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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J**

李 文 雄*

19세기 후반에 정어들어 韓半島의 한극인들은， ll] 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차 海外로 뻗어나가 韓國人 f펀民社會들 

을 형성해 왔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朝蘇웹가 막을 내리고 H帝가 

등장하변저 해외로의 移住는 더욱 카속화된 것 강다. 우선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中國 특히 만주지역과 소 

련의 극동지역에로의 이주였다. 뿐만 아디라 日帝時代에는 특히 노무자 

로 끌려간 한국인들이 日本에서 대듀묘의 교민사회를 형성하였고， 20세 

71 초반에는 적지않은 인구가 하와이토 건너가 정착하키도 하였다. 지 

난 20여년 갚에는 南美洲 치역에로 농엽이민이 있었고， 득하 최근에 와 

서 급성장한 美國의 한국인 교만사회는 다른 어떤 한국인 교민사회와도 

차이카 날만치 소위 “고급인력 6의 해외아주 사려1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해외의 한국안 교만사회들 중에서 이→)::}도 가장 큰 규모는 中國의 경 

우일 것 같다. 현재 中共에는 약 125년 t맹의 한국인이 갚고 있다고 하며 

특히 北間島라고 불리우는 「廷邊햄‘解族 自治洲J(吉林省) 에 는 한국인이 

무리 73만명이나 모여 샅고 있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교민사회는 한 

국과의 국경에 인접해 있고， 해방후 남북의 분단으로 머처 귀환하지 옷 

한채 결국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l 해가 갚만도 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역시 공산주의 차제하에서 살고 있기는 하져 

만， 국경으로부터 럴리 떨어전 대룹 깊숙히 소헌의 띤央아시아 

* 서울大 社會大 助敎짧(人類學) 
** 이 글은 1981년 4웰 10일 서 울大 東많文{tq:다究所 집 담회 에 서 발표한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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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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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아무런 문화적인 첩촉을 갖지 뭇한채 살아 왔 

정착한 한국인 사희블 닥루고 있다. 

에 

칭하고 있다는 챔에서 사회과학 

이들이 언제， 어떻게 

조국과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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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일으키고 있다. 

中央야시아의 士看

erJ딴 식으 러시아文化와의 점측으로 어떻게 잔존하고 있으며， 

로 변용되었을까? 

옮겨간 한국문화는 그들이 후 이주하게 되었을까? 

文化 및 

본 연구 주요 관잠사였다. 연구의 이렌 칠문들이 이 

자료어} 의거합 수 밖에 없 는 현지조사가 불가등한 관계로 제 2 치적인 

한극-인촌을 대상으로 한 현 었다. 소련의 民倚學者듣페 의 해 

지조사의 견과와， 소련의 공식적인 人디調쪼익 찰과， 

이루야진 

그리고 중앙아시 

여행기들은 타本人들의 아의 향극인 사희플 망둔한 바 있는 韓園人 벚 

떤구의 커초가 되었다. 01 

문제의 中央아시아라면 소련의 행정구역상 15개의 연망공화국들중 우 

끼 르기 지 아 (Kirghi-까자흐스단(Kazakhstanj ， 즈베 끄스만 (Uzbekistan) , 

공화국。1 워치한 지역으로， 소도둔의 카스피海 동부， 

북쪽의 광환한 반사막 빛 초원치블 포함하 

꽁식 적 인 통겨1 (人 口調뾰) 에 의 하떤 1970년에 

그중의 약 67% 

뚜르크머1 니 스딴 (Turkmenistan) 을 및 zia) , 따드쥐 크스단 (Tadzhikistan) 

二L포함하는 5개의 

리고 이란과 아프카니스탄의 

고 있는 지역이닥. 소련의 

소련의 한국인 총수가 35만 7천여명으로 나타냐 있고‘ 

에 해당하는 24만명 가량의 한국안이 이 中央아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또한 中央아지이 중에서도 우즈버]끄스단에 가장 많이- 15 나타나 있약. 

