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언 연구와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임 영 상** 

1. 머리말 

2001년 8월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콘텐츠진홍원(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KOCCA)이 설립되었다. KOCCA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기술’ 

로 구현되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른바 文 · 史 · 哲(문학

사학-철학)을 전공하는 인문학도들에게 KOCCA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인식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립 다음 해인 2002년 1월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 

텐츠화’ 사업이 발표되자 인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인문학도들 

의 반응은 뜨거웠다.1) KOCCA가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寶庫)인 문화원형 

을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제공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2)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웠기 때 

문에 창작소재의 원천인 인문학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해졌던 것이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다. 2002년 39개， 2003년 22개， 2004년 45개 과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문화콘텐츠닷컴 3)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제껏 한국외대는 

2004년 5월 자유공모 과제인 「맨손무예 택견의 디지털콘텐츠화 시나리오와 

동작 리소스 개발」과 2004년 10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제시된 지정과제인 

「고려인의 러시아 140년 이주 개척사를 소재로 한 문화원형(농업， 생활상， 의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 국어 대 학교 사학과 교수 
1) 2002년 2월， 3월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미 10명의 1기 신입생을 선발한 한국외대 대 

학원 문화콘텐츠학과도 교수들과 신입생 모두가 거의 한달 여를 “한국의 도깨비” 

를 주제로 제안서 작성에 매달렸다. 결과는 실패였다. 문화원형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2) http://www.kocca.or.kr/04biz/culture_l쩌p 한국문화콘텐츠진홍원의 사업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창작기반 조성 사업이며， 동 사업에는 ‘파일릿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두 가지가 있다. 
3) http://www.culturecontent.com/ 문화원형 사업으로 개발된 리소스를 판매하는 유통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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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 등) 디지털콘텐츠 개발」 과제가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었다. 

2004년 추경사업의 지정과제로 ‘고려인’에 관한 주제가 나온 것은 특별했다. 

지난 3년 동안 자유공모과제이든 지정과제이든 단 1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 

두 ‘우리문화’ 주제였다，4) ‘고려인’ 주제가 과제로 도출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 

가 있다. 해외한인사회가 오히려 우리문화의 원형을 더 잘 보전한 경우도 있 

음으로 조선족과 고려인 등 해외한인문화를 별도의 과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04년이 해외한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려인의 이주 1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는 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고려인’ 과제가 제안된 이상， 해외한인 

주제는 거주국의 현지문화에 정통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인’ 

주제는 한국학 전공자 이외에 러시아학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했다，5) 

이 글은 러시아사학도인 펼자가 지난 5년 동안 재외동포재단과 학술진흥재 

단의 연구과제로 구소련 지역의 한인동포인 고려인 연구를， 영상물 제작과 더 

불어， 수행하면서 얻은 체험의 결과이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외국학 전공자들도 자 

신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창조가 아닌 재구성으로서의 ‘문화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려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고려인 연구와 영삼물 제작 

‘고려인’ 문제가 러시아 역사 내지 한· 러관계사의 연구주제로 필자에게 와 

닿은 것이 1999년 가을이다. 당시 고려인 연구는 1990년 한소수교를 전후해서 

부터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려인의 주 거주지인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 일 련의 연구엽 적 이 출간된 바 있었다，6) 그러 나 1997년 12월 한 

4) 예외가 하나 있다， 2003년 정책과제로 “중국 문화원형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창작소 

재 개발 지원” 주제가 지정되어 개발된 바 있다. 또한 인문콘텐츠학회도 2003년 11 

월 ‘동북아 문화허브 구축을 위한 한중일 문화원형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5) 그러나 외대팀을 제외하고 ‘고려인‘ 과제에 지원한 팀 모두 한국학 관련 연구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6) 1999년 당시까지 한국 학자들이 이룩한 주요 연구엽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 

연자(1988) w중앙아시아의 한국인 탐방: 소련의 고려사람들~， 동아일보사; 고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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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고 또 뒤이어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표시 외채에 대한 90일간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국내 연구자들의 러 

시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구 자체 

가 침체 국변에 처한 상황이었다. 

사학도인 필자의 고려인 연구는 2000년 여름 재외동포재단의 연구용역， “현 

지정착 지원을 위한 러시아 3，4세 고려인 일상생활문화 변화 연구: 러시아 모 

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를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진 

들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학술연구라기보다 정책연구에 펼자 

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모스크바에서 삼일문화원7)을 운영하고 있는 이형근 

목사의 소개로 니콜라이 부가이 박사를 한국에 초청하게 되면서였다. 부가이 

박사는 러시아 학술원 역사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다 러시아연방 민족문제부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 ~8)의 

저자로 한국 학계에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이제 직책을 활용하여 중앙아 

시아에서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태였다，9) 2000년 2월 29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은 「중국 

(1990)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실천; 고재남(1993) f독립국가연합내 고 

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 외교안보연구원; 이광규 • 전경수(1993) ~재소한인-인류학 

적 접근~， 집문당; 김우승(1994) r 이슬람-정교문화의 충돌과 CIS 한인의 정치적 위 
기: 종교사회학적 분석 J ，사회과학연구~(배재대학교) 제 11권; 이길주(1994) rCIS 
한인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문화적 측변 J，사회과학연구~(배재대학교) 제 11 

권; 이종훈(1994) r중앙아시아 한인문제와 정책과제 J，한민족공영체』 제2권; 신승 

권 (1995) r 연해주 한인의 이주과정과 생활상J，한민족공영체』 제3권; 한국사회사 

학회 (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지성사; 권희영 (1996)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세계한민족총서 5), 통일원; 박환(1998) ~재소한인민족운동사 

-연구현황과 자료해설~ (한국사연구총서 m, 국학자료원; 이광규(1998) ~러시아 연 

해주의 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총서1)， 집문당， 이창주(1998) ~유라시아의 고려사람 

들~， 명지대학교출판부; 임채완(1999) ~중앙아시아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총서5; 국립민속박물관 편 (1999)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국립민속박물관. 

7) 모스크바 삼일문화원은 1995년 8월 15일 설립되어 지난 10년 동안 학술 및 사회활 

동을 전개했다. 활동내용은 다음을 참조: 고가영 (2005) r모스크바 고려인 조선족 

사회와 현지 한국인 사회의 협력과 갈등J，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81-83쪽. 

