       
Сквирский)는 미국 대외정책 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 회의에서 극
동공화국이 수립된 연유를 밝혔는데, 크라스노쇼코프는 그의 설명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Boris E. Skvirsky, The Far Eastern Republic, Siberia, 
and Japan : together with a discussion of their relations to the United 
States (New York: Foreign Policy Association, 1922), pp. 1-5.

5) 이러한 견해를 가진 연구자인 파핀은 극동공화국 설립을 위하여 ‘온건 사회주의
자’들과 협력하고자 했던 크라스노쇼코프를 단순한 기회주의자라 비난했다. Л. 
М. Папин, Крах Колчаковщины, p. 101. 카플린은 완충 국가에 완전한 자
립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며 크라스노쇼코프의 입장을 ‘헛소리’이자 ‘위험한 
것’이라 비난했다. С. С. Каплин, Большеви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гг.)(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    
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p. 65.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은 크라스노쇼코
프를 비난하면서도 크라스노쇼코프의 견해가 레닌과 당 중앙의 그것과 사실상 
일치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당착은 아마 크라스
노쇼코프가 극동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당내 반대파가 워낙 많았고, 결국 당내 
고발로 극동공화국 수반에서 경질되었던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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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표노프와 같은 인물들은 극동공화국과 관련된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
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또 중요하게 평가한다.6) 
  이상의 견해들은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이 러시아 내외에서 치열한 논쟁
의 대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견해들 모두 크라스노쇼코프가 완
충국가 수립을 주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 않았
다.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을 주요하게 다루면서도 그가 왜 완충 국가를 주
장하게 되었는지를 추정해보려는 시도는 미국의 한 연구자에 의해서 선구
적으로 행해졌다. 화이트는 1950년 자신의 저작 『시베리아 간섭』에서 극동
공화국 설립에 관한 크라스노쇼코프의 역할과 비중을 인정하며, 완충 국가
에 대한 그의 생각이 1918년 연합국의 간섭과 내전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10월 혁명 이후 극동에서는 곧바로 소비에트화가 진행되었지만, 
연합국의 간섭과 내전이 본격화된 1918년에 극동의 소비에트 권력은 하릴
없이 무너졌다. 이를 보고 크라스노쇼코프가 비 볼셰비키 완충국의 필요성
을 느꼈다는 것이다.7) 노튼과 같은 당대의 관찰자가 남긴 서술에 따르면, 
크라스노쇼코프는 1917년 미국 망명에서 귀국한 이후에 시베리아에 공산주
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0월 혁명 직후에는 극동 볼셰비키 온
건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극동에서의 즉각적인 공산주의 건설을 주창하였을 
정도로 확신에 찬 공산주의자였다.8) 그러한 공산주의자가 완충국가라는 우
회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1918년 실패의 경험에서 찾는 화이트
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

6) 극동공화국을 실제로 방문하여 1923년 일종의 보고서인 『시베리아의 극동공화
국』을 저술한 노튼은 극동공화국 건설에 있어 크라스노쇼코프 개인의 중요한 역
할을 인정한다. Henry Kittredge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23). 극동공화국에서 군인
으로서 크라스노쇼코프와 함께 활동했던 파르표노프도 그의 행적을 중요하게 기
록하고 있다. П. С. Парфенов, Борьба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Второе Издание(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Писателей, 
1931).

7) John Albert White, The Siberian Interven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p. 368.

8)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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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내전 시기 극
동에 관한 연구에서 화이트의 견해는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9)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국가 수립 주장의 기원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시
도는 소련 해체가 임박한 1990년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소닌은 자신의 저서에서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 국가 건설에 관해 자세하
게 다루며, 크라스노쇼코프가 이미 1918년부터 미래에 건설될 소비에트 연
방의 한 연방단위로서의 극동공화국을 꿈꾸었다고 언급했다.10) 하지만 소닌
은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있으며, 근거를 뒷받침할 사료
도, 기타 문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후 오랫동안 크라스노쇼코프와 극동공화국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
어나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국가 주장이 어떠한 맥
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자 시도한 연구가 나타났다. 
2019년 이반 사블린은 자신의 저작에서 1917년부터 크라스노쇼코프가 탈
중앙화와 지역주의(Областничество)에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혁명 이전부터 극동에는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은 극동 지
역주의가 발전했는데, 1917년 귀국한 크라스노쇼코프가 이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크라스노쇼코프가 1918년 극동 소비에트 지역위
원회(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ево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와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Даль- 
совнарком)를 이끌며 이미 소비에트 러시아 내의 ‘극동공화국’을 건설하
고자 시도했고, 1920년에 이르러서야 결국 ‘두 번째’ 극동공화국의 건설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반 사블린은 크라스노쇼코프가 극동 지역주
의를 볼셰비키 식으로 재해석하여 극동공화국을 만들어냈고, 장차 소비에트 
정치 체제에서 극동이 하나의 지역으로서 연방적 지위를 가지기를 희망했

9) Canfield F. Smith, Vladivostok under Red and White Rule: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Russian Far East, 1920-1922(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pp. 25-56.

10) В. В. Сонин, Станов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1920-1922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0),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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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했다.11)

  이반 사블린은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을 추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
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가 중앙의 지시에 완전
히 복종하지 않고 자율적인 정책을 펼친 경우를 제시하면서 크라스노쇼코
프가 지역주의적 사상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12) 그러나 지역주의는 단
순히 자율적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사상 체계이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역주의는 시베리아 지역주의를 
뜻하는 용어로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지역’을 단위로 한 연방제를 
주장했던 특정한 사상적, 정치적 조류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블린은 크라스
노쇼코프의 자율적 행적을 어떤 측면에서 지역주의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크라스노쇼코프의 극동 완충국가 수립론을 지역주
의와 연결시키려는 사블린의 시도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 아주 참신했으나, 
여전히 그 근거가 부족하다. 사블린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지역주의의 영향이 아니라면 크라스노쇼코프는 왜 극동 완충국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의 행동
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그의 행적 중에서도 특히 10월 혁명 
이후 1918년까지의 시기 동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의 연구
들은 주로 1920년 초 콜착(А. В. Колчак) 정권 붕괴 이후 크라스노쇼코프
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극동 완충 국가 수립 주장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1920년은 크라스노쇼코프가 극동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선 
시기이지, 그가 왜 완충 국가를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실마리를 제공
하는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크라스노쇼코프는 1918년 9월 콜착을 피해 
잠적한 이후 1920년 초에서야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며, 그 직후 바로 
극동국가 수립을 강력하게 주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실한 볼셰비키였던 

11) Ivan Sablin, The Rise and Fall of Russia's Far Eastern Republic, 
1905-1922: Nationalisms, Imperialisms, and Regionalisms in and after 
the Russian Empir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pp. 
292-293.

12) Ibid., pp.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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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어째서 완충국가라는 ‘우회로’를 주장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서 그가 1918년에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국가 수립 주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이반 사블린이 주장했던 ‘극동 지
역주의’와 크라스노쇼코프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를 통해 1918년 크라스
노쇼코프가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따라서 그의 극동 완충국가 
수립 주장이 지역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크라스노쇼코프가 1918년에 이끌었던 조직들의 행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겠다. 이로써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가 지역중심 전략을 중심으
로 극동 역내의 정치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음을 보일 것이다. 4장에서
는 크라스노쇼코프와 경쟁했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의 정책을 살펴봄으로
써, 지역중심 전략이 당시 동 시베리아와 극동의 볼셰비키에게 공통적이지 
않은, 크라스노쇼코프만이 보이는 특징임을 밝힐 것이다. 5장에서는 1920
년 이후 극동공화국 건설 과정에서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이 지
정학적 조건과 맞물려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1918년의 경험과 교훈이 
어떻게 크라스노쇼코프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극동공화국이 크라스노쇼코프가 1918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역중심 전
략을 변화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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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극동 지역주의’와 볼셰비즘

  시베리아 지역주의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시베리아 지식인들
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정치적, 사상적 조류이다. 지역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키워낸 인물은 포타닌(Г. Н. Потанин)이
었다. 그에 따르면 시베리아는 유럽 러시아와는 다른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
지는 불가분한 하나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시베리아는 정치
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럽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고, 자신의 고
유한 이해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낙후되어있었다. 이에 포타닌
은 시베리아가 연방제 속 하나의 연방 단위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지면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시베
리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이 부여되어야 할 터
였고, 포타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베리아 지역 두마를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포타닌의 주장을 수용한 일련의 지식인들은 1917년 
혁명 이후 시베리아 정치 무대에서 지역주의자 집단을 형성했고, 1920년 
콜착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13)

  이반 사블린에 따르면 극동 지역주의는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한 분파였
다. 1905년 혁명 이후 3차 두마부터 극동 대표들이 선출되었고, 그들의 구
성은 사회민주당, 입헌민주당, 노동자 분파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대체
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는데, 여성을 포함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거나 시베
리아에 젬스트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14) 특히 극동 대표들은 

13) 시베리아 지역주의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사
항은 다음을 참조. 김성진,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역사적 고찰: 제정말기를 중심
으로」, 『유라시아연구』 vol.1 No.2(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민경현, 
「시베리아 지역주의 운동의 사상적 기원 : 뽀따닌과 야드린쩨프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0권 2호(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4); 한정숙, 「19세
기 시베리아의 지역적 자의식, 역사학을 만나다 : 슬로프초프, 코스토마로프, 샤
포프와 지역사」, 『슬라브연구』 제28권 3호(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14) Ivan Sablin, The Rise and Fall of Russia's Far Eastern Republic,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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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과는 별개로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
로 협력했고, 지역의 이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언어를 사용했다
고 한다. 당시 두마에서 시베리아 지역주의자들이 시베리아 지역 두마 등을 
주장하며 지역주의 담론을 두마 내에서 퍼뜨렸는데, 사블린은 이 담론을 극
동의 대표들이 흡수했다고 주장했다.15)

  사블린에 따르면 극동 지역주의자들은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언어를 사용
하고 지역의 자치라는 대의에는 발을 맞추었지만, 극동만의 이해관계가 걸
린 문제에는 시베리아 지역주의자들과도 별개의 행보를 보였다. 아무르 철
도 부설을 놓고 이에 찬성하는 우익과 반대하는 좌익이 두마에서 갈등할 
때, 극동 대표들은 좌우익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르 철도 건설에 찬성하였
고, 두마 내 우익과 연합하여 철도 건설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또 극동의 
대표들은 기존에 극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면세 무역을 지키기 위해 연합하
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반 사블린은 이들이 극동을 하나의 새로
운 지역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16)

  사블린이 생각하기에 극동 지역주의가 시베리아 지역주의로부터 구별되
는 지점은 그 주장의 협소함에 있었다. 2월 혁명 이후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도 온갖 종류의 불만과 요구가 분출하였다. 시베리아에서는 지역주의자들이 
지역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정치적 조직을 결성했고, 자신들의 
가장 큰 목표인 시베리아 지역 두마를 소집하기 위해 분주히 활동했다. 극
동 지역주의자들도 정치 전면에 나섰다. 그런데 사블린에 따르면 극동 지역
주의자들의 주장과 활동은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역 
두마, 연방제 등을 주장하던 시베리아 지역주의자들에 비하면 그 논의의 폭
이 협소했다. 지역주의의 언어를 이용했지만, 극동 지역주의는 시베리아 지
역주의보다 정치적 주장의 수준이 낮고 내용이 빈약했다는 것이다. 사블린
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정치적 미숙함과 내용적 빈약함이 극동 지역주의의 
특징이었다.17)

56-59.
15) Ibid., pp. 62-65.
16) Ibid., pp. 65-68.
17) Ibid., pp. 97-98.