까차흔스만에도 7만 8천여명의 

있다. 그외의 3개 공화국에는 볍로 

명 미만인 것 같라. 이행게 보먼 中맛아시이-의 한국언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 살고 있는 것 

많지는 않아서 도합 1만 

만명에 이르고， 

으로 나타나 

우즈베끄스단과 까자흐스단이1 캡 중적 우로 거 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소련 전체로 보면 거커에는 수많은 民族集團틀이 있어셔 35만 정도 

의 한국인은 별후 디l 단한 규모는 아니라고 달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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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數民族集團들 중에 않은 소련의 통계적으로 보아서는 自治領을 갖지 

폴란드인 (116만명) 다음으로 3位에 해당하는 규모 

의 民族集團이 다. 연구조사에 나타난 한국인 수는 자신틀을 “한국인”으 

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 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2世， 3世들 중 더 

서 독알얀 (184만명) , 

수는더 실제 한국잎의 사량들을 합하면 。]→프二 
~Õ1→; 상 한국얀으로 자처하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안들이 소련에로 흘러듣어간 것은 1860년대 부터라고 알려져 었지 

문제의 中央아시아에로 한극인들아 옮껴간 것은 1937년의 일이다

수십만명의 한국인이 살 

만， 

극동지역에는 소련의 당시 스탈린 統治하에서 

고 있였다. 소련과 B本과의 관계는 있었고， 통치하에 日本의 한반도는 

균사커 

않아서 소련당국은 이 지 역 

결정에 

R 本。l 극동치역에서 한국언을 정보요원으로 고용하여 악화되어 

벌을 탐지한다는 버난을 펴부은치 

획 한국-인들을 멀리 中央아시 아로 移送하려 는 

띈라되지 

도달한 것 같다. 

모르는곳 

에로 강제 이주의 명병이 하달되었고， 

모든 재산을 버란채로 열차에 싣려 極東鐵道를 따'* 지금 잘고 있는 中

央아지아로 강제이송 되었다. 정확한 커록이 없어 자서1 히 

일아지만 이때 약 25만멍의 한국인이 中央아시아로 강치}이송 되었다고 

소지품외에는 

는
 

없
 

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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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단지 

사람들은 간단한 

즉 1937년 가을 어느날 극동지역의 한국인 사회에는 

한다. 

있 동남부에 까자흐스만의 그들이 中央아시아에 버려진 곳은 지금의 

냥시에는 人家도 없는 황 

없었던 

농사에 전력을 다 

한국인들 이상 호소할 데도， 의지할 데도 

개 간하였고 가져온 싸 앗으르 

남쪽 「우수또베」라는 곳으로， 

량한 초원지었다. 더 

은 힘을 모아 황무지플 

는 말하시湖의 

中央아시아의 灌총력을 기울었던 하였다. 마침 그 당시에 소련당국이 

i짧體系의 건설은 이 치역의 가능성을 열어주었 황두지블 옥토로 만들 

*1'F農의 주역 a로 힘을 엽어 결국 中央아시아의 

등장하게 되 었던 것 갚다. 

고， 한국인들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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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þ央아시아의 

米í'f文1t圍얘 

쌀농사블 하긴 했으 

ζ느 
끼 

우즈베그人， 까자흐人등 

샤질 이 지역은 

트착민족들은 

이전에도 

하였고， 

당시의 

틀어가기 

쌀을 주식으로 

관개체계가 없었던 

한국인이 

士훌民族들은 

해있었다. 

그젓은 질적으로도 못하고 수확량도 훤싼 낮은 乾짧의 쌀농사였다. 

그려나 한국인이 가쳐간 米作文化는 “논벼" (水積、í'f)에 기초한 것이어셔 

야는 

문화적얀 

나， 

다1央아시아-의 치라척 t 토지를 가진 확럽과 우진장의 

함께 

관계체계의 

조건과 높고 잘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았었다t 

그해까지만 해도 값도 닝]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떤 쌀을 대량으로 생산하 

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은 며央아지아에서 기반을 닦을 수카 있었고 5E 

수확율이 

주역으로 한 좁게는 中央아시아， 넓게는 소련의 經濟體系에 미곡생산의 

서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체 되였던 것 참다. 

일단 우슈또버]릅 거점으로 뿌리를 내련 中央아시아의 한국인 사회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디블 가나 그들은 주 

르 황무지 개간과 것쌀농사를 주측으로 한 농경에 종사하였고， 야채재배， 

초반부터는 木花와 같은 공예착블에로 전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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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19601겐대 과수， 

환하는 등으로 다양한 농경에 엄하였다. 

