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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국민은 반복되는 역사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7년 북방 대륙국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계급 철폐와 피억압 민족의 

해방을 기치로 볼셰비키(러시아사민당 다수파)가 집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전 세계 공산주의 실현을 도모했습니다.

   한민족 독립운동세력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주변국과 연합을   

모색하고 군사력을 키워 일시에 ‘독립전쟁’을 치른 후 독립을 쟁취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에서 독립운동

세력은 이른바 ‘광복운동자’(臨政 憲法이 언급한 주권자)가 차지했

어야 할 독립된 국가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카이로, 얄타 

그리고 포츠담에서 개최된 전시 연합국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은 적절한 

절차, 즉 신탁통치 기간을 두는 방안이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식탁통치안은 미국의 루즈벨트가 주장한 신탁통치 ‘안’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생국가가 자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하여 독립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였습

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에 친소련 정부를 수립한다는 명확히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을 기치로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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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박 민족에게 해방을 꿈꾸게도 했지만 정작 독립된 민족국가의 

수립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도 

소련의 국가이익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은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을 시기별로 조망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큰 줄거리를 이루지만, 강대국 간 국제질서 구상에 한민족이 받아 

들이기만 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신탁통치론은 한민족의 강력한 저항 

속에 무산되었고 ‘한국문제’란 의제로 유엔에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결코 강대국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

시켜 나가는 역량을 보여주었음은 우리에게 귀감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서가 혁명과 식민 그리고 전쟁과 광복이란 

‘역사의 험로’를 묵묵히 걸어오면서, 마침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충정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6. 12.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  장   김   철   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가, 나, 다, ......

2. 러시아어 “КОРЕЯ”의 번역은 일반용어로는 한국(韓國) 내지

한반도(韓半島)라 번역하고, 역사용어로는 조선왕조 개국

(1392)부터 대한제국 성립(1897) 직전과 식민지 시기는 조선

(朝鮮), 그 이후 한일병합까지는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복

이후 분단된 남북한은 南韓(대한민국)과 北韓(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칭하였다. 한편 한국인, 조선인은 한국, 한인

등으로 일반화하였다. 학문적 엄밀성보다는 문맥 및 줄거리

이해에 무리가 없는 한 혼용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역사학계의 일반적 역사서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기구분하고 정식용어로 기술하였다.

•러시아 : 고대루시, 중세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 제정러시아,

소비에트러시아(소비에트러시아1917-1922, 소련1922-1991),

현대러시아

•러시아공산당 : 러시아사민당(볼)(РСДРП(б))1903-1918,

러시아공산당(볼)(РКП(б))1918-1925, 전소공산당(볼)(ВКП

(б))1925-1952, 소련공산당(КПСС)1952∼1991, 러시아공

산당(КПРФ)1993(활동 재개)∼

일 러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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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 (노농)적위군(РККГ)1917-1918, (노농)적군

(РККА)1918-1946, 소련적군(КРСССР)1946-1991, 러시아

연방군(РАРФ)1991∼

3. 외국어 고유명사(인명, 지명, 직위 등)의 한국어 표기는 원음

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널리 쓰이

고 있는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그냥 관례에 따랐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4. 날짜 표시에 있어서 양력(陽曆)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괄호로 표기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러시아가 1918년 2월 1(14)일부터 사용하기로 한 신력 그레

고리력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구력(신력) 그리고 그 이후

에는 신력으로 기술하였다.

5.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 지명, 숙어 등 해당 용어를 한데 묶거나 해설 또는

보충.「 」: 본문 안의 법령, 명령, 자료집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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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러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며,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가? 단순하면서도 호기심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2016

년 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주요 조사연구기관이 내 놓았다. 전자

와 관련해서 한국인은 소련(57%), 러시아연방(25%)을 떠올렸

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소련(11%), 추위(11%), 푸틴(7%), 공산

주의(6%), 그리고 모스크바, 고르바초프(3%) 등과 같은 단어를

차례로 연상하였다.1) 아직까지 러시아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러시아는 여전히 ‘소련’과 ‘추위’ 그리고 그

와 연관된 ‘공산주의’란 단어가 깊게 뇌리에 박혀 있다. 그에 따

라 모스크바, 푸틴 조차도 그와 연관된 듯 인식된다. 사회적 인

식은 오랫동안 서로 관계한 역사적인 시간과 지리기후적인 공간

속에서 형성된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다지만 상당기간 그 인

상적 모습은 유지된다. 러시아와 관련한 모습 역시 그와 같다.