- 10 -

  위와 같은 이반 사블린의 극동 지역주의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 허점
을 보이고 있다. 극동 지역주의의 특징이 정치적 미숙함과 내용적 빈약함이
라면, 그것을 정말 하나의 정치적, 사상적 조류, 혹은 지역주의의 분파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지역주의 사상의 핵심은 연방제와 그 구현물인 시베리
아 지역 두마였다. 경제적, 행정적 문제 역시 지역주의에 있어 물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광범한 자치권을 누리는 
시베리아 지역 두마가 차후에 해결할 부차적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시베리
아 지역 두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극동 지역 두마
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은 ‘극동 지역주의자’들의 행보를 지역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방에서 정치적 분권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해당 지방의 경제, 행정적 문제에 천착하는 움직임들은 굳이 지역주의와 연
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크라스노쇼코프가 영향을 받았다던 ‘극동 지역주의’ 자체가 아직 
설득력 있는 개념이 아니다. 크라스노쇼코프가 극동에서 지역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동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 
크라스노쇼코프를 ‘극동 지역주의’와 연관 지을 수는 없다. 정치적 미숙함
과 내용적 빈약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조류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
에나 뒤집어씌울 수 있는 무의미한 분석틀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크라스노쇼코프가 영향을 받을만한 ‘극동 지역주의’라는 조류가 지
역주의의 한 분파로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충실한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크라스노쇼코프가 지역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지역주의가 시베리아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시베리아에서는 지역주의와 볼셰비즘 사이의 격렬
한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볼셰비키은 지역주의가 ‘사회경제적 전망
을 결여한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분파’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시베리아에 두
마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자치를 누려야 한다는 지역주의의 주장을 분리주
의로 받아들이고 배척했다.18) 지역주의자들도 볼셰비즘을 극도로 경계했다. 

18) М. Г. Сесюнина, “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2-й половины ⅩⅨ в. 
в до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Доклады 1й межвузовской научн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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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혁명 이후에도 지역주의자들을 이끌었던 포타닌은 볼셰비키를 기타 사
회주의 정당과도 구분 지어 비난했다. 그는 볼셰비키가 지역 자치를 부정하
고 강력한 중앙집권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볼셰비즘을 부정했다.19)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 볼셰비키를 이끌며 
레닌의 큰 신임을 얻고 있던 크라스노쇼코프가 지역주의에 관심을 갖고 그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사블린의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없이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처럼 크라스노쇼코프의 극동 완충국가 건설 주
장은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지역주의가 크라스노쇼코프의 
완충국가 건설 주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이제 크라스노쇼코프에게 영
향을 미쳤을 다른 배경을 찾아봐야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은 1918년 크라
스노쇼코프의 구체적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сториографии Сибири(Кемерово: Кемер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1969), p. 171.

19) 구범모, 「러시아 혁명과 내전 시기 시베리아 지역주의자의 활동과 사상적 변
화: G. N. 포타닌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59권(2018), pp. 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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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0월 혁명 이후 1918년까지 크라스노쇼코프의 
활동

  크라스노쇼코프는 1880년 12월 19일 러시아 제국 치하 우크라이나 체르
노빌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청소년 시절 학업에 두각을 나타
냈던 그는 1896년 대학 준비를 위해 키예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크라스
노쇼코프는 혁명 조직에 가담했고, 곧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뛰어난 선동가로 활약했다. 수차례 투옥을 겪으며 그는 차르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1903년 당은 그를 베를린으로 탈출시켰다. 크라스노쇼코프
는 베를린에서 곧 미국으로 건너갔고, 스트롤러 토빈슨(Stroller Tobinson)
이란 가명으로 현지 사회주의 조직과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계속한 ‘토빈슨’은 시카고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여 노동변호사로 활
발히 활동했다.20) 
  그러던 중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으로 전제정이 붕괴하자 크라스노
쇼코프는 조국으로 돌아가 혁명 정치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러시아
의 수도로 향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부전선에서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
었기에 대서양을 건너 수도로 곧바로 귀국하는 것은 위험했다.21) 이에 크
라스노쇼코프는 8월에 일본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귀국했다.22) 크라스
노쇼코프는 극동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귀국 이후 그는 노동변호사로서 일한 경험을 살려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치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얻어 노동조합 대표로 블라
디보스토크 소비에트에 참가했다. 이후 크라스노쇼코프는 볼셰비키의 세력

20)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170-173.
21) Б. И. Мухачё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с-  

кий Очерк(Владивосток: 1999), pp. 33-34.
22) Б. И.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щеков - председатель Дальсовнар-  

ком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ВР,” Россия и АТР(2007), Available: 
https://cyberleninka.ru/article/n/a-m-krasnoschekov-predsedatel-dalso
vnarkoma-i-pravitelstva-d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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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약하고 유능한 볼셰비키 당원도 부족했던 니콜스크-우수리스크     
(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23)로 파견되어 그곳에서의 소비에트 조직에 전념
하게 되었다.24)

  한편 극동의 정치지형은 2월 혁명 이후 급변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회민
주노동당 조직은 2월 이후에야 극동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멘셰
비키와 볼셰비키는 여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였다. 그러다 레닌의 4월 테제 
이후에 극동에서도 볼셰비키 분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볼셰비키와 기타 
사회주의 정당들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볼셰비키는 소
수였고, 5월에 개최된 제 1차 극동지역 소비에트 대회의 다수파는 사회혁
명당과 멘셰비키였다. 8월에 개최된 제 2차 극동지역 소비에트 대회에서 
볼셰비키 분파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지역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고, 
9월 5일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극동지역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극동의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공식적으로 결별했
다.25)

23) 현재의 우수리스크(Уссурийск).
24) Мухачё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pp. 40-43.
25) А. В.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1917-1988 г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Хабаровск: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СФСР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1969), pp. 8-9; Папин, Героические Годы Борьбы и Побед,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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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 소비에트 지역위원회 : 
중앙권력의 지역 대리 기관(1917.12-1918.03)

  10월 혁명 이후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에서의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위
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크라스노쇼코프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소비에
트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소비에트는 10월 혁명 이
후 극동에서 중앙 소비에트 정부를 최초로 승인했다.26)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에서의 소비에트 권력 수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겼고, 어
느새 극동 볼셰비키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기 위하여 12월 11일 하바롭스크에서 제 3차 극동 
지역 노동자 병사 대표자 소비에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극동 볼셰
비키는 11, 12월에 각지 소비에트 재선거에서 대거 승리하였고, 제 3차 지
역대회에서 볼셰비키의 과반은 확실시되었다. 이에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는 구 임시정부 지역 대표의 도움을 받아 12월 10일 하바롭스크에서 젬스
트보, 시 자치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맞불을 놓기로 결정했다.27)

  크라스노쇼코프는 3차 지역대회와 젬스트보 대표자 회의 모두에 대표자
로 선출되었고, 12월 10일 젬스트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소비에트와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28) 하지만 젬스트보 대표자 회의는 이를 거부했고, 
집행 기관으로 자치체 지역 사무국(Краевое Бюро Самоуправлений)을 
선출했다.29) 이에 볼셰비키는 젬스트보 대표자 회의를 해산하고 구 임시정
부 지역 대표를 체포했다.30) 자치체 지역 사무국의 일부 대표자들은 블라
고베셴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로 탈출하여 반 소비에트 활동을 계속했다.31) 

26)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щеков.”
27)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 10.
28)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 54.
29) Б. И. Мухачёв, “Дневник А.М. Краснощёкова: по новым архивным 

документам,” Россия и АТР, no.4(2009), p. 13.
30)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 10; Б. И. Мухачёв, “Дневник А. М.     

Краснощёкова,” p. 13.
31) Б. И. Мухачёв, “Дневник А.М. Краснощёкова,”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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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정리된 후 예정보다 늦은 13일에 제 3차 극동지역 노동자 병사 대
표자 소비에트 대회가 개최되었고, 크라스노쇼코프는 그 의장으로 선출되었
다.
  3차 지역대회 대표자들은 10월 26일 제 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
서 소비에트 권력이 선포된 것을 환영하며 수도의 인민위원 소비에트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НК)32)를 유일한 중앙 권력으로 인정
했다. 그들은 차후 소집될 제헌회의가 “혁명의 성과를 심화하고 사적소유 
철폐를 위해 기반을 닦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계급투쟁의 
문제는 제헌회의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관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대표자들은 극동 지역의 모든 소비에트들을 
중앙권력의 합법적 지방 조직으로 선언하면서 지역에서의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선포했다.33)

  3차 대회 대표자들은 곧바로 지역의 집행기관인 극동 소비에트 및 자치
체 지역위원회(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ево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и     
Самоуправлений, 이하 지역위) 구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멘셰비키는 제
헌회의와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대한 3차 대회의 입장을 문제 삼으며 볼셰
비키를 비난했다. 멘셰비키는 볼셰비키가 혁명적 가치와 무관하게 중앙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볼셰비키에게 앞으로 
소집될 제헌회의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멘셰비키는 곧 
구성될 지역위가 제헌회의를 인정하기는커녕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트를 
유일한 합법 권력으로 승인하며 노동자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
라 비판했고, 대회와 지역위를 모두 보이콧했다.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의 보
이콧 행위를 “자살행위”라고 비난하며 대회와 지역위에 참가할 것을 요구
했으나, 멘셰비키가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34)

32) 해당 용어는 인민위원회의, 소브나르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소비에트’
는 회의, 평의회를 뜻하는 일반명사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권력을 건설하고 그 정부로서 인민위원 ‘소비에트’를 구
성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에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다.

33)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p. 29-30.
34) Ibid., pp.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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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1918년 1월 5일 3차 대회 대표자들은 지역위를 볼셰비키와 좌파 
사회혁명당 당원만으로 구성했고 크라스노쇼코프가 만장일치로 지역위 의
장으로 선출되었다.35) 지역위는 구성 직후 스스로를 지역에서 중앙을 대리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선포했고, 하위의 모든 기관과 소비에트들에 지역위
의 모든 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36) 곧이어 13일 지역위는 유명무실
하던 구 임시정부의 대표 직위를 폐지하고 구 임시정부 대표단의 업무를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을 명령하며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되었음을 
명확히 했다.37)

  지역위는 스스로 중앙을 대리하는 기관이라 자임할 만큼, 활동 초기에 중
앙 권력의 권위와 명령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위 초기의 주요 정
책들은 중앙의 명령과 포고를 지역에서 그대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극동에 속한 하위 소비에트들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포고에서 지역위는 
하위 소비에트들에게 중앙의 명령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38) 1월 15일 지
역위는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군대 민주화에 관한 포고를 속히 시행할 것을 
지역 군부대에 명령했고,39) 2월 20일에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우편, 전신 
통제소의 토지를 국유화하며 진행 상황을 중앙에 보고했다.40) 25일에 지역
위는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
했고,41) 극동의 구 재판소들을 철폐하며 혁명재판소와 인민법정을 설치하기
도 했다.42)

  지역위는 자체적인 정책을 펼칠 때에도 사안이 중요하거나 중앙의 이목
을 끌 경우에는 중앙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2월 15일 지역위는 기존의 유
가증권, 채권 등의 발행, 유통을 금지하고 기존에 발행되었던 증권과 채권
을 무효화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추가적인 지시가 

35) Ibid., p. 42.
36) Ibid., p. 47.
37) Ibid., p. 51.
38) Ibid., p. 56.
39) Ibid., pp. 52-53.
40) Ibid., pp. 80-81.
41) Ibid., p. 86.
42) Ibid., p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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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라 스스로 명시했다.43) 한편 지역 무기고 노동
자들이 전시에서 평시 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전시 추가수당을 받
지 못하게 되자, 노동자들은 페트로그라드에 대표를 파견해 전시 수당을 계
속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역위는 18일 페트로그라드의 결정 이전
까지 전시 수당 지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44)