까지 만도 손도 대 지 못하던 습지 나 河많을 개 간하였고， 관개 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들어서 농사플 깃는 등 개척초기의 어려움은 섣로 

그띠i 그들은 사질 土훌民들이 

비하면 가장 늦깨 비록 한국인들은 수많은 士흉民據들에 킷떤 것 같다. 

옥도로 만들고 황우치를 개간하여 추가판 한 民族集團에 불과하지 만， 

개척자로 소련당국 쌀농사의 혁신을 가쳐오는 등 사섣상 며央아지 아의 

그들은 가능한 

대르 접단적으로 거주하였고， 한국인 만의 集團農場(꼴호죠)을 형성하던 

년티 인정을 뻗았먼 것 검다. 맞 이숭하는 민족들로부터 

공동생찰을 하는 

수 있었딘 것 같 

용해되어 버 

발건되고 

가， 아니면 전단농장의 米作 전문 

과정 에 서 그들이 가져 간 博統交化블 

다. 도시로 옮겨간 한국연들이 마른 속도로 러시아 文化에 

련 반면에， 농촌의 한국인촌들에서는 많운 전통문화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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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례에서도 아런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인이 지배적인 集團農場들이나 韓人村， 도서지역에서 한 

국인들이 첩단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언어생활아 약치 한반도의 北

方 어느 마을을 연상케 한다. 그들은 일상 한국어를 그대토 사용하는 바 

그리고 

발음은 대체로 함경도 방언이략고 한다. 이것응 아마도 그들아 中央아 

시아로 강제이송 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소련의 極東 지역에서 살 

그들의 대부분이 가까운 함경도지역에서 월경하여 소련으로 들어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얀 것 같다. 이주믿 1世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사 

았고， 

한국어로 통하 3世들도 가정에서는 주로 

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어블 유장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때로는 

“하다” “한다”등의 동사플 붙여 새로운 어휘플 만들어내 

2世，요하「 이느켜。 p 로 ur J..!... >>.. 'C /j、 τr 걷r 」 , 

소련어 名詞에 

기도 한다. 

노인야나 취학전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러시아語플 찰 쓸 수 

있고 더려는 로착만의 언어블 잘 구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아무라 

해도그들의 쓸수 았다고 일상용어가 한국어야고 한국어플 유깐하게 

언어생활에 려시아語의 영향은 불가피한 것이었던 것 갇다. 

이야기할때에도 더러 러시아語가 섞여나오고， 숫자를 세는 방식에도 변 

용이 얼어나고 있다. 예컨래 어느 한국인은 中央아시아에 한국얀이 “양 

노인들이 

야 

것은 200， 000명을 러지아式으로 (한국식의 萬단위 대신에) 천만위로 끊 

어 셔 양백 (兩百) 즉 2백 천 명 (병 어 로 말한다면 two hundred thousand 式

사섣 그는 20만명을 가라키고 있었다. 백천명”이나 산다고 말했마. 

사고 방식에도 숫자에 대한 。-τ
 
E 그

 
이와 같이 으로)으로 읽은 것이다. 

부인의“고려사람이 

조국을 멀리 r걱냐 

그러나 어느 30代의 한국안 얼어나고 있다. 변용이 

고려풍습대호 살아야죠”라는 말은 비록 고려말하고， 

줌 

주고 있다. 

봄에 배 인 생 활관습의 측면에 서 뿐만 아나 라 밖으로 냐타나는 

상장성 때문에 물질문화요소들의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언어의 세대간의 전승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그들의 

民族文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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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점을 이루고 있는 것 앙아시아 한국인 사회의 민족적인 아이덴티마의 

일상생활에셔는 전통적연 한복은 별 같다. 현대의 한국사회에서와 같이 

로눈에 곽 한복。1 행사에는 t껑철이나 전통적인 당훗禮 않지만， 뜨이지 

그러나 특히 농장생활에서는 부인들이 머리 (頭部)를 ; 한수건 등강한다. 