8) 부가이 (1996)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해설 및 관계 공문서~， 최정운 역， 세종연구소. 

9) 부가이 박사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이형근 목사가 부가이 박사의 독일 방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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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러시아의 국외동포정책과 국내소수민족정책」 국제학술회의 10)를 통해 필자 

는 고려인(조선족) 연구주제가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사회참여 

차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 

2000년 6월 고려인 조사연구팀을 구성한 펼자는 먼저 디지럴비디오카메라 

2대를 구입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영상물 제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 

나 연구보고서가 정책당국이나 소수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자’ 보고서와 함께 ‘영상’으로 된 

보고서， 곧 영상 다큐물이 펼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영상매체가 친밀성과 시 

각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사회 

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구소련 지역의 현실을 자료화하는 데에는 영상기록 

이 더할 수 없이 긴요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11) 

1999년 5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에 위치한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개관과 

함께 영상문화실의 개설을 주도한 필자는 ‘역사를 담은 영화’를 수업에 활용 

하고 ‘영화를 통한 문화 읽기’도 의미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12) 그러나 필 

자는 영상 시대에 걸맞게 교수와 학생이 역사수업 시간에 6mm 디지힐비디 

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직접 기획 •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영상기기의 소형화， 저렴화와 함께 당시 비디오저널리스트(VJ)가 각광을 받기 

이후 독일민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펼자에게 자세히 전해주었다. 

10) 중국에서는 중앙민족대학 황유복 교수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이 블 

라디미르 교수가 초청되었는데 동포학자들의 발표를 통해 필자는 동포문제의 중 

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문제 담당 관리가 초청 

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부가이 박사가 초청되었다. 외대의 4개 연구기관(외국학종 

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동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11) 임영상 · 방일권(2004) r고려인 연구와 영상물， 영상아카이브J，인문콘텐츠』 제4호， 

124-125쪽. 

12) “영상문화가 판을 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역사학의 위기는 이전 역사학의 위기와 
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심각한 것”임을 전제한 후， “새로운 세대들이 책을 읽기보 

다는 동영상을 보고， 글씨를 쓰기보다는 자판을 두드리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서 문자로 쓰인 역사는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로 전락했기 때문에 “탈문자 시대에 

서 문자를 근간으로 해서 성립하는 역사학의 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C..) 어떤 방 
식으로든 오늘날의 역사학은 영상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변모시켜야 한 

다. 따라서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역사학은 영화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라는 김기봉 교수의 의견에 펼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다. 김 

기봉(2000) r오늘의 역사학은 영화와 왜 만나야 하는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 

어서~， 푸른역사， 249-2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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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것도 변수가 되었다 13) 

2000년 7월 필자는 영상문화실에서 훈련을 받은 대학원생들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나누어 연구여행을 떠나게 했다. 뒤이 

어 펼자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에 합류했다. 2주 

간의 한정된 시간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의 조사활동 과정이 디지 

털비디오카메라에 담겨졌다. 그런데 막상 연구보고서의 취지와 부합되는 영상 

물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편의 영상 다큐멘터리가 되기 위 

해서는 조사활동 중에 촬영한 인터뷰와 관련 기관/장소 영상， 나아가 전체 주 

제를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연결 영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카자흐스 

탄 연구팀은 영상물 제작에 실패했다. 100명의 타쉬겐트 지역 3，4세대 고려인 

에게 설문을 돌리고 몇몇 주요 인사를 인터뷰하여 만든， 15분짜리 「우즈베키 

스탄 독립 이후 청년 고려인의 오늘과 내일」 영상물만이 역사문화연구소 홈 

페이지 14)에 올릴 수 있었다.15) 

2001년 여름에 수행한 두 번째 연구과제인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흥 고 

려인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연구: 남부 러시아와 납부 우크라이나를 중 

심으로”는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 

는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였다 16) 연구팀은 고려인이 새롭게 

13) 임영상(2004) r 역사학과 문화콘텐츠J，한신인문학논총』 제5집， 36쪽. 한국역사연구 

회 산하에 ‘영상역사연구’ 모임을 조직하고(필자는 2001년 가을부터 이 모임에 참 

여했다)， 2002년 10월 인문콘텐츠학회 창립을 주도한 김기덕 교수도 필자와 생각을 

같이 한 바 있다. 최근 그는 2000년 5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영상역사학’을 제창한다” 등 수년 간의 글을 묶어 F영상역사학』을 출간했 

다. 김기덕 (2005) ~영상역사학~， 생각의나무 

14) http://segero.hufs.ac.kr 당시 외대 대학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윤유석이 촬영하고 
편집했다. 현재는 홈페이지의 개편으로 제작된 CD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다. 

15)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고려인 3, 4세대에 대한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편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다. 황영삼(2000) r모스크바 고려인 3, 4세대의 의식 

과 생활문화J，외대사학~(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제 13집; 방일권(2000) r상트 

페테르부르그 고려인 3, 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J，외대사학』제 13집; 임영상 • 김 

상철 (2000) r중앙아시아 고려인 3, 4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J ，국제지역연구~(한국 

외 대 외 국학종합연구센터 ) 제4권 4호. 

16) 연구팀이 중앙아시아에서 만난 제3， 4세대 고려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지 

정착을 선호했고 이주를 해야 할 경우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우선적이었다 임영 

상 · 김상철(2000) 211-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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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정착해야 할 지역이 당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던 연해주가 아니라17) 

과거부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고본질’(계절농업)을 다녔던 남부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와 북카프카즈， 그리 고 남부 우크라이 나의 장코이 (크림 반도)와 오 

데사 인근의 니콜라예프 지역임을 현지조사를 통해 밝혔다 18) 

2001년 과제와 관련， 영상물은 「납부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한국의 네트워크 

형성」과 「볼고그라드 고려인 사회와 한국의 네트워크 형성」 두 편이 제작되 

었다.19) 2001년 10월 연구보고서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에 제출된 볼고그라드 

영상물은 마침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러시아본부) 

측이 주관한 2001년 8월 15일 제 1회 볼고그라드 한민족축제 행사까지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 외대 연구팀이 만든 영상물은 같은 해 11월 재외동포재단 6 

층 회의실에서 가진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친구들’2이 창립모임에 상영되었으 

며， 참석자들로부터 볼고그라드의 고려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설명해준 자료라 

는 찬사를 받았다. 영상의 호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21) 

2002년의 연구과제， “CIS 및 발트지역 고려인 사회의 민간네트워크”는 외대 

역사문화연구소의 학술진홍재단 기초학문과제인 “독립국가연합지역 한국학 

및 한인동포(고려인) 원자료조사: 문헌 및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와 공동으 

로 수행되었다. 필자는 이번에는 러시아사를 전공하고 있는 사학과 대학원생 

이외에， 2002년 3월 입학한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도 영상작업에 참여 

시켰다. 2002년 1학기 ‘CIS문화콘텐츠분석’ 강의시간에 2000년과 2001년에 제 

작한 고려인 영상물을 같이 분석하면서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었다. 