  물론 지역위가 중앙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는 단순한 지방 대리기관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역 소비에트 대회에서 선출된 집행기관으로서, 
지역위는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적 기반을 놓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사회주의적 노동을 위한 조치는 그 
중 하나였다. 지역위는 1월 18일에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거래소를 
설치하고 모든 고용이 노동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제했다.45) 더 
나아가 지역위는 1월 말에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실현하기 위
해서 10인 이상 기업에 공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46) 지역위는 
산업과 금융을 사회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지역위 구성 직후인 1월 
7일 연해주 나데쥬딘스키(Надеждинский) 군의 석탄 광산에서 사보타주
가 발생하자, 지역위는 광산을 차압했다.47) 또 지역위는 1월 20일에 지역
의 국립은행 지점들을 소비에트 기관의 관리 하에 종속시켰고,48) 24일에는 
모든 사적 신용 기관을 국유화할 것을 지방 소비에트들에 요구했다.49) 2월 
23일에 지역위는 기업에 대한 몰수, 징발권을 갖는 통제위원회를 지방에 
설치할 것을 명령했고, 통제위원회들에게 모든 기업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
다.50)

  그러나 위와 같은 자체적인 조치가 있다고 해서 지역위원회가 중앙으로
부터 자율적인 기관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요 정책에 있어서 지역위는 중

43) Ibid., pp. 74-75.
44) Ibid., pp. 78-79.
45) Ibid., p. 54.
46) Ibid., pp. 69-70.
47) Ibid., pp. 44-45.
48) Ibid., pp. 59-60.
49) Ibid., p. 61.
50) Ibid.,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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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명령에 의존했고, 중앙의 명령이 없을 때 주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한시적인 조건부 명령을 내놓았으며, 무엇보다 중앙의 명령을 거
부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위의 자체적 조
치들도 중앙 정책의 기본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
고, 지역위는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지역에서 스스로 행사했을 뿐
이었다. 지역위가 스스로 밝혔듯, 지역위는 ‘지역에서 중앙을 대리하는 유
일한 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 
  지역위가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에 위치해있으면서도 중앙의 
권위와 명령에 기대야 했던 이유는 극동의 소비에트 권력이 그만큼 취약했
기 때문이었다. 극동의 볼셰비키는 10월 혁명 이후 지역에서 권력 장악을 
시도하며 농민이 인구의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던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
력을 어떻게 수립, 강화해야 할지 고민해야했다. 특히 그들은 농민들이 볼
셰비키와 소비에트 권력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지지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이러한 볼셰비키의 불안감은 3차 지역대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3차 
지역 대회에서 볼셰비키는 향후 구성할 지역위에 젬스트보 대표자들을 포
함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는 젬스트보 기관이 농민을 대표하느
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젬스트보 대표자 포함을 반대하는 이들은 볼
셰비키가 이미 농민과 협력할 길을 찾았으며, 젬스트보 대표자들을 포함하
면 지역위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10월 혁명의 성과가 훼손될 것이라 주장했
다. 그러나 크라스노쇼코프를 포함한 찬성파는 젬스트보와 농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젬스트보 대표자들이 지역위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환, 
교체하면 그만이기에 젬스트보 대표자들을 지역위에 포함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3차 지역 대회 내 볼셰비키 분파의 투표 결과 찬성 26
표, 반대 25표, 기권 4표로 가까스로 찬성파의 안이 채택되었다.51) 크라스
노쇼코프는 이후 행한 연설에서 비록 젬스트보가 권력을 장악하려 “덧없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농민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젬스트보 대
표자들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노동자, 병사와 농민의 단결이 

51) Ibid.,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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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하며 지주와 자본가의 손에서 권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
했지만, 바로 이어 농민을 설득, 계몽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드러내
기도 했다.52)

  우여곡절 끝에 지역대회는 젬스트보 대표자를 지역위에 포함하기로 결정
했지만, 젬스트보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역대회는 기존의 결의대로 지
역위를 구성하려했고, 지역위의 정식 명칭인 ‘극동 소비에트 및 자치체 지
역위원회’에 ‘자치체’가 포함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53) 이후에도 지역위는 
4차 지역대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젬스트보 기관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
았고, 각종 명령에서도 소비에트와 자치체를 동등한 위상으로 다루었다.
  이외에 지역위는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였다. 지
역위는 구성 당일인 1월 5일에 1월 10일부터 블라고베셴스크에서 개최될 
제 2차 젬스트보, 시 자치단체 대회에 대표자를 파견하기로 했고, 크라스노
쇼코프가 직접 대표자로 2차 젬스트보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54) 
블라고베셴스크는 자치체 지역 사무국의 거점으로서 아무르 주 반 볼셰비
키 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당 대회의 향방이 지역 내 정치에 있어 아
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었다. 10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된 2차 젬스트보 
대회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농민 대표들을 설득했고, 결국 젬스트보 대회는 
지역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13일에는 블라고베셴스크 소비에트가 중앙
의 인민위원 소비에트를 승인했다.55) 
  하지만 여전히 블라고베셴스크 소비에트의 권력은 취약했다. 이에 블라고
베셴스크 소비에트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소비에트 권력을 확립하기 위
해 2월 25일 제 4차 아무르 주 농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56) 이처럼 
제 4차 농민대회는 아무르 주의 소비에트 권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무대였
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위 의장인 크라스노쇼코프가 다시 한 번 직접 
농민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블라고베셴스크의 젬스트보 세력들은 여전히 

52) Ibid., pp. 33-40.
53) Мухачёв, “Дневник А.М. Краснощёкова,” p. 13
54) Мухачё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pp. 68-70.
55) Ibid., pp. 71-72.
56) Ibid.,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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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와 지역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3월 4일 농민대회가 끝
난 이후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블라고베셴스크 백군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
고, 크라스노쇼코프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이후 3월 12일 적군이 블라
고베셴스크를 점령하고 나서야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57) 블
라고베셴스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은 크라스노쇼코프가 위험을 불
사하고까지 농민을 설득하고자 한 사례로, 그가 농민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
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크라스노쇼코프와 지역위의 젬스트보에 대한 타협적 행보는 농민 
문제에 관한 전략적 결정이었을 뿐, 그들이 온건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보았듯 3차 지역 대회에서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과 날카롭게 
대립하며 제헌회의의 위상을 깎아내렸다. 또 크라스노쇼코프는 젬스트보 대
표를 지역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젬스트보가 인민이 아닌 부르주아
와 협력하는 경우엔 그들과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58) 지역위
가 형성된 이후에도 크라스노쇼코프의 비타협성은 잘 드러났다. 사회혁명당
이 주축이 된 시베리아 지역주의자들이 1월 26일 시베리아 임시 지역 두마
를 소집하기로 하고 대표자 파견을 요구하자, 지역위는 시베리아 지역 두마
를 반혁명 단체로 규정하며 대표자 파견을 거부했다.59)

  위와 같이 크라스노쇼코프는 지역위 의장으로서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
을 수립,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 정치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중시했다. 
산업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극동이라
는 공간 속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농민이 극동에서 소비에트의 운명을 결
정지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젬스트보와 농민에 대한 태도
와 정책에서 잘 드러났다. 비록 농민에 대한 의구심과 취약한 노동계급 때
문에 중앙의 권위와 명령에 의존하고 스스로를 ‘대리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크라스노쇼코프와 지역위의 정책은 무엇보다 농민과 젬스트보라
는 지역의 정치행위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57) Мухачёв, “Дневник А.М. Краснощёкова,” pp. 14-16.
58)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 34.
59)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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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 : 
어느 정도 자율적인 지역 정부(1918.04-1918.07)

  1918년 4월 5일 일본군은 일본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일본군은 상륙이 혁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권력과 인민에 대한 우애와 공감을 조성한다고 주
장했다. 지역위는 이에 대해 즉시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 일
본 총영사에게 항의했다. 지역위는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극동지역 권
력 대리기관’으로서 일본군 상륙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일본군이 국제법과 
러시아 조국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60)

  지역위는 일본을 포함한 연합국의 간섭이 본격화하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4월 6일 지역위는 지역 적군 사령부를 창설하여 지역
의 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61) 다음날인 4월 7일 지역위는 일본군의 블라
디보스토크 상륙에 관해 극동의 근로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반혁명 
세력과 배신자들이 일본을 끌어들여 일본군이 상륙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위
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래소, 시 두마, 젬스트보 기관 등이 바로 그 
반혁명 세력들이었으며, 이들의 목적은 “외국군을 도와 혁명을 으깨고 소비
에트 권력을 무너뜨려 착취의 낡은 깃발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었다.62) 
  시 두마, 젬스트보 등의 자치체들이 정말로 일본군을 끌어들였는지의 여
부는 차치하고, 이로써 지역위는 젬스트보와 결별하고 더욱 비타협적 정책
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4월 8일 크라스노쇼코프는 러시아 소비에
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극동 대리 기관인 극동 지역위원회의 
이름으로 제 4차 극동 지역 노동자 병사 농민 카자크 대표자 소비에트 대
회의 개회를 알렸다. 크라스노쇼코프는 4차 대회 의장으로서 행한 개회사에
서 극동 모든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확립되었음을 알렸다. 또 그는 3차 
대회 이후 상황을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젬스트보의 반혁명 활동

60) Ibid., pp. 112-113.
61) Ibid., pp. 116-118.
62) Ibid., pp.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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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았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단결을 위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젬스트보는 오히려 반혁명 활동을 계속하고 외국군을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이에 농민은 젬스트보와 결별하여 노동자와 함께 단일한 근로인민 권력을 
조직하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크라스노쇼코프는 사회주
의 건설을 역설하며 4차 지역 대회를 제헌회의로 선언했다.63) 4차 지역 대
회에서 젬스트보 기관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고, 그들의 모든 권력이 소비
에트로 이양되었다.64) 4차 지역 대회는 지역위를 지역의 단일 권력으로 다
시 한 번 인정했고,65) 크라스노쇼코프는 지역위 의장을 유임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지역위는 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펼치기 시작했다. 5
월 29일 지역위의 후신인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새로운 재판 체계에 
관한 지침을 하달했고,66) 7월 20일에는 모든 형태의 기존 학교들을 통폐합
하여 단일한 보통교육 학교 편제를 갖추기도 했다.67) 
  이 시기 지역위의 정책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대대적인 국
유화 조치였다. 4월 8일 4차 대회에서 극동 지역의 하위 소비에트 조직에 
관한 규칙이 공표되었는데, 읍, 군, 주 소비에트에 징발과 몰수의 권한이 
부여됐다.68) 또한 4차 대회에서 생산수단과 소비재 국유화에 관한 결의69)

가 통과되었는데, 이 결의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모든 것이 소비에트 공화국
의 불가분한 소유로 선언되었다. 반혁명에 참가한 인물, 기관의 모든 재산
은 몰수될 것이며, 모든 사적 은행과 자본, 그리고 모든 토지가 몰수될 것
이었다. 결의에 따르면, “극동에 기생충이 살 곳은 없으며 사적 소유는 경
제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었다.70) 이러한 명령에 뒤따라 곧이어 실질적인 

63) Ibid., pp. 123-128.
64) Мухачё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p. 77.
65)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 151.
66) Ibid., pp. 188-192.
67) Ibid., pp. 218-220.
68) Ibid., pp. 137-151.
69) 해당 결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Резолюция  IV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евого Съезда Советов о Национализации Средств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требления

70) Ibid., pp.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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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4월 13일 극동 지역의 선박과 각종 기업들의 
국유화가 결정되었다.71) 
  5월 8일 지역위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로 개칭했고, 국유화 조치를 
계속해나갔다. 그런데 5월 18일 중앙의 인민경제최고소비에트(Высший   
Сове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가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인민경
제최고소비에트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전보를 보내어, 산업 기업 국
유화 권한이 인민경제최고소비에트와 인민위원 소비에트에만 속한다고 명
시하며 지역의 자의적 국유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산업과 생산의 사보타주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조
건 때문에 다수 부문에 걸친 일시적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극동 
지역의 하위 기관에게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허가를 받아 국유화를 추
진할 것을 명령했다.72) 이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가 중앙의 명령을 자
의적으로 해석하여,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허가된 권한이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인 자신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제 극동 인민위원 소비
에트는 중앙 권력의 단순한 지방 대리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부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실제로 국유화 조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73) 5월 18일 아무르 강 유역의 소형선들에 대한 국유화가 선언
되었고,74) 27일에는 지역의 비누공장이 국유화되었다.75) 6월 3일에는 오호