1)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여론조사센터 프치옴(ВЦИОМ)은 무작

위로 선정한 한국인 1,000명, 러시아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을 통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러시아인의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54%)를 연상했고 한반도의 두 나라 중 어느 하나로는 남한 15%,

북한 9%를 연상했다. 후자의 경우 러시아인은 산업·발전된 기술(30%),

지리적 위치와 명칭(11%) 남북분단·전쟁(8%) 등의 순서로 떠올렸다. 한

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프치옴(러시아여론조사센터),『한러 양국 국민 상

호 인식조사 : 미래협력 전망』서울, 모스크바, 2016, p.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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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러시아는 두만강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연륙된(약 15㎞ 국경)

우리의 이웃 대륙국가다. 유라시아 동쪽에 있는 우리는 북방에

위치한 러시아를 통해 서쪽 끝 유럽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러

시아는 한반도의 선진 산업기술과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태평

양 등 해양으로 진출할 해두보(海頭堡)를 마련할 수 있다. 한반

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활용한 양자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큼

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러시아는 소련, 공산주의라는 단

어에서 오는 러시아 상(像)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유리

벽이 느껴진다. 러시아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한 축에 선 침략적

군사강국이자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위협적인 북

방세력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건설된 연방국가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하여 ‘혹독하게’ 대외팽창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

다. 전후 한반도가 남북분단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련의

역할이란 점령군이자 ‘붉은’ 공산주의자란 강경하고도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탓이다.

이 연구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래 지속된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

정책과 광복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근현대 혁명과 식민 그

리고 전쟁과 광복을 거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 민족이 겪었던

군사적 대외관계의 역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전반부의 경우 10

월 사회주의 혁명으로 건설된 소비에트러시아가 외국군 간섭전쟁

과 내전을 극복하고 식민지 민족해방역량과 함께 반제 연합전선

을 공동으로 펼친 역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1930년대

이후 전시 및 전후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동북아 국제질서

의 전후 구상과 연동한 소련의 역할을 규명해 보았다.

기술방식에 있어 이 글은 소련과 식민지 한국의 대외관계 주

체 상호관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해당 연구시기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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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제정러시아, 소비에트러시아(소련), 현대러시아로 체제 전

환해 왔고, 한국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남북한으로 정치체

제가 바뀌면서 역사 주체가 교체되어 왔다. 더욱이 한반도는 주

권을 상실한 식민체제를 겪은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외관계

사의 주체가 이중으로 형성되는 왜곡된 변화를 겪었다.

식민지 시대를 대변할 주체는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임시정부를 비롯한 ‘광복운동자’2)였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를 극

복하려 한 국내외 민족독립운동 세력은 이념을 초월해 하나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여기에는 소련 국내외에서 활동한 망명객

소비에트한인 역시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주체로 포섭하였다.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집권한 소련이란 주체와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임시정부 내지 광복운동자의 주체 간 연결지점을

찾는 것이었다. 이는 전승국 일제의 식민체제에서 민족해방의

일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던 한인 광복운동자와 전승국 중심의

베르사이유 체제에서 배제된 민족자결주의 주창자 소련에서 찾

았다. 즉 적어도 1920-1930년대의 한국 문제는 한소간 연대점

을 찾을 수 있었던 민족(해방)문제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를 넘어서 한국 문제는 한반도(독립)문제로

전환되었다. 세계적 대공황과 파시스트 국가체제의 등장에 소련

과 미국이 연대하면서 영토없는 ‘망명(亡命)’ 주체는 국제관계

내에서 객체로 머물렀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는 여전히 국제관

계에서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소련이 계획경제로 대공황을 빗겨가고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

룩해 내자 미국은 반파시스트 전선에서 공산주의 소련의 역동

성에 손을 내밀었다. 이같은 배경 하에서 국방력을 강화한 소련

은 대일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38년 하산호 전투와

2)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p.44, 52, 6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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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할힌골 전투에서의 승리로 증명해 보였다.