2003년 1월과 2월 사이에 외대 연구팀은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 

17) 이미 1999년 가을 볼고그라드를 취재한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나간 터였다연해 

주로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고 비교적 따뜻하고 비옥한 땅이 있 

어야 정착에 도웅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고려인들에게 볼고그라드는 그나마 적 

당한 곳이었어요 11 r주간조선 J 1573호(19991건 10월 14일자). 
18) 동 연구를 통해 3편의 논문이 「외대사학』 제 15집에 특집으로 발표되었다: 유의 

정 • 안승환(2001) r볼고그라드 고려인 사회와 한국의 지원방안J ， 김상철 (2001) r 러 

시아 북카프카즈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문화적 특성 J' 임영상 · 방일권(2001) r 

남부 우크라이나 고려인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방안」 

19) 우크라이나의 경우 펼자가 직접 촬영을 했으며， 편집은 대학원생인 권주영이 했다. 권 
주영이 촬영하고 윤유석이 편집한 볼고그라드 편은 역사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는 

데， 볼고그라드 영상물은 특별히 사전에 콘티를 작성하고 시율레이션까지 시도했다. 

20) http://www.volgograd.or.kr 
21) 임 영 상(2004)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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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 유럽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라루시， 납부 러시아와 우랄 

지방 동 구소련의 15개 도시를 조사했다. 연구결과는 한 편으로 요약되어 재 

외한인학회 학회지에 개제되었다.껑) 영상물은 극동，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 

르그， 탈린， 중앙아시아 등 우랄과 시베리아를 제외한 전 구소련 지역의 고려 

인사회를 담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번에도 영상물은 3편에 그치고 

말았다.잃) 아래 웹사이트 ( www.ciskor.net)의 초기화면 하단의 동영상자료실에 

6개 지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모스크바와 극동은 스릴사진만 올려졌다. 

CIS !'’-서이피 ?’?’ :ι V 

a ”‘1에 ..... ., 
‘~ 1，ν 어시 "a?t ól!' 

‘ ， " t 끼 t"γ.， . 

깨Q ‘'Q::.t f.‘ 
’@‘”‘ ‘;lo 

‘’*’'!'!I)!! 1f t 
‘ IIι *서.c"，‘ 3 

.~t'“ •• 

~ t:’，，，，，.. ~ t，’:il ~"!!:ν 

시:’‘h~ ‘ 
,..--

I廳쾌 
J’"셔‘':1 

‘< .ι 

jf 

"j 

22) 임영상 · 황영삼(2003) rCIS 및 발트지역 고려인 사회의 민간네트워크J，재외한인 

연구』 제 13권 2호 참조. 
23) 우즈베키스탄(“고려인 그들의 또 다른 희망")， 상트 페테르부르그(“재정착의 회망， 

페테르부르그")， 에스토니아(“푸른 눈의 아리랑") 면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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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과제가 수행되는 동안 필자는 인디 애나대학교(블루밍톤) 역사와 기 

억 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History and Memor)에서 구술사(Oral 

History)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구술사 워크숍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섭렵하 
면서， 필자는 2001년 여름과 2002년 2월 한 · 우크라이나 수교 10주년 기념 학 

술회의차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펼자가 

직접 6mm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영상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했기 때문 
이다. 인디애나(블루밍톤)에서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코리안 아메리 

칸 연구24)를 수행하면서 펼자는 고려인 연구의 경우 짧은 연구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었더라면 구술자로부터 더 

많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지 협력자인 

키예프대학 김석원 교수가 사전에 조정을 해주었지만， 어느 한분 삶 그 자체 

가 ‘역사’가 아닌 분이 없었다. 그런데 한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했다.껑) 

필자가 시베리아의 고려인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설문지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조사연구를 시작한 것이 2003년 10월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외대 고려 

인 연구팀의 조사활동에서 시베리아 지역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시베리아 

연구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연구한 김건숙 교수와 이르쿠츠크에서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친 김민수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고려 

인 연구의 최대 협력자는 최근 필자가 쓴 구술생애사26)의 주인공이기도 한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고려인 물리학자 김 표트르 박사 자신이었다. 그는 필자 

의 첫 시베리아 연구여행의 동행을 자청했다:zn 옴스크의 고려인 대표들과의 

24) 인디애나대학에 제출한 연구계획서 자체가 고려인 연구와 연관을 지은 재미한인 
연구가 태마였는데， 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술사 방법으로 블루밍톤 한인 

커뮤니티를 연구할 수 있었다. 임영상(2003) r블루밍톤 한인 커뮤니티와 구술사J ， 

『역사문화연구」 제 18집， 165-207쪽 참조. 

25)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석원 교수가 매주 한분씩 만나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고 

12분의 삶을 1-2쪽 분량으로 정리하여 연구팀에 보내주었다. 김석원 (2003) r키예프 

동포들과의 개별 인터뷰J，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신홍 고려인사회 네트워크~， 한국 

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다해， 137-155쪽 참조. 
26) 임영상(2005) r시베리아의 고려인 과학자: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물리학자 김 표트르J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 1호， 289-300쪽 참조. 

27) 한양대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김 표트르 교수를 필자가 소개받은 것이 2002 
년 7월 14일이었다. 미국으로 연구년을 떠나기 직전인 관계로 그와의 첫 만남은 

단 20분만에 그치고 말았다 그와 다시 만난 것이 2003년 10월 시베리아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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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리에서 그가 먼저 행한 연설은 참석한 옴스크의 고려인들뿐만 아니 

라 필자에게도 감동이 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역사문화연구소는 구소련에 살고 있는 한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재소고려인협회 최초로 결성 

할 무렵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 

유가 허용되어 그러한 기관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무렵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 ... ) 저는 몇 년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옴스크나 크라스노야르스 

크와 같은 지역에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파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 임영상 교수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여 

러분들 각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며，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밝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시칸과 함께 영원허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애게 조차 제가 잘아온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잃) (고덕 

은 필자가 표시) 

1주일간의 짧은 시베리아 연구여행에서 많은 원로 고려인을 만날 수 있었 

다. 먼저 1931년 극동 하바로프스크주에서 출생한 황 알렉세이 박사이다. 