71) Ibid., pp. 158-159.
72) Ibid., pp. 178-179.
73) 물론 이러한 국유화 정책이 실제로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 강화에 기여했는

지는 의문스럽다. 크라스노쇼코프와 극동의 볼셰비키는 당시 시의적절하지 않은 
사회주의적 원칙을 경제 정책에 그대로 적용했다. 4차 대회가 열리고 있던 5월 
당시 극동은 심각한 화폐 부족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4차 대회에서 크라스노쇼
코프는 이러한 화폐 부족을 긍정하며, 화폐교환으로부터 물물교환으로의 이행, 
그리고 화폐 철폐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차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화폐 부족이 극에 달하자, 지역위는 결국 자체 화폐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Мухачё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p. 82. 이처럼 
크라스노쇼코프의 경제 정책이 극동 경제 상황을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논쟁
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유화 정책에서 보았듯,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크라스
노쇼코프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과는 별개로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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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크 지역 소재의 석탄 광산과 금광이 국유화되었다.76)

  크라스노쇼코프가 이끄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자율적 행보는 소비
에트 권력이 극동 지역에서 확립되었다는 자신감과, 내전이 본격화하는 과
정에서 감지되었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겹쳐진 결과였다. 일
본군이 상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4차 대회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젬스트보와의 결별을 선언했는데, 이는 3개월 남짓한 지역위 활동 기간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기반을 닦고 농민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자
신감의 발로였다. 실제로 크라스노쇼코프는 4차 대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
민을 설득한 과정과 그 성공적 결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했다.77) 이러한 자
신감은 극동 지역위원회가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로 개칭되는 것으로 이
어졌다. 크라스노쇼코프가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트를 ‘노동자의 정부’라
고 자주 칭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이끌던 극동 인민위
원 소비에트를 단순히 집행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아닌 극동 노동자 정부로
서 인식했던 것이다.
  내전의 본격화도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자율화를 강하게 추동했다. 
특히 4월 일본군의 상륙 이후 연해주로부터 위협이 현실화되던 차에 설상
가상으로 5월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체코 군단이 반란을 일으키
며 시베리아 각지를 점령하자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중앙과의 연결이 
어려워졌다. 점점 지역의 정세는 불리해져만 갔지만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라스노쇼코프와 그의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
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문제에 더 큰 결정권을 가지는 지역 정부였다. 
  그러나 이 시기 지역위원회와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가 중앙에 대해 완
전히 자율적인 실질적인 독립 정부였던 것은 아니었다. 지역위와 극동 인민
위원 소비에트는 스스로가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중앙 정부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며 중앙에 여러 
요청을 보내거나 중앙의 명령을 계속 집행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본군이 

74)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p. 181-182
75) Ibid., p. 187.
76) Ibid., pp. 193-194.
77) Ibid.,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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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한 4월 5일 당일, 지역위는 일본군 상륙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령을 보내달라고 레닌에게 요청했다.78) 지역위는 13일에 반혁명과 투쟁
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이었던 스베
르들로프(Я. М. Свердлов)에게 전보를 보내기도 했다.79) 22일에는 동청
철도 지역에서 아타만 세묘노프(Г. М. Семёнов)의 활동80)에 대응하기 위
해 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인민위원 소비에트로 보냈다.81) 중앙에 대한 
지역위의 의존은 군사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지역위는 4월 24일 
행정, 조직에 참고하기 위해 중앙의 모든 공식 문서, 잡지, 간행물, 신문 등
을 보내줄 것을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요청했다.82) 중앙의 명령 또한 계속 
수행되었다. 7월 10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
트의 명령에 따라 지역에 결혼, 출생, 사망 신고를 담당할 새로운 등기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83)

  이 시기 크라스노쇼코프가 이끄는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이전과는 
달리 명실상부한 지역의 정부로서 기능하며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
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 시기
와 마찬가지로 크라스노쇼코프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
항은 지역이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국유화 등의 자체적 조치를 취할 때에 
‘지역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정치 전략에서 ‘지역’이 핵심
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물론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중앙의 명령을 여전히 수행했고 중앙에 의존적이었지만, 이는 지역에도 일

78) Ibid., p. 114.
79) Ibid., pp. 157-158.
80) 세묘노프는 자바이칼 지역 출신 카자크 지휘관으로서, 10월 혁명 이후 동 시

베리아에서 반 소비에트 군사 활동을 벌이다 적군에게 패퇴하여 동청철도 지역
으로 쫓겨났다. 동청철도는 러시아 제국과 중국의 협약에 따라 러시아 제국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제정 붕괴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는 자신이 그 권리
를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묘노프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동청철도 지역을 사실상 점령했고, 그곳을 기반으로 다시 시베리아에 
침입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81)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p. 162-163.
82) Ibid., pp. 165-166.
83) Ibid.,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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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법, 교육, 행정 등의 문제였을 뿐 지역 정치의 
향방을 가를 민감한 문제들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시기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소비에트 권력의 공고화’라는 중앙의 주요 노선
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지역의 상황을 중심
에 두는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진 지역 정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체코군은 시베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시베리아의 백군 세력은 그에 편승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
었다. 6월 말에는 사태를 관망하던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간섭 전쟁을 시작
하여 블라디보스토크가 함락되었다. 양쪽에서 위협을 받던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중앙과의 연결이 단절된 채, 홀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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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체제와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해체
  (1918.07-1918.09)

  6월부터 전황은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서
쪽의 바이칼 전선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다가왔고, 극동에서도 일본군의 지
원을 받은 백군 세력이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6월 5일 극동 인민위원 소
비에트는 연해주 군관구에 전시 상황을 선포했고, 모든 지역 소비에트로 하
여금 적위대를 즉시 동원하도록 했다.84) 지역의 군사 작전을 더욱 포괄적
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6월 14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기존의 군사 인
민위원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극동 적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것을 최고 군
사 기관으로 선언했다.85)

  6월 29일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가 일본
군의 도움을 받은 백군 세력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는 이제 일본군이 본격
적으로 공세를 취할 것임을 의미했고,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도 그 위험성
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본군을 막을 수 없었던 극동 인민
위원 소비에트는 즉각 극동의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7월 1일 극동의 근로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인민들에 무기를 
들 것을 요구하며, “혁명의 성취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구질서로 돌아가 
부르주아 권력에 다시 무릎 꿇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86) 백군 
세력이 니콜스크-우수리스크까지 진격하자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다시 
한 번 극동의 노동자와 농민에게 무기를 들 것을 호소했다.87) 이후에도 극
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여러 번 극동의 근로인민에게 무기를 들 것을 호
소했으나,88) 그럼에도 전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인민에 호소하는 것 외에도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군사적 방법으로 

84) Ibid., pp. 194-195.
85) Ibid., pp. 210-211.
86) Ibid., pp. 235-238.
87) Ibid., pp. 240-241.
88) Ibid., pp. 264-265, pp. 268-270, pp. 2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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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7월 1일에 극동 인민위원 소
비에트는 그동안 동 시베리아 권력을 두고 경쟁했던 다른 볼셰비키 조직인 
시베리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손을 잡고 통합 군사령부를 조직하기로 결정했
다.89) 7월 6일 통합 군사령부를 조직하기 위해 열린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
트와 시베리아 중앙집행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체코군
단만 격파한다면 외국 간섭군이 소비에트 권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
라며 항전의 의지를 내비쳤다.90) 7월 8일 실제로 조직된 통합 군 사령부인 
적군, 적위대, 그리고 붉은 함대 시베리아 총사령부에 극동 인민위원 소비
에트의 대표로 크라스노쇼코프가 선출되었고, 그는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
아 전선으로 파견되었다.91) 
  이후 시베리아 총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된 극동 적군 사령부는 7월 13일 
지역에서 총기를 소유한 주민에게 총기를 제출하거나 전선에 나갈 것을 명
령했고,92) 모든 국가 기관 노동자들과 아무르, 우수리 지역 철도 노동자들
에 대한 전시 동원을 선포했다.93)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도 아무르 강 유
역에 전시 상황을 선포하며 ‘철의 규율’을 강조했다.94) 군사적 조치만 있었
던 것도 아니다. 시베리아 전황의 악화로 중앙에서 지폐를 수급할 수 없게 
되자, 7월 25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자체적으로 임시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95)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로도 전황을 뒤바꿀 수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된 백군의 공격은 이미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가 위치했던 하바롭스
크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의 투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
고, 8월 8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8월 25일에 하바롭스크에서 제 5차 
비상 지역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96) 계획보다 늦은 8월 27일 하바롭

89) Ibid., pp. 232-233.
90) Ibid., pp. 249-250.
91) Ibid., pp. 253-254.
92) Ibid., pp. 259-260.
93) Ibid., pp. 258-259, pp. 260-261.
94) Ibid., p. 263.
95) Ibid., pp. 273-274.
96) Ibid., pp. 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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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에서 제 5차 극동 근로인민 비상 대회가 개최되었다. 5차 대회는 러시
아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비난했고,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97) 5차 대회는 8월 29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
에트를 지역에서의 유일한 소비에트 권력 기관으로 다시 한 번 선포했고, 
크라스노쇼코프가 다시 그 의장으로 선출되었다.98) 
  그러나 재선출된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었다. 
백군이 하바롭스크 바로 근처까지 몰려온 상황이었고, 극동 인민위원 소비
에트는 결국 9월 1일 아무르 주의 스보보드니(Свободный)99)로 옮겨갔
다.100) 스보보드니에서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5차 대회의 결정에 따라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극동이 모두 점령당한다 하더라도 빨치산 부대를 조
직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했다.101) 그러나 대세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었고, 
스보보드니에까지 백군이 몰려들자 9월 16일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스
보보드니를 떠나 인구 4천의 작은 도시였던 제야(Зея)까지 옮겨갔다. 9월 
18일에 스보보드니가 함락되고 적이 제야를 향해 계속 진격하자, 이날 제
야에서 극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극동 인민위원 소
비에트는 전면전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가들이 각지로 탈출하여 
지하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며 스스로 해산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그날 밤 
제야를 탈출해 타이가 숲속으로 도망쳤고, 이후 콜착 군대에 붙잡히기 전까
지 지하활동을 계속했다. 102)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는 지역중심 전략103)을 중심으로 극동의 역내정치

97) Ibid., pp. 313-315.
98) Ibid., pp. 315-318.
99) 스보보드니는 직역하면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자유시’라 칭했던 도시이다. ‘자유시 참변’ 등 여전히 ‘자유시’라는 번역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치히 자유시’와 같은 국제법상 자유시
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러시아어 소리 그대로 번역하였다.