미·소 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미국이 제공한 군수물자와 장비 그리고 무기체계는 막대한 인

력동원과 희생 속에서도 소련군이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이었

다. 연합국의 전후 국제질서 논의, 특히 카이로에서의 동아시아

와 한반도에 대한 논의는 승인받지 못한 주체 임시정부가 배제

된, 점령지역에 대한 세력분점이 중심이었다. 한반도 문제가 주

체가 배제된 채 한국독립문제로 논의된 배경이다. 그리고 그 논

의는 얄타회담의 비밀합의로 구체화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국제

신탁통치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후견적 입장을 관철시켰고,

일본 분할 그리고 남북한 동시 군사적 진출을 이끌어냈다.

이번 연구서는 기간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2002),

『한러 군사관계사』(2007)의 뒤를 잇는 후속작업의 성격을 지니

면서도 내용상 연구시기와 내용을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

으로 서술하였다.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는 러시아가 동

북아 지역으로 팽창해 온 역사를 근대시기 러시아의 대외팽창의

군사적 동기와 원동력 그리고 군사전략의 구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한러 군사관계사�는 양자적 관계에서 교류했던

군사부문의 갈등과 협력을 군사역사적 관점에서 다루었다.3)

그에 반해 이번 연구서는 한민족의 식민지 시기를 특정하여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소련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식민지 피압

박 민족의 해방과 한국 독립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였는

지를 기술하였다. 기술 시기는 1917∼1948년, 즉 소련의 형성과

북한의 건설 시기에 한러 양측이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 시기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살펴보았다.

3) 한⋅러 군사관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다음의 시기구분, 즉 ① 개항기

(1860～1897), ② 러일전쟁기(1897～1905) , ③ 일제강점기(1905～1945),

④ 냉전기(1945～1990), ⑤ 탈냉전기(1990년 이후～현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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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10월 사회주의 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러시아가

간섭전쟁과 내전을 극복하고 소련으로 성립된 시기 추진했던

군사정책을 다루었다. 소비에트러시아의 성립은 기존 국제질서

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이었다. 소비에트러시아는 독

일과 평화조약을 맺어 전선에서 이탈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연

합국의 간섭전쟁과 내전으로 연속된 체제위기를 맞았다. 그 배

경에서 창설된 소련 적군은 이념적 의용군 체제에서 현실적 정

규군으로 전환되고 강화되었다.

극동지역 역시 러시아 중앙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런 정세였으

나 소비에트중앙은 지방 소비에트 세력을 묶어 연방으로 결집

해 내었다. 식민지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던 한인 독립운동 세력

도 러시아 빨치산과 더불어 항일투쟁에 나섰다.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국제적 고립 탈피와 세계공산주의 운

동 확산을 위해 코민테른을 창설하고 반식민지 민족운동을 전

개하였다. 당시 통합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봉오동, 청산

리 전투와 같은 독립전쟁을 추구했으며 코민테른 대회 참가와

레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

다. 임시정부의 궁극적인 대소 교류의 목적은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21년 6월 아무르강가에서 한인독립부대의 통합과정

에 러시아공산당과 코민테른이 간여하면서 흑하사변이란 참극

이 벌어져 한인 무장부대가 희생되거나 소련군 편제에 흡수되

었다. 이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한인 무장세력의 민족해방을

위한 독자적인 군사활동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하였다.