1937년 강제이주， 1949년 카자흐스탄 중등학교 졸업과 우크라이나 하리코프교 

통대학 진학， 1956년 대학을 마치고 1962년부터 노보시비르스크에 정착하여 

현재는 연금생활자로 노보시비르스크시립박물관 한국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서 젊은 고려인들에게 한국문화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황 알렉세 

이 박사 또한 고려 인 사회 의 ‘롤 모델’(role modell 이 될 만한 원로였다. 60대 

로써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고려인 과학자들도 만났다. 시베리아가 

러시아 과학 두뇌의 중심지인 만큼， 고려인 사회 역시 고등교육을 받고 시베 

리아의 교육/연구기관에 배치되었던 것이다.29) 

필자가 시베리아 고려인 사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우랄의 예 

카태 린부르그로 항공으로 이 동한 후， 기 차로 옴스크를 거 쳐 다시 톱스크와 노보시 

비르스크를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일정이라고 하자， 그가 필자를 안내하고 또 자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노보시비르스크로 왔던 것이다. 
28) 엄영상 · 황영삼 외 (2005) ， 331-333쪽(옴스크 고려인들과의 집단 인터뷰: 2003년 10 

월 21 일 옴스크 서울식당). 

29) 시베리아의 사회의 고려인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임영상 • 김민 
수 • 김건숙(2005) r시베리아의 고려인 사회와 한민족J，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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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에서부터 발트의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의 고려인 사회를 대 

상으로 외대 연구팀이 연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60분 테이프로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5분 내외의 영상물로 만들어져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터넷에 올렸던 것도 현재는 홈페이지 개편 및 

서비스중단으로 CD-ROM 상태로 책상서랍에 묻혀 있다. 더 아쉬운 것은 영 
상자료의 대부분이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간혹 특정 장변을 다시 활용하 

고자 해도 번거로움으로 단념하곤 한다. 특정인물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영상 

클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장차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재 

외동포사회에 관한 다양한 사진이미지와 동영상클립을 디지털라이징하여 주 

제별로 검색이 가능한 ‘영상아카이브’가 필요함을 인식했다，3이 영상아카이브가 

활성화되어야 관련 영상자료가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3. 고려인 연구와 문화원형 디지털콘탠츠개발 

2004년 9월 13일(월) ‘2004년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엽’이 발표 

되었다. 이미 2004년 5월에 자유공모과제가 나왔고 하반기의 지정과제도 공고 

되어 이미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청년실업 구제책으로 나 

온 ‘경제살리기 2004 추가경정예산 사업’이었다. 207H 의 지정과제가 제시되었 

는데， 두 번째 과제가 바로 러시아 고려언에 관한 주제였다. 문학과 사학， 철 

학， 그리고 민속과 예술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이 낯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양사(러 

시아사) 연구자들에게는 대부분 생소할 수밖에 없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아래는 사업설명회에서 배포된 책자에 실린 내용이다，30 

회 의 변화와 한민족~， 151-152쪽. 

30) 이와 관련， 필자는 2000년부터 8월 27일 한국외대에서 개최된 고려인 이주 140주 
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아키비스트 과정을 공부한 방일권 박사와 공동으로 글 

을 발표했다. 임영상 · 방일권 (2004) r고려인 연구와 영상물， 영상아카이브J，인문 

콘텐츠』 제4호， 122-143쪽 참조. 
31)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콘텐츠진홍원(2004) ~2004년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 

화사업 경제살리기 2004 추가경정예산 사업~，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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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재 채안요청서@ 

1. 과재명 

O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40년 이주 개척사를 소재로 한 문화원형(농업， 생 
활상， 의식주 등) 디지털 콘댄츠 개발 

2. 과재 내용 

。 한민족의 유랑사인， 러시아 고려인(까레이스키)의 140년 이주개척사를 다 

양하게 발굴， 정리， 재구성하여 문화콘벤츠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콘벤 

츠로 개발 

- 고려인 이주개척사(농업 및 생활상 등에 관한 각종 기록 등)를 창작소 

재로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용 가능한 디지혈콘벤츠 개발 

3. 과재의 범위 

O 러시아 고려인(까레이스키)의 140년 이주개척사 및 관련 문화， 생활사(농 

경방식， 각종 생활상 등) 등 

。 주요 원천자료 현황 

- 레닌기치 둥의 각종 사료 

- 연해주 폰드， 연해주총독문서 폰드， 극동혁명위원회폰드， 블라디보스토크 

의회 폰드 등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문서보관서 소장 한인 관련 자료 

- 소련의 고려사람들(선연자 저， 동아일보사). 쏘련의 한인들(고송무 저， 이 

론과실천， 소련한족사(김승화 저， 정태수 편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연해주 

이민사연구(고승제). 소비에트한인백년사(서대숙 저， 이서구 역， 도서출판 태 

암). 한인 노령이주사연구(이상근 저， 탐구당) 등 

러시아 고려인의 인터뷰 자료 등 영상자료 

- 기타 과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원천자료는 반드시 추가로 확보 

4. 주요 개발내용 

。 러시아 이주 및 고려인에 관한 각종 원천자료 수집 및 체계적 분류를 통 

한 콘텐츠 개발 

O 이주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이슈 발굴 

- 이주 경로 및 시기， 관련 주요사건의 디지털 시각화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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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및 애니메이션， 교육용 콘텐츠 등에 활용 가능한 스토리 개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기별 주요 사건들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형태) 

O 창작용 시나리오， 스토리 개발 

- 대표적인 인물의 일화 및 일대기 등을 창작소재로 개발 

- 고려인의 농엽개척과 모범적인 농장 경영 

。 이주 시기별， 거주지별 고려인 생활상(의식주)의 디지털화 

- 고려인의 생활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옥 등의 거주 공간， 소품 및 복식 

- 러시아에서 대중화된 고려인 특유의 음식문화 

위의 내용에 5. 특기사항32) 이 덧붙여졌다. 강남구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 