100) Семенов, Дальсовнарком, pp. 320-322.
101) Ibid., p. 326.
102) Ibid., pp. 327-330.
103) ‘지역중심 전략’은 크라스노쇼코프가 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활동 기간에 행

동의 대원칙으로 삼았던 방침을 개념화한 용어이다. 크라스노쇼코프는 이 시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지역 상황과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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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온 역량을 쏟았다. 그가 펼친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지역이 자리잡았다.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고 산업은 발달하지 않아 주민의 압도적 다수
가 농민이었던 극동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면서도 젬스트보를 비롯한 자치체에 유화적인 면모를 
보이며 역내 정치세력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중시했다. 이후 일본이 간섭군
을 보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백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하자, 크라스노쇼코프는 소비에트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중앙의 지시를 어
겨가면서 과감한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했다. 중앙의 지원은 요원한 상황에
서 지역의 정세는 악화되어 크라스노쇼코프는 당장 행동해야만 했고, 그는 
전체적으로 중앙의 명령은 계속 수행하면서도 지역 정치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역을 
항상 중심에 두는 자세, 이는 크라스노쇼코프가 1918년을 통틀어 지속적으
로 보여주었던 모습이며, 그의 행동은 지역중심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에서 드러나듯, 그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고정된 이념이나 상황인식
이 아니라 ‘지역’ 그 자체였다. 물론 시기에 따라 그의 지역중심 전략의 방점이 
옮겨지긴 했지만, 그 역시 ‘지역’이라는 틀 속에서의 변화였다. 이러한 크라스노
쇼코프의 지역을 중시하는 전략을 ‘지역주의’라 칭하면 좋겠지만, ‘지역주의’는 
앞서 말했듯 고유한 사상적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크
라스노쇼코프가 보여준 전략을 ‘지역중심 전략’이라 칭하겠다. 이 개념은 여전히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크라스노쇼코프가 보여준 유연하고 기민한 모습을 고려
했을 때, 그의 전략을 더 딱딱하고 고정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탄력적이
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크라스노쇼코프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오
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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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극동의 다른 볼셰비키 조직과의 비교: 
시베리아 중앙집행위원회

  지역 정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크라스
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1920년 그가 왜 극동 완충 국가 건설을 주창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을 추구하는 볼셰비키 당의 일원이면서도 중앙의 명령보다 지역의 상황을 
더욱 중시했던 크라스노쇼코프는 1920년 당내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이전인 1918년부터 이미 지역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1918년 당시 극동, 동 시베리아의 
볼셰비키 중 크라스노쇼코프만이 유별나게 지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가? 혹시 다른 볼셰비키 당원들도 지역 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았
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와 함께 극동, 
동 시베리아에서 활동했던 볼셰비키의 행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
서는 크라스노쇼코프의 조직과 협력, 경쟁하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의 조직
인 시베리아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시베리아 중집위, Централь- 
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Сибири, Центросибирь)
의 행적을 살펴보겠다.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1920년 크라스노쇼코프의 
극동공화국 수립 구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인물들이다. 이르쿠츠크 
볼셰비키가 1918년의 활동에서부터 크라스노쇼코프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면, 1920년 그들과 크라스노쇼코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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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시베리아에서의 소비에트 권력을 향한 투쟁과
 소비에트 권력 수립 (1917.10-1918.03)

  이르쿠츠크는 혁명 전부터 동 시베리아의 중심지로서 시베리아 정치, 경
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로의 혁명 전파에 있
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였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다른 
곳보다 더욱 격렬하게 나타났다. 10월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인 10월 16일 
이르쿠츠크에서 제 1차 전 시베리아 소비에트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는 중앙과 지방에서 소비에트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104) 대회는 23일 지역에서의 권력을 소비에트
로 이양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시베리아 중집위
를 선출했다.105)

  10월 26일 제 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선포되
자, 시베리아 중집위는 이 결정을 환영했다.106) 그러나 이르쿠츠크에서 소
비에트는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볼셰비키가 이르쿠츠크 
소비에트를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구 임시정부 대표와 관료들
이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을 이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07) 이에 11
월 9일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했고,108) 
19일에 시베리아 중집위는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이르쿠츠크 임
시 군사혁명위원회(이하 임시 군혁위)를 창설하여 모든 소비에트 산하기관
과 군사력을 관리하도록 했다.109) 임시 군혁위는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트

104) А. С.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ркутск: Во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6), pp. 24-27.

105) Ibid., pp. 27-30.
106) В. Г.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октябрь 1917 г. - июль 1918 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Иркутск:    
Ирку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57), pp. 69-70.

107)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 31.
108)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p. 

92-93.
109)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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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일한 중앙 권력으로 승인하고 스스로를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이르쿠
츠크 대리기관으로 선언했다.110)

  이후 임시 군혁위는 이르쿠츠크에서 권력 장악에 나섰다. 11월 25일 이
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장악하지 못한 이르쿠츠크 소비에트를 보이
콧하고 군혁위를 중심으로 결집했다.111) 12월 5일 임시 군혁위는 중앙 인
민위원 소비에트의 명령만을 수행하도록 장병에게 촉구했고,112) 스스로 중
앙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유일한 전권대리기관을 자임했다.113) 그러나 임시 
군혁위의 권력 장악은 순탄하지 못했다. 12월 8일 이르쿠츠크 정부 공무원
들은 파업을 일으켜 소비에트의 명령을 거부했고,114) 임시 군혁위로부터 해
산 명령을 받았던 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이 봉기를 일으켜 8일간 시가전이 
벌어졌다.115) 격렬한 투쟁 끝에 17일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권력이 
이르쿠츠크 소비에트로 이양되었다.116) 
  이르쿠츠크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가까스로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동 시베
리아 곳곳에는 소비에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12월 25일 이르쿠
츠크 볼셰비키는 동 시베리아에서 소비에트를 조직, 강화하기 위하여 동 시
베리아 소비에트조직들의 위원회(이하 소비에트조직위, Комитет         
Совет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를 설치했다.117) 시베리
아 중집위를 구성하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가 소비에트조직위에도 그대로 
참가하였다. 이 시기 소비에트조직위의 정책은 중앙의 명령을 집행하여 지
방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18년 1월 11일 소
비에트조직위는 구 재판기관 철폐에 관한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를 집

110)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p. 
101-102.

111) Ibid., p. 117.
112) Ibid., pp. 127-128.
113)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 48.
114)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 

131.
115) Ibid., p. 405.
116)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 50; Фрибман, Ibid., pp. 

140-141.
117) Фрибман, Ibid.,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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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고,118) 18일에도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명령에 따라 이르쿠츠크의 모든 
사적 은행을 국유화했다.119) 28일에 소비에트조직위는 아직 소비에트가 수
립되지 않은 지역에 소비에트를 조직하여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명령을 수
행할 것을 촉구했고,120) 31일에는 인민경제최고소비에트의 금과 백금에 대
한 국가 전매 명령을 집행할 것을 포고했다.121) 소비에트조직위는 이외에도 
바이칼 호와 앙가라 강의 모든 수운을 국유화하고122), 지역의 유리공장을 
국유화하기도 했다.123)

  이르쿠츠크의 볼셰비키는 동 시베리아 지역에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한 
이후에도 중앙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며 소비에트 권력 강화에 나섰다. 2월 
17일 이르쿠츠크에서 제 2차 전 시베리아 소비에트 대회가 개회하여 중앙 
명령 수행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2월 20, 21일에 2차 시베리아 대회는 식
량독점, 고정가격을 통한 가격통제, 모든 사적 상업회사 철폐, 사적 상품 
매매 금지,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소비에트의 관리를 선언하며, 이를 지키
지 않는 ‘투기업자’들을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에 따라 혁명재판소에 기
소하기로 결정했다.124) 23일에 2차 시베리아 대회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실시하며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에 따라 국유화 등의 조
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125) 25일에 2차 시베리아 대회는 적군 창설에 관
한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를 이행하기 위해 시베리아 적군의 조직, 관리 
원칙을 선포하기도 했다.126) 시베리아 중집위는 중앙 명령의 집행이라는 2
차 시베리아 대회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25일 중집위 산하에 사법인민
위원회, 교통국을 설치하며 모든 조치를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에 따라 

118) Ibid., pp. 173-174.
119) Ibid., pp. 178-179.
120)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 59.
121)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 

202.
122) Ibid., pp. 187-188.
123) Ibid., p. 197.
124) Ibid., pp. 220-224.
125)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93-96.
126)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p.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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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것을 명령했다.127)

  물론 이르쿠츠크 볼셰비키가 중앙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기만 하는 단순
한 관료집단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반발
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독일과 브레스트에서 단독 
강화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차 시베리아 대회는 이를 거부했다. 2
차 시베리아 대회는 시베리아가 독일에 의한 모든 형태의 영토적 합병을 
거부할 것이며, 브레스트 조약의 체결은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파멸적 실
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는 “시베리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이름으로 현
재 진행되고 있는 강화 협상이 시베리아와 무관함을 선언했고, “국제 사회
주의적 평화”를 계속 추구해나가기로 결정했다.128)

  시베리아 중집위는 대회의 이러한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천에 나섰
다. 2월 27일 시베리아 중집위는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모든 예비 적군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129) 시베리아 중집위는 3월 7일의 
회의에서 2차 시베리아 대회의 강화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
쟁을 계속해야한다고 결의했다. 3월 14일에 개최될 제 4차 전 러시아 소비
에트 대회에서 독일과의 단독 강화 조약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이에 시베
리아 중집위는 4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2차 전 시베리아 소비에
트 대회와 시베리아 중집위의 입장을 피력하여 강화 조약이 승인되지 않도
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베리아 중집위는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자신
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베리아 중집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쟁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결의했다.130)

  이처럼 이르쿠츠크 볼셰비키가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
을 보인 것은 언뜻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
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르쿠츠크 볼셰비키가 자율적으로 판단
한 사안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 차원의 문제였다. 브레스트 조약의 
체결은 물론 시베리아에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 문제였지만, 그것은 시베리

127) Ibid., pp. 235-237.
128) Ibid., pp. 214-215.
129)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106-107.
130) Ibid., pp.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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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러시아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
리고 정작 4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시베리아 중집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레스트 강화 조약이 비준되자, 시베리아 중집위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반면 크라스노쇼코프가 관심을 가진 문제
는 지역 산업 국유화와 같은 구체적 사안이었고, 그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면 중앙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했다.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다는 점에서
는 크라스노쇼코프와 유사했지만, 그들은 크라스노쇼코프와 같이 지역 정세
에 유연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지역의 문
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의 결정에 의존적이었다. 크라스노쇼코프가 과감
하게 취했던 국유화 조치를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
했던 것이다. 3월 23일 시베리아 중집위 의장이자 소비에트조직위의 의장
이었던 얀손(Я. Д. Янсон)은 중앙에 보내는 전보에서 이르쿠츠크의 주철 
공장 국유화 조치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시베리아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해당 주철 공장이 자본가의 공장폐쇄로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었고, 이는 시베리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러나 얀
손은 중앙의 허가 없이는 국유화를 할 수 없어 중앙에 조속한 허가를 요청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얀손은 중앙의 명령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고 보고했다.131) 그럼에도 중앙의 응답이 없자 소비에트조직위는 다시 한 
번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전보를 보내어,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답이 없다
는 것을 강조하며 중앙의 허가를 요구했다.132) 이후에도 이르쿠츠크 볼셰비
키는 적극적인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레나 강 유역 금광의 국유화 
같은 중요한 조치는 이르쿠츠크 볼셰비키 조직이 아니라 중앙의 인민위원 
소비에트에 의해서 단행되었다.133)

131)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 
295.