제2장은 연방국가로서 성립된 소련이 민족자결권을 내세운

여러 민족의 정치적 이해를 연방제로 통합하는 과정을 규명하

였다. 한인의 민족자결권은 극동연해주 지역에 소수민족으로서

의 민족자치주 설립에 있었다. 그 목표는 소비에트화한 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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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낮은 단계의 민족국가이나마 ‘한인자치꼬뮨’ 형태로 수립되

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22년 12월 러시아연방 민족부에 제기된

한인민족자치제와 1924년 5월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분과에

서 논의된 한인 정치공동체 설립문제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럼에

도 이는 독립을 추구했던 망명객 소비에트한인이 광복운동자로서

민족해방운동을 추구한 또 하나의 한 방식에 다름 아니었다.

제3장은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서 1940년대 중반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한반도 광복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소

련의 대극동 군사정책이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중점을 둔 사항은 대일 군사안보 문제로서 국경지대 한민족

의 지위와 역할은 고려되지 않았다. 식민지 민족 한인은 일제의

신민으로서 군국주의 체제의 수탈대상이거나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동원대상이었다. 이들은 소련의 소수민족으로서 스탈린

전체체제에서 억압과 숙청 그리고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제4장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 참전을 전후한 소

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소

련의 전후 한반도 구상은 미국의 대일정책 일반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국제신탁통치 입장

에 따라 일정 기간 탁치를 거친 후 독립을 허용하는 방식이었

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가능한 한 짧게 하면서 영국 등 4개국

신탁통치를 도입하는 입장을 취했다. 카이로회의에서 제시된 미

국의 입장은 얄타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을 수용하

는 대가로 관철되었다. 최근 새롭게 조명된 연구성과로서 얄타

선언문 이면의 비밀합의 사항, 곧 일본의 분할과 한반도에의 군

사적 진출은 독소 양국의 폴란드 분할처럼 미소 양국의 동아시

아 지역에 대한 세력분점 방안으로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소련의 한반도 진주와 북한군 건설과정을 다뤘다. 소

련군의 한반도 진주는 1차로 관동군 격멸과정에서 본토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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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를 차단할 군사적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하여 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군) 건설을 지원하면

서이다. 소련군의 평양 입성 이후에는 소련 하바로프스크에서

훈련시킨 제88독립보병여단의 김일성 유격대를 북한군 건설의

중추세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민정부, 군사고문단 그리고 군

을 포함한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소비에트한인(소련

파)으로 투입하여 지원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소련은 전전과 전후 방식은 달랐어도 대외

군사협력에 있어 군사전문가를 양성해 현지국 건설에 투입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북한이었다.

이상과 같이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시기별 특징을 부

각시키면서 정리해 봤다. 그 시도가 독자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랄 뿐이다. 소련의 대한 군사

정책이 줄거리를 이루면서 약하게 다뤄졌거나 배제된, 그럼으로

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필자의 얕은 학문적 수준에

기인한다. 독자제현의 비판적 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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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에트러시아의 등장과 신국제질서

제1절 소비에트러시아의 등장 : 러시아혁명과 ‘브레스트 

평화’ 사이

1917년 10월 25일(11. 7) 발생한 혁명적 봉기4)로 짜르 전제정

(專制政)을 대신해 왔던 임시정부가 무너졌다. 이로부터 러시아

사회민주당(РСДРП) 내 일 분파였던 볼셰비키(большевики,

다수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가

주도한 급진적 변혁, 즉 10월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

었다. 멀리서는 1905년의 봉기와 가까이는 1917년 2월 혁명에서

이미 나로드(наро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전제

4) 정식명칭은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Великая Октябрьская социа

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으로 일명 ‘10월 혁명’ 또는 ‘볼셰비키 혁명’

이라 부른다. 10월 혁명은 신력(新曆)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

으로 1917년 11월 7일에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10월 혁명이라 명명한

것은 구력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으로 10월 25일 발생하였기 때

문이다. 10월 혁명을 완수한 볼셰비키 정부는 2월 14일(舊曆 2. 1.)을

기해 세계 공용의 그레고리력을 공식 신력으로 선정하였다. 이런 논리

로 1917년 발생한 2월 혁명은 3월 12일 발생하였음에도 2월 27일 발생

한 날을 기준으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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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버리고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뤼순이 함락된 직후 패색이 짙어가던 1