서 가진 사업설명회에서 KOCCA의 문화원형팀장이 개발업체와 학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인문학， 특히 역사학 전공자들과 같이 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을 

강조했다. 고려인 주제의 경우， 역사학자이든 사회과학자이든 고려인 연구자들 

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과제 자체를 개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문화 ‘원형‘ 사 

업인 만큼 무엇보다도 내용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고증이 펼수적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필자는 문화원형사업의 제안서 작성이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학술 연구과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학술연구의 제안서는 학술논문/저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콘텐츠기 

획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콘탠츠’의 개발이 최 

종 목표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획자와 개발자가 반드시 공동작업을 해야만 

했다. 펼자는 외 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 출강 중인 (주)여금의 유동환 대 

표에게 외대 컨소시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잃) 문화원형사업의 콘텐츠기 

32) 0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수행의 단계별로 자문 및 

감수(고증)를 반드시 실시 

O 과제 수행(개발) 및 결과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저작원은 반드시 확보 

O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O 주요 개발내용의 각 항목들은 콘텐츠 구성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O 웹 페이지 제작 및 웹사이트 구축 등， 웹을 통한 유통서비스를 기본으로 함 

O 해당 과제의 결과물 제출시， 50page 내외 분량의 홍보용 소책자 100부를 제작 
및 제출하여야 함 

33) (주)여금은 2000년 12월 인문학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안동에서 창업한 콘텐츠기 
획사이다. ‘사이버 전통한옥마을 세트 개발’과 ‘사찰건축 디지털세트 개발’ 과제로 

2002년과 2003년 연속적으로 문화원형사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화원형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었다. 2004년 3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주)여금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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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덧붙여 플러스알 

파(+Q)를 추가해야만 선정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과제의 범위에서 

활용해야 할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이용허락서를 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O 주요 원천자료 현황 

- 레년기치 등의 각종 사료 

연해주 폰드， 연해주총독문서 폰드， 극동혁명위원회폰드， 블라디보스토크 

의 회 폰드 등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문서보관서 소장 한인 관련 자료 

- 소련의 고려사람들(신연자 저， 동아일보사)， 쏘련의 한인들(고송무 저， 이 

론과실천， 소련한족사(김승화 저， 정태수 편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연해주 

이민사연구(고승제)， 소비에트한인백년사(서대숙 저， 이서구 역， 도서출판 태 

암)， 한인 노령이주사연구(이상근 저， 탐구당) 등 

- 러시아 고려인의 인터뷰 자료 등 영상자료 

기타 과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원천자료는 반드시 추가로 확보 

제안요청서의 주요 원천자료 현황을 볼 때， 고려인 관련 전문가가 작성했음 

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해외 한인언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레닌기치 ~34)는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문서보관서 가운데 고려인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폰드(fond)까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인 연구의 고전이라 할 만 

한 저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잃) 이용허락서의 경우， 최소한 웹에 올릴 수 

있는 ‘단순이용’을 허락한다는 증빙자료가 펼요했다. 외대팀은 문자뿐만 아 

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레닌기치』 전체를 

CD-ROM으로 제작한 숭실대 컴퓨터학부 김상헌 겸임교수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신문기사와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이용’ 이용허락서 

텐츠개발 현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imhere.co.kr 
34) 1923년 3월 2일 연해주에서 창간된 『선봉』의 뒤를 이은 민족지이다. 1937년 9월 12 

일 제 1644호를 끝으로 중단된 「선봉』은 1938년 5월 15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시 

르다리야 구역 신문의 지위로 재건되었으나， 제호가 F레년기치』로 바뀌어졌다. 1940 
년 주 단위의 신문， 1954년 공화국신문， 1960년 공화국 공동신문으로 격상되었다. 

1978년 신문사가 알마아타로 이동했으며 1991년 초 「고려일보』로 개칭되면서 국영 

신문에서 민간신문으로 전환하면서 한글판은 주3회， 노어판을 주 1회 발행하기 시작 

했다. 1994년 다시 국가신문이 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카자흐스탄고려인회가 운영하 

고 있다 2005년 5월 27일 창간 80주년 행사를 가졌다. http://koreilbo.com/ 
35) 각주 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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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었다. 러시아 고려인의 인터뷰 자료 둥 영상자료는 그동안 

매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진 인터뷰와 2002년 학술진흥재단 과제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확보된 사진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문제는 제안요청서의 주요 개발내용을 소화하면서 콘텐츠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과제였다. 콘텐츠기획서는 1) 과제개요， 2) 콘텐츠화 기획방안， 

3) 콘텐츠화 대상， 4) 콘텐츠 구성안， 5) 콘텐츠화 추진계획， 6) 콘텐츠화 추 

진체계， 7) 최종결과물의 형태， 8) 최종결과물의 수량， 9) 산업적 활용방안， 

10) 일정계획， 11) 기타사항의 순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학술연구과제와는 

체계와 또 그런 만큼 서술방식도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술논문이 

나 콘텐츠기획서나 펼자/기획자에게는 집펼/개발 방향이 있기 마련이다. 

필자와 함께 2000년 여름부터 2004년 봄까지 만 5년 동안 현지를 직접 방 

문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한 외대 연구팀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고려인들 

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문화의 원형은 물질문화가 아니라 ‘인내와 성실로 역 

경을 이겨낸 개척정신’이라는 정신문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개척정신과 

개척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 즉 이야기 소재 개발에 주안점 

을 두고 콘텐츠기획의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했다. 사이버박물관， 가상체험 

관， 콘텐츠몰은 스토리뱅크에 있는 이야기들을 영화나 연극， 다큐벤터리， 게 

임， e-book 등의 문화콘텐츠로 만들 때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시각자 

료들을 디지털 복원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사이버 박물관에는 중앙아 

시아 현지의 의식주를 부가콘텐츠로 추가하기로 했다. 

과제개요는 과제의 목표 과제의 범위 기대효과로 나누어 작성했다 아래 

는 그 목차들이 다.36) 

1. 과재의 목표 

@ 고려인 러시아 140년 이주 개척사의 조명을 통한 강인한 민족성의 재조명 

@ 해외 한인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우리 문화원형 확보. 