132) Ibid., p. 299.
133) Ibid., pp. 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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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전의 본격화와 동 시베리아 소비에트 권력의 해체
 (1918.04-1918.08)

  4월 5일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자 시베리아 중집위는 본격적
으로 전쟁을 대비했다. 5일 당일 시베리아 중집위는 곧바로 모든 지방 소비
에트에 군사혁명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고 ‘시베리아 소비에트 공화
국’의 이름으로 시베리아 노동자, 농민에게 단결을 호소했다.134) 17일 시베
리아 중집위 산하 시베리아 군사혁명사령부는 시베리아에 전시 상황을 선
포했다.135) 시베리아 중집위는 19일에 전직 장교들의 동시베리아로의 이동
을 금지했고,136) 23일에는 전직 장교, 군 관료, 사관생도 등의 조직을 모두 
해산시켰다.137)

  일단 전시 상황이 펼쳐지자 시베리아 중집위는 중앙의 지원을 호소하며 
중앙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일본군이 상륙한 다음날인 4월 6일 시베
리아 중집위는 그동안의 상황과 현재 정세,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중앙에 
상세히 보고했다.138) 레닌은 해당 보고를 확인하고 시베리아 중집위의 계획
을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139) 19일에 시베리아 중집
위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중앙에 전보, 출판물을 보내줄 것과 각종 기
관 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140) 다음날 시베리아 중집위는 지방 소
비에트들에 ‘전 러시아 정부’인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141) 그러나 중앙 명령은 지방 수준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
했고, 5월 3일 시베리아 중집위는 지방 소비에트들에 다시 한 번 중앙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142) 그러면서 시베리아 중집위는 17일에 사

134) Ibid., pp.310-311;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138-144.
135) Фрибман, Ibid., pp. 325-327.
136)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 293.
137) Ibid., p. 295.
138) Ibid., pp. 284-285.
139) Ibid., p. 286.
140) Ibid., pp. 231-232.
141) Ibid., p. 168.
142) Ibid.,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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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선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기도 했다.143)

  이 시기 경제와 산업의 측면에서도 시베리아 중집위는 중앙에 크게 의존
적이었다. 4월 시베리아 중집위는 인민경제최고소비에트에 도로 건설 자금
을 요청했고,144) 얼마 후 레닌이 해당 자금을 보내주었다.145) 5월 10일 시
베리아 중집위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실업자 
구제 정책을 적극 실시하라고 지방 소비에트에게 요구했다.146) 5월 14일과 
19일에 시베리아 중집위는 시베리아의 심각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 중앙에 산업 관련 지식,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147) 5월 
22일, 해외 무역 분야에서도 시베리아 중집위는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
에 따라 시베리아 해외무역 소비에트를 설치하고 중앙과의 협의 하에 활동
하도록 했다.148)

  하지만 이 시기에도 시베리아 중집위는 앞선 시기와 같이 중앙에 대해 
자율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에 따라 
모피 제품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베리아 중집위 의장인 
얀손이 미국 기업에 모피 제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사실을 4월 
26일 동 시베리아 소비에트조직위원회가 파악했다. 소비에트조직위는 이러
한 행위가 인민위원 소비에트의 포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비에트조직위는 이 문제를 중앙에 보고하여 해결하
지 않고, 시베리아 중집위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했다.149) 시베
리아 중집위 의장인 얀손이 소비에트조직위 의장을 겸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집위는 자신이 연관된 민감한 사안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
던 것이다.
  그러나 시베리아 중집위의 이러한 모습 또한 크라스노쇼코프의 유연함과

143) Ibid., p. 202.
144) Ibid., pp. 229-230.
145) Ibid., p. 235.
146) Ibid., p. 244.
147) Ibid., p. 244, pp. 246-247.
148) Ibid., pp. 249-250.
149)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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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시베리아 중집위 의장의 모피 제품 해외 반출 허
가 사건은 중앙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것
은 일종의 비위 사건이었다. 얀손은 모피 제품 해외 반출 허가를 자신이 의
장을 맡고 있던 소비에트조직위에도 알리지 않았고, 소비에트조직위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소비에트조직위가 자신들의 의장인 얀손이 연루된 
사건을 중앙에 보고하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얀손이 의장을 맡은 시베리아 
중집위에 사건 해결을 맡긴 것은 사실상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 사건은 지역의 문제이긴 했지만, 지역 정세에 대한 민감한 반응
과도, 유연한 태도와도 관련이 없었다.
  이후 내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자 시베리아 중
집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다. 5월 26일 이르쿠츠크 역에 도착한 체코군 
제 26연대가 시베리아 중집위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
다. 중집위는 겨우 해당 연대와 전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베
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 이동하던 체코군이 간격을 두고 부대별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고, 중집위는 계속 몰려오는 체코군 부대들과 아무런 약
속, 조약을 맺지 못한 상태였다.150) 그리고 서 시베리아 각지에서 체코군이 
봉기를 일으켰고, 백군 세력은 그에 편승하여 소비에트를 무너뜨리고 있었
다. 전선은 점차 이르쿠츠크를 향해 다가왔다. 결국 7월 1일 시베리아 중집
위의 일부가 베르흐네우딘스크로 탈출했고,151) 4일에는 은을 이르쿠츠크에
서 소개시켰다.152) 11일에 이르쿠츠크가 백군에 점령당했고, 소비에트 군대
는 이르쿠츠크를 포기했다.153) 결국 8월 28일 시베리아 중집위는 치타   
(Чита) 동쪽의 우룰그(Урульг)에서 회의를 열어 정규 전투를 포기하고 빨
치산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154)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시베리아 중집위를 중심으로 한 이르쿠츠크의 

150) Ibid., pp. 371-375.
151)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335-336.
152) Ibid., pp. 338-350.
153) Фрибман,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Иркутской Губернии, p. 

417.
154) Лысенко, Подвиг Центросибири, pp. 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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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는 크라스노쇼코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자율성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크라
스노쇼코프가 지역중심 전략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율성을 보
였다면, 이르쿠츠크의 볼셰비키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 문제나 개
인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르쿠
츠크의 볼셰비키는 지역 소비에트 권력을 수립, 강화함에 있어서는 자율적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앙의 세세한 지도를 받았고, 중앙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크라스노쇼코프가 보여준 지역
중심 전략은 당시 인접 지역의 볼셰비키와는 구별되는 그만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 특징은 1920년 그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의 행동을 
규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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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20년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전략 변화와
 극동공화국 건설

  1918년 크라스노쇼코프는 역내 정치 세력들에 대해 전략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소비에트 권력 수립이라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택한 전략은 어디까지나 소비에트 권력을 강화,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해 그는 완전하게 실패했고, 극동의 소비에트 권력은 일본군의 지
원을 받은 백군 세력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소비에
트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크라스노쇼코프에게 남은 것은 없
었고, 그는 1918년 9월 타이가 삼림으로 도피한 이후 이 쓰라린 경험을 두
고두고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1918년의 경험은 1920년 그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제 크라스노쇼코
프는 자신의 지역중심 전략을 지정학적 조건에 맞추어 변화시켰고, 그의 지
역중심 전략은 소비에트 권력 그 자체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1918년 9월 이후 시베리아를 떠돌며 반 콜착 선전에 
몰두했다. 그러다 1919년 5월 그는 서 시베리아의 사마라(Самара)에서 볼
셰비키 스파이 혐의로 콜착 당국에 체포되었다. 크라스노쇼코포는 달리는 
호송열차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머지않아 다시 콜착 당국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이 없는 단순 방랑자 혐의로 체포된 것이
었고, 그는 이곳저곳에 수감되다 9월에 이르쿠츠크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후 1919년 12월 이르쿠츠크에서 반 콜착 봉기가 일어났고, 12월 28일 감
옥이 해방되어 크라스노쇼코프는 풀려났다. 지역의 볼셰비키는 그를 즉시 
알아봤고, 그는 바로 봉기의 조직자가 되었다.155)

  하지만 1919년 12월의 반 콜착 봉기는 볼셰비키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

155)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130-131; Vladimir 
Mayakovsky, Love Is The Heart of Everything: Correspondence 
between Vladimir Mayakovsky and Lili Brik 1915-1930, ed. Bengt 
Jangfeldt(Edinburgh: Polygon, 1986),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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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19년 11월 콜착의 붕괴가 가시화되자, 시베리아의 사회혁명당원들과 
멘셰비키 당원들은 이르쿠츠크로 집결했다. 그곳에서 사회혁명당과 멘셰비
키를 중심으로 11월 12일 전 시베리아 젬스트보 및 시 회의(Все-        
сибирское Собещание Земств и Городов)가 비밀리에 개최되었고, 콜
착의 옴스크(Омск) 정부에 반대하여 봉기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봉기 준비 기관으로서 정치중앙(По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литцентр)을 
결성했다. 11월 16일 콜착 정부가 옴스크에서 이르쿠츠크로 피난오자, 이르
쿠츠크의 반 콜착 성향은 더욱 짙어졌다. 봉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
었고, 정치중앙은 콜착에게 권력 이양을 요구했다.156) 콜착은 치타(Чита)를 
장악하고 있던 아타만 세묘노프와 연해주의 일본군에게 지원을 받아 타개
하고자 했으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세력은 이제 없었다. 콜착이 
끝내 권력을 넘기지 않자, 정치중앙은 12월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권력을 재건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정치중앙에 공식
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반 콜착 봉기는 지원하기로 했다.157)

  1919년 12월 19일 노동자 시위를 시작으로 이르쿠츠크에서 반 콜착 봉
기가 시작되었고, 23일 콜착은 군 전권을 세묘노프에게 이양하며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158) 결국 봉기 끝에 정치중앙은 이르쿠츠크의 권력을 장악
했다. 하지만 정치중앙의 권력은 너무나도 취약했다. 서쪽으로부터는 적군
이 콜착이 장악했던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일본군과 그들의 지원을 받는 세묘노프와 같은 백군 세력이 건재했기 때문
이었다. 심지어 이르쿠츠크 안에서도 정치중앙의 권력은 위태로웠는데, 봉
기에 가담했던 빨치산 부대들이 이르쿠츠크의 정치중앙 권력을 부정하며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9)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혁명당과 멘셰비키가 주도하던 정치중앙은 살아남기 위해 적군과 백군 사
이의 중립 완충국을 고안해내게 되었다.
  권력 장악 직후인 1920년 1월 5일 정치중앙은 강령을 발표하여, 휴전과 

156) Парфенов, Борьба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pp. 17-18.
157) Ibid., p. 19.
158) Ibid., p. 20.
159)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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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을 두고 소비에트 권력과 협상할 것임을 선언했
다.160) 그러나 지역 볼셰비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중앙
과 협력할 것을 거부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재건하고자 했다. 하지만 볼셰
비키 이르쿠츠크 주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크라스노쇼코프의 생각은 달
랐다. 그가 보기에 동쪽의 일본군과 백군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들과 
투쟁하면서 역내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쁘띠 부르주아 권력”인 정
치중앙을 일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콜착 세력이 패망하긴 했
으나, 동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것이 
크라스노쇼코프의 생각이었다. 이에 크라스노쇼코프는 정치중앙에 우호적으
로 협력했다.161)

  정치중앙은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타협에 적극적이었다. 1월 8일 그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임명했고, 대표단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역 볼셰비키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이에 크라스노쇼코프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162) 11일 정치중앙의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 출발했고, 19
일 톰스크(Томск)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표단과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에서 정치중앙은 국내,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들어 완충국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그들에 따르면, 동쪽의 건재한 백군 세력과 투쟁하고, 일본군의 중립
을 얻어내며, 체코군과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볼셰비키의 소
비에트 권력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연합한 ‘독립적인 민주주의 완
충국’이 필요했다. 이에 정치중앙은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지역에 완충국가 설치를 요구했다.163)

  소비에트 러시아 대표단은 이러한 정치중앙의 제안에 공감했다. 그들은 
중앙의 승인을 요청했고, 1월 20일 레닌과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대표가 정
치중앙의 모든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그 볼셰비키 대표로 크라스노쇼코프가 임명되었다.164) 레닌이 정치중앙의 

160) Парфенов, Борьба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pp. 41-44.
161) Ibid., pp. 49-50.
162) Ibid., pp. 51-52.
163) Парфенов, Ibid., pp. 54;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132-133.



- 44 -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명백했다. 레닌 또한 일본군과 적군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고, 폴란드, 브란겔과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
기 때문에 숨 쉴 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165) 실제로 레닌은 극동
공화국 설립 이후 12월에 8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극동공화국 설
립을 정당화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극동공화국 형태로의 완충 국가 건
설은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했다. (중략)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치를 
수 없고, 전쟁을 연기하거나 가능하다면 피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
다. 왜냐하면 일본과 전쟁을 치루는 것은 현재 명백한 조건상 우리에게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166) 
  이제 정치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 완충국이 설립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르쿠츠크의 볼셰비키는 이에 반대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이미 이르쿠츠
크에서는 볼셰비키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고, 콜착 정권이 그러했듯 동쪽
의 백군 잔존 세력도 쉬이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정치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완충국가 수립은 그들에게 패배이자 후퇴
였다. 이러한 판단 아래 이르쿠츠크 볼셰비키는 중앙과 정치중앙의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르쿠츠크에서 정치중앙을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했다.167) 1월 22일 이르쿠츠크에서의 권력은 정치중앙에서 볼
셰비키가 주도하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넘어갔다.168)

  정치중앙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완충국가 또한 무산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적군과 백군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온건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이 사라진 상황에서 완충 국가를 주도할 주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164) Парфенов, Ibid., pp. 55-56;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щеков.”
165) Сонин, Станов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1920-1922, pp. 