어 SL 
1.;지 」릎어서 묶는다든가， 머리카략을 닿아서 머리위로 으로 울켜 뒤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마치 전통사회의 놓촌 부인들을 연상할 만할 정 

하루라도 옷살겠、 

1-f- 0 1-ti - r 전동은 강하게 

대접한 식혀1]， 된장에 

도이다. 

식생활의 측면에셔는 “역시 쌀밥과 낌치가 없으면 

다”는 어느 한국인 부인의 말과 같이 밥과 김치의 

그외에는 불시해 t광문한 한국인 여행자에게 있다. 

“개장" (보신탕)은 특허 인기았 절안 고추지 등도 전통적 인 음식 류였으며 

。，J-
1-õ 발효소를 가마하지 그외에도 한국식의 는 음식의 하나로 남아있마. 

먹는틈 이 모두가 명 절에는 “과줄"드 만들어 비
;
 

<뷰
 

생선회， 응 국수， 

。 ι'-
-'-'--'-토착문화에는 없는 순수한 한국문화의 러 시 아文化나 中央아시 아의 

한 여행자가 대천받은 점삼 냥아 았다. 쁜리갚아 플로서 한국인 사회에 

즉 낮은 밥상 위에 

높약로)닫아 밥상 줌간에 놓고， 둘라앉은 샤 

?캄탑을 릎 양 표←에 가득히 (그 밥상은 펙 인상적 。1 다. 

약 2배 정도의 

모두 그밥을 (일단 다른 그릇에 렐어 먹는 것이 

볼수 있는 

것도 양푼의 

람플이 아니다) 직첩 떠 

식사 양 농촌에서 이런 풍습은 전통사회의 먹었다고 한다， 

한국식의 

바이 

가정접 마당 한 구삭에는 

절구등도 눈에 띄 었다고 하는 

그외에도 어느 한국인의 식이었다. 

다밀방아가 가설되어 있었고， 멧돌， 

먹기 위한 도구둘이었음은 물론 음식을 만들어 모두가 한국의 전봉적인 

이다. 

많지만 

즉 “구들"(온 

쓰는 도시형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양식을 따료고 있는 것 같다. 

돌망)은 그블의 문화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주택은 최근에 와서 러시아式의 칩에 침대플 

노초협 
u '-- 0 

부역에서 한자 높 

。-드
 금
 

그
 

주택은 마치 民洛村의 함경도식 가옥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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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정 01 온돌방샤이에는 벽이 없는 것이 이로 온돌방이 있고， 부엌과 이 

요 중짐이 되고， 식사， 취침， 온돌방은 가족생활의 이렇게 하여 다. 

온돌방에서 이루어진다. 때로 락등 모든 일상생 활의 중요한 활동들이 이 

이 런 온돌장치 블 한다고 한다. 

모여살고 있는 20여만명의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에 의한 

文藍活動도 民族的인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고 재확인하는 데에 

기 여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김삿갓”의 詩， 까A} 

크질 올다(Kzyl-Orda) 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 「레닌짧職J ， 

크게 

푸닥하여 는 土훌民들도 한국인에 게 

닥1央아시이에 

흐스단의 

크질 올다의 한극인 民族劇團，다시 켄트放送局으로 부터 의 한국어 방송， 

통합에 한국인 사화의 “고려 劇場”등은 모두 중앙아샤 아의 우슈또베의 

크게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모르는 후세들의 민족교육에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었다. 

바록 中央아시아의 한극인 사회에는 그들이 강제이송 되면저 함께 가 

남아 있기는 하치만， 사실 반세기 가까 져간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운 기간에 결친 러시아文化 및 토착둔화들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이제 여 

“고려 인들의 文化”릎 행 측면에서 한반도의 한국분화와는 다른 러까지 

두가치 文커존운화의 옮겨간 민족문화와 즉 그들은 그들이 성하였다. 

한국문화의 요소듭은 수정 • 변형되커도 

또 어떤 요소들은 더 이상 쏠모없는 것으료 탈락띄어 버린채 요 

이르렀다. 즉 j 中央 아시아의 한국인 사희는 文化變動의 한 형식안 

캡촉적인 변화 즉 文化援變(acculturation) 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섣힘 

{-t園얘 살아오면서 , 전통적 인 

하였고， 

니
 
핸
 

주고 있다고 말해도 좋겠다. 질을제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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