@ 첨단 영상산업을 위한 새로운 이주사 관련 ‘문화원형 리소스’ 및 라이브러리 제공 

@ 타국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소재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 

36) 목차마다 부가된 자세한 설명은 r콘텐츠기획서: 고려인의 러시아140년 이주 개척 

사를 소재로 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개발~ (2004), 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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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뻗는 한인의 문화를 소재로 문화상품 개발의 리소스를 제공하여 

세계문화상품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 첨단 디지헐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콘텐 

츠 뱅크 구축 

2. 과채의 범위 
@ 소재범위: 극동， 중앙아시아， 남부러시아로 이어지는 고려인의 140년 러시 

아 이주개척사를 4개의 시기， 34개의 제목으로 세분화 하여 개발. 이 중 

개척의 대표사례 2종을 가상체험관으로 개발하고， 의식주산업 등 개별개 

체들을 사이버박플관으로 개발 

@ 핵심 콘텐츠· 문자， 동영상(클립)， 사진， 2D Vector, 3D 모델 개발 
@ 파생 콘텐츠: 3D 애니메이션， 3D VR 개발 
@ 응용 콘텐츠: 동영상(다큐멘터리)， e-Book, 소책자 개발 

@ 이주사 정보지도: 고려인 이주 개척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Infonnation Map 

3. 기대효과 
@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요구와의 부합성 

O 문화원형에 대한 정확한 감수로 콘텐츠 개발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O 해외 한인 문화원형 콘텐츠화의 효시로 결과물의 세계상품화 가능성 확보 

O 창작소재화가 가능한 고품질 동영상 클립과 사진 뱅크， 가상체험 가능한 

3D VR 리소스 개발로 원소스 멀티유즈 효과 
@ 산업적 활용 예측 

O 고품질 동영상 클립과 사진자료를 활용한 영상자료， 다큐벤터리， 교육， 전 

시， 옹라인 콘텐츠 서비스 

O 온라인 콘텐츠몰(αnt태ts Ma1l)을 통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시장 확보 

O 다양한 포뱃의 미디어를 제공하여 콘텐츠 활용성의 극대화 

。 고비용 장시간의 3D 그래픽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과 비용절감 효과 
@ 공공적 효과 예측 

O 급속히 사라져가는 초기 이주 고려인의 삶의 현장을 디지털로 영구 보존하는 효과 

O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한인동포 개척사와 생활사의 교육 체험 제공 효과 

。 사이버 문화체험과 사이버 자료관 향유 효과 

。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사 140년의 다양한 변모를 홍보하는 효과 

279 

이어서 ‘콘벤츠화 기획방안’ ‘콘텐츠화 대상”콘텐츠 구성안’의 작성이 중 

요했다. 콘텐츠화 기획방안은 기획의도 및 방향 창작소재화 방안， 차별화 방 

안의 순서로 작성했는데 그 목차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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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및 방향 

@ <고려인 이주개척사> <고려인 이주사 스토리뱅크>: 고려인 이주-개척 

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수난과 개척， 성공의 삶을 디지혈 스토리텔링 

(Digital Story-telling) 개념에 따라 시나리오화 
@ <개척 가상현실 체험관>: 가상공간에 사이버 한인 ‘콜호즈’(농장) 및 초기 

한인촌(‘신한촌’) 건설 쌍방향Onteractive) 가상 체험 콘텐츠 구성 

@ <고려인 생활문화 사이버 박물관> : 고려인 생활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의 

식주 및 산업)을 텍스트， 사진， 2D， 3D로 개발 e-Book 서비스 
@ <콘텐츠몰>: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영상콘텐츠몰 

@ 사용자별 콘텐츠 활용방안 

2. 창작소채화 방안 
@ 영상 게임용 시나리오 개발 다 디지털스토리텔링(Digital Story- telling) 

기반 멀티시나리오(Multi-Scenano) 뱅크 

@ 참조용과 고품질 리소스 분리 다 사진， 영상， 2D Vector, 3D 모델의 선별 
창작소재화 

@ 단일 주제 콘텐츠몰 서비스 다 .고려인 이주개척사’ 단일 주제의 원스탑 

(One-stop) 리 소스 서 비 스 
@ 콘텐츠의 이해를 높이는 웅용 콘텐츠 멍 정보이해력과 산업활용도를 높 

이는 각종 예제 

3. 차별화 방안 

‘콘텐츠화 대상’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최종 개발되었을 때， 웹페이지의 

메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콘텐츠기획서를 150쪽 이내로 작성하라는 것이 

KOCCA의 요구사항인데， 대체로 ‘콘텐츠화 대상’ 부분이 1/3 이상올 차지한다. 

외대팀의 경우도 66쪽이었다. 외대팀은 고려인 이주사를 1) 고려인 이주개척 

사， 2) 고려인 이주사 스토리뱅크， 3) 고려인 생활문화 사이버 박물관， 4) 개척 

가상현실 체험관， 5) 콘텐츠몰 둥 5개로 크게 분류했다. 이어서 각 대분류별로 

다시 콘텐츠 대상올 중소분류로 나누었다. 아래가 콘텐츠 대상 분류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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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한인정착촌 4 
정교회 개종 2 5 
축복받은마을 3 6 
고려인의 저항 4 7 

1 시기 최초 이주와 성공의 열쇠， 시민권 5 8 
정착 (발단 전개) 무국적 한인의 고난 6 9 

신한촌 학살 7 10 
한인여성 공산주의자 8 11 
벼재배 실험의 성공 9 12 
한인농의 몰락 10 13 
스탈린 강제이주 11 14 
살아남은 자의 비애 12 15 
우쉬토베의 겨울 13 16 

2시기 시련 속의 황무지를 옥토로 14 17 
개척 (위기) 김만삼 ‘선봉’에 서다 15 18 

고려인 아방가르드의 빛과 그림자 16 19 
이주사 고려극장과 운예부흥 17 20 
스토리 레닌기치와 언론활동 18 21 
범크 도시로 대학으로 19 22 

자유의 발걸음 20 23 
멸이 된 김병화 21 24 

3시키 . 고려인 고려인 성공시대 22 25 
전성시대 (절정) 고려인 문화예술인 23 26 

고려극장의 전성기 24 27 
더 넓은 농토를 찾아서 25 28 

고본질의 성과 26 29 
역사적 오해롤 벗고 27 30 
아버지의 명예회복 28 31 

4시키 ‘ 계속되는 흩어지는 가족 29 32 

개척의 길 다시 찾지 못할 묘소 30 33 

(결말과 새로운 시작) 볼고그라드 이주 고려인 31 34 
이넘붕괴와 경제붕괴 32 35 
‘곡물왕’ 장 류보미르 33 36 
계속되는 신화창조 34 37 
극동지 역의 주꺼 (4종) 38 