4-5.
166) В. И. Ленин, Полн. собр. соч., т.42, стр. 93 (Папин, Героические 

Годы Борьбы и Побед: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Огн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68), p. 184에서 재인용.)

167) Парфенов, Борьба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pp. 59;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 133;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
щеков.”

168) Парфенов,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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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크라스노쇼코프는 완충 국가의 필요성을 확신했고, 완충 국가를 실
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중앙을 설득하였고, 사회혁
명당, 멘셰비키와 합작하여 완충 국가를 건설하라는 중앙의 명령을 이끌어
냈다. 이에 지역 볼셰비키의 조직이었던 시베리아 혁명위원회는 중앙의 명
령을 거부할 수 없어 2월 24일 이미 폐지된 정치중앙의 대표단과 다시 협
상을 벌였고, 1월 19일의 톰스크 합의가 유효함을 선언했다.169)

  다만 이미 소비에트 권력을 재건했던 이르쿠츠크의 볼셰비키는 이르쿠츠
크가 “민주주의 완충 국가”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크라스
노쇼코프는 사회혁명당원들과 멘셰비키들을 이끌고 바이칼 호수 동쪽에서 
극동 국가의 새로운 중심을 찾아 나섰다. 3월 2일 적군이 베르흐네우딘스
크를 점령하자, 크라스노쇼코프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여 5일 온건 사회주의
자들과 합작으로 프리바이칼 젬스트보 임시 정부를 수립했다.170) 하지만 프
리바이칼 임시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차후에 건설될 완충 국가에 
이르쿠츠크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 볼셰비키와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르쿠츠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던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의 당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프리바이칼 
임시 정부를 떠나버렸고, 지역의 볼셰비키는 완충 국가 건설 계획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크라스노쇼코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중앙에 
다시 한 번 극동 완충 국가 지지를 호소했고, 중앙도 완충의 필요성을 인정
했다.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 소비에트는 지역 볼셰비키에게 
크라스노쇼코프가 건설할 베르흐네우딘스크의 완충 정부에 복종할 것을 명
령했고, 당 중앙위 정치국은 완충국 건설을 지지하며 완충국 설립에 반대하
는 것을 금지했다.171)

  완충 국가 건설을 위한 당내 조직도 새로이 정비되었다. 당 중앙위 시베
리아 사무국(Сибирское Бюро) 산하에 극동 사무국(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Бюро)이 신설되었고, 크라스노쇼코프를 포함한 6인이 극동 사무국을 구성

169) Ibid., pp. 70-71.
170) Ibid., pp. 146-147.
171) Ibid.,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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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그런데 극동 사무국을 설치하며 레닌을 비롯한 당 중앙은 일
종의 실험을 시작했다. 극동 사무국 위원 6인 중 크라스노쇼코프를 포함한 
3인은 베르흐네우딘스크에, 나머지 3인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도록 
명령받았던 것이다.172) 당 중앙이 베르흐네우딘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두 
곳에서 완충국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셈이었다.
  이러한 극동 사무국 편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베르흐네우딘스크가 각각 
완충국의 중심으로서 장단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명실
상부한 극동 최대의 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소비에트 
러시아와 지나치게 떨어져있고 일본군이 주둔해있었다. 베르흐네우딘스크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좀 더 가까웠고 시베리아 사무국이 위치한 이르쿠츠크
와도 지근거리였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다. 레닌은 만약 블라
디보스토크가 일본군에게 장악될 경우 베르흐네우딘스크를 중심으로 완충
국 건설을 계속할 목적으로 극동 사무국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편제했던 것
이다.173)

  하지만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볼셰비키는 여전히 완충국 건설에 동
의하지 않고 있었다. 2~3월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북사할린, 캄차트카, 
아무르 지역 곳곳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선포되었고, 3월 16일 연해주 볼셰
비키는 완충국 건설 반대 결의를 내놓았다.174) 당 중앙은 이러한 연해주 볼
셰비키의 반대를 다시 한 번 비난했고, 완충국 건설을 계속 지지했다. 결국 
4월 1일 연해주 볼셰비키도 중앙의 압박에 못 이겨 완충국 건설지지 결의
를 내놓았다.175)

  한편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크라스노쇼코프는 완충국 건설을 착실히 준
비하고 있었다. 3월 28일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프리바이칼 근로인민 대회
(Съезд Трудящихся Прибайкалья)가 개최되었고, 대회는 “극동의 자
주적, 자치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며, 따라서 “모든 
사회주의 정당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권력을 수립할 것”을 결의했다.176) 

172) Папин, Героические Годы Борьбы и Побед, pp. 184-187.
173) Сонин, Станов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pp. 15-16.
174) Ibid., pp. 17-18.
175) Smith, Vladivostok under Red and White Rule,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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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월 6일 베르흐네우딘스크를 수도로 하고 이르쿠츠크를 제외한 극동 
지역을 포괄하는 극동공화국이 선포되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그 임시 수반
이 되었다. 하지만 극동공화국은 베르흐네우딘스크와 그 주변만을 장악했을 
뿐, 아무르와 연해주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크라스노쇼코
프의 지위 역시 당내 반대로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지역의 정세가 크라
스노쇼코프의 예상대로 전개되자 그의 입지는 점차 굳어지게 되었다.
  완충국 수립의 가장 큰 목표는 앞서 밝혔듯 일본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정확하게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일본군 또한 직접 충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착이 패망
한 이후 미국은 극동에서 철군하며 일본에게도 철군을 압박했고, 2년여 동
안의 간섭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본군은 국내에서도 명분을 잃고 있었
다. 사실 일본 정부는 1918년 9월부터 철군을 주장했으나, 군부의 반발로 
철군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미군이 철수하자 일본 정부는 군부에 
철군을 다시 주장했고, 군부는 정부와 타협하여 트랜스바이칼, 아무르 지역
에서 철군하고 연해주 점령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177)

  하지만 일본군은 간섭으로 무엇이라도 얻어가 체면치레를 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극동에 마련한 발판을 계속 유지하기 원했다. 이에 일본군은 연
해주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려 시도했고, 1920년 4월 5일 블라디보스토
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일본군은 콜착 패망 이후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수립되었던 젬스트보 자치 정부를 무력화하고, 4월 29일 젬스
트보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어 연해주에서 볼셰비키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
고 러시아인의 무장을 해제시켰다.178) 그러면서도 일본군은 대내외적 비판
을 누그러뜨리고 극동을 소비에트 러시아와 떼어놓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를 수도로 하는 비 볼셰비키 완충국을 원했다. 그들은 “체코군, 만주, 조선
의 보호”를 위해 완충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79)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완충국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176) Парфенов, Борьба з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20-1922, pp. 152-153.
177) Smith, Vladivostok under Red and White Rule, pp. 32-34.
178) Ibid., pp. 43-44.
179) Ibid., pp. 46-47.



- 48 -

조성하겠다는 양측의 의도는 서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일본군은 5월 11일 극동공화국에 철군 관련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
다.180) 중앙은 일본군의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일
본군과의 직접 충돌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피하고자 만든 극동공화국에게 바로 그 일본군이 협상을 제안해
왔던 것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여전히 당내 반대가 극심하여 그 권위가 높
지 않았던 극동공화국에 힘을 실어주어야 했다. 일본군의 제안이 있은 후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16일 소비에트 러시아는 극동공화국을 정식으로 승
인했고, 극동공화국에는 외무부가 설치되어 크라스노쇼코프가 외무상을 겸
임했다.181)

  5월 25일부터 베르흐네우딘스크와 치타 사이의 작은 도시인 곤고타    
(Гонгота)에서 일본군과 극동공화국은 철군, 완충국 형성과 관련하여 협상
을 벌였다. 7월까지 이어진 협상 중에 크라스노쇼코프는 지역 볼셰비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다시 한 번 재신임을 얻으러 모스크바로 향했고, 중
앙은 크라스노쇼코프와 극동공화국을 다시 한 번 지지했다. 그 와중에 7월 
15일 곤고타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프리바이칼 지역에 완충, 중
립지대를 설정할 것과 차후 극동 대표자 회의에서 독립 비공산주의 완충 
공화국을 수립할 것이 결정되었다.182) 이후 프리바이칼 지역에서 일본군이 
철수했고, 치타에서 극동공화국을 위협하던 세묘노프는 일본군의 지원이 사
라지자 그곳에서 도망쳤다.183)

  크라스노쇼코프의 극동공화국 구상은 곤고타 협정의 체결로 이제 볼셰비
키 당의 정론으로 굳어졌다. 8월 13일 당 중앙위 정치국은 “극동공화국 테
제”를 발표하여 극동공화국을 당론으로 지지했다. 테제에 따르면 극동공화
국은 볼셰비키가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의 완충국
가이며, 극동공화국의 모든 대내외적 문제는 중앙과 협의 하에 결정될 것이
었다. 이 테제의 작성에는 크라스노쇼코프와 중앙의 외무인민위원인 치체린

180)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 142.
181)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щеков.”
182) Smith, Vladivostok under Red and White Rule, p. 55.
183) Norton,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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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 В. Чичерин)이 함께했다.184) 극동공화국의 지위는 이제 굳건했다. 11
월에 치타를 장악한 극동공화국은 극동 대표자 회의를 거쳐 블라디보스토
크까지를 아우르는 극동 통합 국가를 선언하며 치타로 천도했다.185)

  1920년 크라스노쇼코프는 소비에트 권력 그 자체를 유보하면서까지 지역
의 지정학적 조건을 더욱 중시했다. 소비에트 권력이라는 대원칙까지 일시
적으로 포기하는 1920년 크라스노쇼코프의 전략은 언뜻 보기에 1918년의 
전략과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20년 극동공화국으로 구체화된 크
라스노쇼코프의 구상은 1918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중시하는 전략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지역에 천착하여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그는 1918년과 달리 1920년에는 지정학적 조건을 자신의 
지역 전략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뿐이다. 1918년의 실패에
서 크라스노쇼코프는 자신이 역내정치적 요소만을 중시하여 국제적, 지정학
적 행위자들을 경시했음을 절감했고, 1920년에는 지정학적 판단을 중심으
로 자신의 지역전략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
략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지역을 중심에 두었다. 다만 그는 
1918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전략의 초점을 국내정치에서 지정학적 조
건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184) Мухачёв, “А. М. Краснощеков.”
185)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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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크라스노쇼코프는 1918년부터 지역중심 전략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고 
동료 볼셰비키와 차이를 보였다. 그의 지역중심 전략은 그가 시베리아 지역
주의자라는 의심을 사게 했지만, 그 전략은 지역주의와 같은 권력 분권을 
위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지의 사정에 집중하는 ‘현지주
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지역중심 전략을 변화시킨 결과가 
바로 극동공화국이었다. 이처럼 크라스노쇼코프의 행동 원칙이 지역을 중심
으로 짜여있다는 사실은 그가 극동공화국 수반에서 경질될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극동공화국 건설 이후에도 크라스노쇼코프는 지정학에 초점을 맞
춘 지역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극동의 지정학적 행위자들을 설득하여 반일 전선을 구축
하는 것이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서 위협받고 있던 중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1921년 7월 4일 극동공화국
은 베이징에 국교 수립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7월 6일, 이제는 
반 크라스노쇼코프 세력의 중심이 되어버린 당 극동 사무국이 이를 비난했
다. 베이징 사절단 파견은 중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크라스노쇼코프가 독자
적으로 취한 조치였기 때문이었다. 극동 사무국은 크라스노쇼코프를 반당 
행위로 고발했고, 결국 크라스노쇼코프는 중앙으로 소환되었다.186) 이처럼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공화국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지역의 상황
과 조건에 천착하였고, 중앙의 명령이나 허가 없이도 자신만의 정책을 펼쳤
다. 
  내전기 소비에트 러시아가 일본군과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극동 지역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라스노쇼코프의 부단한 노력이 자리하
고 있었다. 미국 극동 원정군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페이(H. V. V. 
Fay)가 극동공화국을 크라스노쇼코프의 ‘혼자만의 기획(a one-man 

186) Sablin, The Rise and Fall of Russia's Far Eastern Republic,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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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이라고 일컬었을 만큼,187) 극동공화국이 수립되고 운영되는 데
에는 크라스노쇼코프 개인의 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크라스
노쇼코프는 그 과정에서 당내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으며, 그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중앙으로 불명예스럽게 소환되
었지만, 크라스노쇼코프는 여전히 레닌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고, 소
환 직후에 레닌의 명령에 따라 재무인민위원회의 부위원에 임명되었다. 그
러나 모스크바에서도 그에 대한 당내 반감은 너무나도 거셌고, 크라스노쇼
코프는 이후에 인민경제최고소비에트 상임위 위원, 산업은행장 등을 역임하
다 결국 1923년 9월 19일 체포되었다.188) 그는 산업은행의 운용 자금을 사
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후 조사에서 큰 문제가 없음이 밝혀
져 1924년 11월에 석방되었다.189) 크라스노쇼코프의 재판은 소비에트 러시
아에서 주요 볼셰비키 인물에 대한 첫 번째 재판으로서 당시 주목을 받기
도 했다.190) 석방 이후 그는 이렇다 할 직책을 맡지 못하다가, 1937년 대
숙청 때 총살당했다.
  크라스노쇼코프가 당내에서 그토록 미움 받았던 이유는 그가 보였던 지
역중심 전략 때문이었다. 1918년 이미 지역의 정세를 중시하고 그에 유연
하게 대처하는 것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던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에서의 
소비에트 권력 수립이 실패하자 자신이 지정학적 조건을 경시했음을 인정
해야 했다. 그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지역중심 전략을 재편해
야 함을 깨달았고, 소비에트 권력의 확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소비
에트 권력 그 자체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했
다. 1920년 그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을 때, 극동의 조건은 1918년에 비
해서 결코 볼셰비키에 유리하지 않았다. 비록 콜착 정권이 붕괴하고 콜착을 
따르던 백군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일본군은 볼셰비키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여전히 극동에 주둔하고 있었다. 더구나 과거 백군 세력을 통해서 

187) H. V. V. Fay, “The President of the Far Eastern Republic”, Asia : 
the American magazine on the Orient, vol.21 no.10(Oct., 1921), p. 876.

188) Mayakovsky, Love Is The Heart of Everything, p. 241.
189) Ibid.
190) Ibid.,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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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대리전을 펼치던 일본군이 마땅한 대리인을 찾을 수 없게 된 상황
에서 직접 전면전에 나서지 않으리란 보장 또한 없었다. 크라스노쇼코프는 
극동의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극동에서 즉각적인 소
비에트 재건은 위험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록 완충국가 구상 자체는 정치중
앙이 처음 내놓았으나, 크라스노쇼코프는 그 구상에서 소비에트 권력으로 
가는 유효한 우회로를 보았다. 지역 볼셰비키 동료들이 그의 생각에 격렬하
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스노쇼코프는 1918년의 교훈을 통해 발전
시킨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완충국가를 주장했고, 중앙을 설득하
여 극동공화국을 설립했다. 그리고 크라스노쇼코프의 생각대로 극동공화국
은 일본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면 충돌을 막고 최종적으로 극동에 소비에
트 권력이 확립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위와 같이 크라스노쇼코프의 극동 완충국가 수립론은 지역주의와 같은 
다른 사상적 영향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지역중심 전략이 1918년의 실패
를 통해 발전한 결과였다. 크라스노쇼코프는 1917~1918년을 통틀어 확고한 
신념을 가진 볼셰비키로서 소비에트 권력 수립, 강화, 보존을 위해 지역중
심 전략을 견지했다. 그랬던 크라스노쇼코프는 1920년에는 즉각적인 소비
에트 권력 수립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정학적 조건에 발맞추고자 했고, 완충 
국가 수립이라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역내정치적 지역전
략이 지정학적 지역전략으로 변화한 결과물이 바로 극동공화국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
지, 또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실마리는 존재
한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유연하고 실천적이었다. 그리고 
레닌 또한 혁명과 내전을 거치며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그때마다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어떻게 보면 레닌주의
가 극동에서 적용되었던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레닌주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기에, 이러
한 생각은 가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921년 크라스노쇼코프가 모스크바로 소환된 이후 1922년 레닌
이 크라스노쇼코프를 언급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레닌은 크라스노쇼코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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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감했기에 그를 총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레닌이 크라스노쇼
코프를 높이 평가한 사례는 크라스노쇼코프가 소환된 직후만 하더라도 여
러 차례 있었다. 1922년 1월 4일, 프리오브라젠스키(Е. А. Преобра-    
женский)를 비롯한 재무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이 크라스노쇼코프의 재무인
민 부위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레닌은 프리오브라젠스키를 비난
하며, “미국과 극동공화국에서 확고한 경험을 쌓아 재정 문제에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크라스노쇼코프”를 높이 평가했다.191) 며칠 뒤인 1월 22
일에 레닌은 차기 재무인민위원이 될 소콜니코프(Г. Я. Сокольников)에
게 보내는 서한에서 조직 개편 등의 문제보다 무역 활성화, 증세 및 징수, 
루블 가치 회복 등의 실용적 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실천가”인 크라
스노쇼코프를 기용할 것을 지시했다.192) 3월 30일 정치국 위원들에게 보내
는 전보에서 레닌은 “사실상 극동국에서 모든 것을 조직한” 크라스노쇼코
프를 “열정 넘치고 지적이며 귀중한 일꾼”으로 평가하기도 했다.193)

  이처럼 레닌은 그 무엇보다 크라스노쇼코프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태도

를 아꼈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태도, 이는 크라스노쇼코프가 혁명과 내전
을 거치며 극동에서 보여주었던 지역중심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크
라스노쇼코프는 지역의 상황과 그 변화에 천착하였고, 중앙의 지시라고 무
조건 따르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에트 권력 그 자체도 유보하는 현실
적인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레닌은 바로 이 점에 공
감했을 것이다.
  레닌주의를 위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라고 거칠게 이해할 수 
있다면,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은 레닌주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레닌주의와 지역중심 전략을 연결하기에 이 글에는 여전히 논
의가 부족하다. 앞으로 레닌주의에 대한 연구를 크라스노쇼코프 연구와 접
목시킨다면, 크라스노쇼코프의 지역중심 전략이 무엇이며, 또 어디서 왔는

191)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45(Nov. 1920–Mar. 1923), 
Translated by Yuri Sdobnikov(Moscow: Progress Publisher, 1970), p. 
427.

192) Ibid., pp. 444-446. 
193) Ibid., pp. 5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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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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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rasnoshchyokov’s Siberian 
Activity and the Far Eastern 

Republic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Focusing on the Shift of Focus from Intra 
Regional Politics to 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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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October 1917, the fledgling Soviet state had employed 
various strategies for survival, and the Far Eastern Republic, 
established in the Russian Far East in April 1920, was one of 
those strategies. The Far Eastern Republic was a buffer state 
between Soviet Russia and Japanese Empire, built with the aim of 
creating breathing room so that Soviet Russia could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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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wars on the western and southern borders. Indeed, the Far 
Eastern Republic had well prevented direct clashes between Soviet 
Russia and Japan, and was annexed again by Soviet Russia in 
November 1922, when the Japanese army withdrew. 
  Alexander Mikhailovich Krasnoshchyokov, a Bolsheviks member 
of the Far East, played a major role in establishing the Far 
Eastern Republic. However, assessment of him have been sharply 
divided among the studies. Descriptions that ignored, or criticized, 
or positively evaluated his services quarreled with each other. But 
previous studies have not in common delved into why 
Krasnoshchyokov wanted to build a Far Eastern Republic.
  Krasnoshchyokov, as a staunch Bolshevik party member, made 
strenuous efforts to build, strengthen and preserve Soviet power 
in the Russian Far East in 1918. Establishing Soviet power in the 
Russian Far East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Krasnoshchyokov 
served as chairman of the Far Eastern Soviet Regional Committee, 
the Far Eastern Soviet power organization. During this time he 
relied heavily on central directives and orders to supplement the 
weak Soviet power in the Russian Far East. At the same time, 
however, he valued other political forces in the region, namely 
peasants and Zemstvo, and took several risks to actively 
coordinate intra regional political relations. 
  The Regional Committee was renamed to the Far Eastern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in May 1918, and 
Krasnoshchyokov still assumed the chairmanship. The Far Eastern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implemented bolder socialist 
policies compared to the Regional Committee. In particular, during 
this period, Krasnoshchyokov pushed ahead with policies he 
thought were necessary in the region, even distorting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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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s, and large-scale nationalization measures were 
representative of his own policies. He always regarded the inner 
conditions of the region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focus of 
his policy was always on the region.
  This regional-centered strategy of Krasnoshchyokov was a 
characteristic strategy of Krasnoshchyokov, which was not 
commonly found in the Siberian or Far Eastern Bolsheviks at the 
time. If you look at the policies of Irkutsk Bolsheviks, who were 
cooperating and competing with Krasnoshchyokov at the tim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 evident. Irkutsk Bolsheviks, who 
worked around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Siberian 
Soviet, which was the Soviet power organ in East Siberia, were 
much more dependent on central orders, unlike Krasnoshchyokov.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Siberian Soviet also 
sometimes showed independent from the center, but it was not 
when regional affairs became a problem but when national or 
personal problems arose.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Siberian Soviet had central politics in mind rather than regional 
conditions or circumstances when deciding its policy. 
  Both Krasnoshchyokov and Irkutsk Bolshevik failed to protect 
Soviet power due to the civil war that began in 1918, but 
Krasnoshchyokov's regional-centered strategy in 1918 remained 
his principle of action in the construction of the Far East 
Republic in 1920. After the collapse of the Kolchak’s regime, the 
Social Revolution Party and Menshevik, who briefly took power in 
Irkutsk in early 1920, formed the Political Center and proposed 
building a buffer state to Soviet Russia. Krasnoshchyokov actively 
persuaded the party center to accept their proposal and eventually 
drew central approval. But most of the region’s Bolsheviks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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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wift restoration of Soviet power, and the Political Center 
collapsed. However Krasnoshchyokov was unable to ignore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at the time, or the reality of 
the massive dispatch of Japanese troops, and had constantly 
persuaded Bolsheviks in central and region to eventually build the 
Far Eastern Republic in April. 
  Krasnoshchyokov, in building the Far Eastern Republic, showed 
the flexibility of reserving Soviet power itself, which is 
understandable in the regional-centered strategy he had already 
shown in 1918. In 1918, he unveiled a regional-centered strategy 
focusing on intra regional politics, which was not very much 
considered for geopolitical actors like the Japanese military at the 
time. Eventually, in 1918 Krasnoshchyokov suffered a disastrous 
defeat, and through this experience he came to value geopolitical 
considerations. Later in 1920 when he reappeared on the political 
stage, he still thought about the region rather than central 
politics, but the focus of his thinking was changing from intra 
regional politics to geopolitics. The Far Eastern Republic was the 
result of a change in Krasnoshchyokov's regional-centered 
strategy.
  Krasnoshchyokov’s regional-centered strategy was not influenced 
by other ideologies, such as Siberian Regionalism, nor was it the 
strategy shared by other Bolsheviks. He developed his own 
regional-centered strategy through the experience of failure in 
1918, and the construction of a buffer state in the form of the 
Far Eastern Republic was the result of such strateg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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