고려인 
주거전시관 

강제 이 주기 주거 (4종) 2 39 
생활문화 콜호즈 전성기 주거 (4종) 3 40 
사이버 현대 주거 (4종) 4 41 
박울관 

의복전시관 
극동지 역 의 복식 (7종) 5 42 

」←←
강제이주기 복식 (3종) 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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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호즈 전성기 복식 (3종) 7 44 
현대 복식 (2종) 8 45 

한국고유 음식 (8종) 9 46 
음식전시관 타민족 음식 (7종) 10 47 

퓨전 음식 (2종) 11 48 
농업 (3종) 12 49 

산업전시관 상업 (3종) 13 50 
기타(2종) 14 51 

개척 신한촌 마을/통나무집/한인 학살사건 52 
가상현실 김병화농장 농장/건물/목화/김병화 2 53 
체험관 다큐맨터리 육성증언 외 (4종) 3 54 

조망(전경， 조감도) (12종) 

자연 (12종) 

인간(인종， 감정) (12종) 

영상은행 
의식주 (12종) 

생활상 (12종) 

개념 J 대상(물체， 운양) (12종) 

소형물， 이정표(12종) 

기록 (12종) 

콘텐츠몰 조망(전경， 조감도) (15장) 

자연 (15장) 

인간(인종， 감정) (15장) 

사짙은행 
의식주 (15장) 

생활상 (15장) 
캐념，대상(물체， 문앙) (15장) 

조형울， 이정표 (15장) 

기록 (15장) 

앨범 (10장) 

특별히 고려인의 이주사 스토리뱅크는 고려인의 역사 전체를 4시기로 나누 

고 전 시기를 34개의 스토리로 작성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최초의 한인정 

착촌’에 대한 스토리뱅크의 기획안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졌다. 

대 상 최초로 연해주 지신허에 정착한 한인들 

시 기 1863-1864년 

공 간 지신허 마을 등 포시에트 구역 

등장인물 최운보， 양응범， 코르사코프， 레자노프 중위 



줄거리 

관련 
자료 

관련 
이미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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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해주의 신대륙 - 지신허 마을에 도착하다 
조선 말기 삼정문란과 관리들의 횡포， 가뭄과 기근으로 북부 경홍 지방의 

최운보와 양용범을 중심으로 한인 13가구가 국경수비대의 눈을 피해 얼어 

붙은 두만강올 건녔다. 이들은 연해주 남부 포시에트 지구 지신허 강 유역 

에 정착해 지신허 마을올 세웠다. 이후 1864년 말부터 시디미， 아디미， 얀치 

혜， 파타쉬 강을 따라 통일한 명청의 한인 정착촌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 naK o.ll, KopeAUbI B POCCHAcKOA HwnepHH(llaJlbHeBocTotlH뼈 nepHO.a), M., 1993 

* llaHOB A.A, 뼈m뼈 BOnpoC B r뼈awypbe(HCTOPHKO-CTaTHCTHtleCK때 OtlepK}, cnö., 1910. 

* 코르사코프 군사령관지사 초상， 초상， 지역지도， 초기 마을조감도， 국경초소， 
러시아 군장교 복장， 한인 의복， 농기구. 

〈블라디보스톡 한인마을 전경〉 

사진 

내역 2 

‘콘텐츠 구성안’은 전체 구성도 세부 구성도 및 구성별 콘텐츠 내역， 메뉴 

구성도， 표현전략(화연셜계 방안 및 화면예시)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 메뉴 

구성도와 표현전략 가운데 메인페이지(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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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성도 

『 고려인 기 자’!추j생‘E쭉 ') 캔| 
” 이쭈개혁샤 .짧 I될， 1I 

’ 

기 정시한 ~ 

“ 고려인 생훨톨확 : 의북 젠터-----， M 사이버 박톨광 ! 훌식 천~I걷 ., 
” 싼엉 진시용 11 
‘…~~~~~~=c.=---=~~ • ‘· 

[간뭘편랜 §짧짧인 ’을 펴| 
f淑f철I똘따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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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사업은 기본적으로 ‘웹 페이지 제작 및 웹사이트 구축 등， 웹을 통 

한 유통서비스를 기본’37)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가 구 

축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했다. 화연설계 방안과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 

여주었다. 

[ ”‘’앓/ 옆11 짧없MI!l!갑/ 홉· >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행된 개발과정에서 어려웅이 많았다. 고 

려인 연구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레닌기치』를 분석하고， 각종 연구서와 자료 

를 통해 140년의 이주사 스토리뱅크를 주어진 분량 내로 정리하는 일이 간단 

한 작업이 아니었다. 대상 인물의 선정도 어려웠다. 원형스토리는 역사학자가 

가능했지만， 시놈시스를 만드는 일은 전문 작가의 도웅이 펼요했다. 무엇보다 

도 ‘고려인 생활문화 사이버 박물관’과 ‘개척 가상현실 체험관’을 구현하기 위 

한 이미지와 동영상 필름을 제작하는 일이 난제였다. 그 동안 고려인 연구를 

37) 제안요청서 5. 특기사항. 각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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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촬영한 펼름들 대부분이 콘텐츠산업에 활용하기에는 질적인 면에 

서 부족했던 것이다. 디자인과 그래픽을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전면사진만이 

아니라 측면， 후면 등의 사진이 더 펼요했다. 어떤 장변을 동영상클립으로 만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지점에서 10초 이상의 영상을 찍었어야 했다. 게다 

가 혹한의 겨울철 러시아(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옥외촬영은 카메라 

의 기능까지 정지시키곤 했다. 

2005년 7월 28일 최종결과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평가위원들 앞에서 시연함 

으로써 고려인 과제는 종결되었다. KOCCA의 문화원형팀에 제출한 100부의 

홍보물은 암뒤 6쪽짜리 리플렛과 스토리 뱅크 가운데 6개의 테마 117H 스토리 

를 원형스토리와 시놈시스 관련 콘벤츠를 포함한 73쪽의 소책자로 만들었다. 

웹사이트의 구성은 원래의 콘텐츠기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 이주개척사， 

스토리뱅크， 사이버박물관， 가상현질 체험관， 콘텐츠몰 등 5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졌으며， 서두에 사업소개， 산업활용제안， 만든 사람들로 구성된 서벼스 

부분이 추가되었다 38)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원형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 

작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에 있다. 이제 콘 

벤츠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콘텐츠몰을 활용할 수 있다. 접근이 어렵고 장시 

간 소요되는 러시아 실사 영상과 사진이미지 고려인의 생활풍속 콘텐츠를 만 

날 수 있다. 오늘날 전체 콘텐츠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속성장을 이어 

가고 있는 영상분야에서는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의 역사와 그들의 성공신 

화가 담긴 영상콘텐츠가 매우 매력적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다. 러시아 역사와 고려인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비디오 게임， CD-ROM , 인터넷을 경험한 네트 

(Net) 세대에게 디지털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멀티마디어 기술은 이 

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역사학의 대중화는 당연히 역 

사의 디지털화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역사학도 교육에 오락의 요소를 끌어들 

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의 변신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 · 활용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39) 고려인 콘텐츠를 개발한 외 

38) 디지털콘텐츠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과제였는데 기대 밖으로 잘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개 과제 가운데 3위의 성적이었다. 

39) 서양사 연구자 가운데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사례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순준(2004) r 역사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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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고려인 연구자들은 사학과/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러시아사， 해외한인문화 

와 콘벤츠개발) 및 교양강의(세계의 한민족)에서 사이트의 내용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스토리뱅크에 담겨진 원형스토리은행 (34 개)， 시놈시스은행 (347TI) ， 

분야별 인물은행 (30인) 아이템은행 (227TI )4이에 담겨진 고려인의 140년 이주개 

척사， 사이버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관은 역사학과 콘텐츠의 만남을 극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아래가 바로 2005년 12월 26일에 문화콘텐츠유통센터에 공식 오픈 될 예정 

인 ‘고려사람’ 웹사이트(http://kosa.culturecontent.com/)의 초기 화면이다. 

발: 중세 유럽 의 성 당과 성 채 탐방J，인문콘텐츠』 제4호， 144-171쪽 참조. 

40) 117~ 의 플롯 가운데 하나인 ‘아버지의 죽음’ 이야기는 필자의 글에 나오고 있는 

한 장변이다 임영상(2005) r시베리아의 고려인 과학자: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물리 

학자 김 표트르J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 1 호， 289-3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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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2005년 KOCCA는 [우리문화원형] 사업에서 ‘우리’를 빼고 [문화원형] 사업으 

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디지털콘텐츠 사업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 등 문화선진국의 사례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소재를 찾을 펼요가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물론 상반기 자 

유공모과제의 선정 결과는 사업과제 전부가 여전히 ‘우리문화‘에 한정되었다，41) 

마침내 2005년 9월 하반기 [문화원형] 사업 지정과제에 ‘세계의 와인문화’와 

‘앙코르핫트’ 주제가 글로별문화 과제로 제시되었다，42) 이로써 한국학이든 외 

국학이든 인문학 연구자들이 KOCCA의 문화원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KOCCA의 [문화원형] 사업은 인문학 전공자들의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인문학의 전문지식을 변형시켜주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새로이 변화하는 21세기는 인문학에 새로운 소임과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핵섬은 ‘대중’에 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 

계가 무너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열림 · 공유 · 쌍방향 · 대중화’의 

화두를 구현한 인터넷 시대에 상아탑에 갇혀 있던 인문학은 이제 대중과 호 

흡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청으로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는 제반 

인문학적 노력들을 ‘응용인문학’으로 규정하려는 것 43)에 펼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대중화 코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응용인문학’은 인문학의 속성인 

전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고려인 이주개척사 디지럴콘텐츠는 수년 동안에 

걸친 고려인 연구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같이 문화(원천소스)를 

가공하여 산업 화(콘텐츠화)하는 문화콘텐츠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문화콘텐 

츠는 어느 특정 영역의 산물이 아니다. 원천소스를 가공하여 디자인하고 적합 

한 기술을 적용시켜 제작된 산출물이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학’은 원천소스 

를 구성， 소통， 가공， 전달하는 ‘관계’를 중시하는 학문이다.μ) 

41) 과제의 성격상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몽골 등으로 조사연구를 떠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는 있었다. 

42) 외대 산학협력단(세계문화콘텐츠연구개발센터)은 이번에는 참여기관으로 (주)애듀미디 
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세계의 와인문화 디지털콘텐츠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43) 김기덕 (2005) r 영상역사학~， 363쪽 

44) 국내 학계에서 분과학문으로서 ‘문화콘텐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외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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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분과학문으로서 문화콘텐츠학은 본래부터 그 자체 

가 실용성을 본질로 하기보다는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합으 

로 출발했다. 그것은 새로운 응용학문분야로서 문화에 관한 학문적 융합성의 

결과를 드러내는 동시에 실용성 내지 대중성을 내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려인 이주개척사 디지털콘텐츠 개발에서도 보았듯이 역사학의 효용성과 존 

재가치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인문학도는 ‘한국과 외국의 문 

화와 역사’를 ‘글과 이미지로 개발’하여 문화산업계가 영화， 다큐，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으로 개발하여 책과 텔레비전으로만 접했던 우리문화 

혹은 외국문화를 디지털기반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향유 

할 수 있케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때이다.뼈) 21세기 글로벌 

디지털문화시대에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럴문화 

콘텐츠산엽을 통해 인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생인 태지호가 처음이다. 태지호(2에5) r문화콘텐츠학의 체 

계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중심으로J ， 

『인문콘텐츠』 제5호， 187-220쪽 참조. 
45) 최근 KOCCA의 ‘문화원형사업’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다전자신문』 

2005년 10월 14일자 기사 참조: “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 화려하게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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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gitalization of the Cu1ture Archetype I 

based on the Research of Koryeosaram 

Yim, Young-Sang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uthor ’s experience from the research into 

Koryeosaram , Korean immigrants in Russia for the last five years,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video materials. One of the merits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historians, including Russian historians, can be a 

planner of a "cultural contents" program, through his reorganization, not 

creation, of his materials, based on his long-time research. The 

digitalization of the history of Koryeosaram was, therefore, possible 

through the constant research of Koηeosaram. 

Cultural contents are not a product of a single field of study. They are 

produced through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after the proper 

application of technology. 1n the information age, history needs to accept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study as a sub-field of history: applied 

history or applied hum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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