월 9일(1. 22)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 사

회변혁을 예고하였다. 당시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해고조치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지를 요구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짜르 정권은 황제와 성자의 사진을 들고 행진

하는 시위대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100여 명의 피로 궁전광장

을 물들인 ‘피의 일요일 사건’을 자행하였다. 이제 ‘자애로운’ 전

제군주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황제에게�청원하기�위해� 동궁에� 몰려든� �▴청원노동자에게�발포하는�제국군인

노동자들�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계속 패하고 있던 제정러시

아는 수도인 페트로그라드5)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진적 사회

변혁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시와 농촌의 생산경제가

붕괴되면서 원료와 식량 그리고 연료가 바닥이 났고 물가는 뛰어

올라 생필품을 구하려는 주민의 곤궁함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5) 현재 러시아연방의 연방도시 상-페테르스부르크(Санкт-Петерсбург)는

제정러시아의 수도명이었다. 1914년 페트로그라드(Петроград)로 바뀌었

다가 1924년 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로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원래의 명칭을 되찾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장 소비에트러시아의 등장과 신국제질서 | 13

국내 사정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것은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던 전쟁이었다. 제정러시아가 유럽 경찰을 자임하며 대독 전

쟁에 성급하게 뛰어들면서 국민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1차

러시아혁명이 벌어진 지 12년째인 1917년 2월 27일(3. 12)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는 국내 개혁의 요구와 대외 전쟁의 여

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전제정 타도(Долой самодержав

ие!) 등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민중의 봉기로 무너지고 말았다.

1917년 2월 혁명의 주력인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제1차 전러

소비에트대회를 열어 소비에트집행위원회를 결성하고 법무장관

으로 선임된 케렌스키(А. Ф. Керенский) 6)에게 임시정부를 맡

겼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여러 정파가 결집된 이중권력(двоевл

астие, dual power) 상태여서 권력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비록

임시정부가 국가를 대표했지만 권력의 소재는 6월 3(16)일 페트

로그라드에서 개최된 노동자농민병사 소비에트대회에 있었다.

게다가 임시정부는 특별한 대안 없이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전쟁 승리를 위해 진력할 수도 명분 없이 퇴각할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었다. 1917년 여름 경 케렌스키가 군권을 장악

하고 대독 공세를 취하였으나 실패했으며, 오히려 참모총장인

코르닐로프(Лавр Г. Корнилов)가 7월 19일 반혁명 군사 반란

을 일으켜 병사와 국민의 사기 하락은 물론 정권 유지조차 곤

란해졌다.7)

6) 알렉산드르 F. 케렌스키(1881-1970)는 1905년 혁명 이후 사회혁명당원

으로서 제4차 두마의원이었다가 1917년 2월 혁명 직후 법무장관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는 7월에 육해군 참모총장을 겸하고

수상직까지 맡았으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퇴진하고 말았다. С. С. Хром

ов(гл. ред.),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и военная интервенция в СС

СР, Энциклопедия, М. :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с. 260.

7) С. С. Хромов(гл. ред.), там же, с. 260;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1996,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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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쟁에 투입되었던 병사들은 노동자농민 출신이 대부분

이었다. 제정러시아 제국군에 징집되어 장기 복무 중인 병사들

은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 귀가할 날만을 고대

하였다. 이들 사이에 소비에트를 장악한 볼셰비키가 전쟁 종식

과 평화를 선전함으로써 불만에 찬 병사들은 중립적 입장을 취

하거나 친소비에트 경향이 강해졌다. 상당수 병사들이 볼셰비키

봉기 대열에 동참한 것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배

경이었다.

▴임시정부�내각� 구성(왼편� 우상� 법무장관�케렌스키)과� 제1차� 회의� 모습

혁명 수행과정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전쟁 반

대를 외치며 임시정부 타도에 앞장섰던 친소비에트 병사들은

노동자 경찰대(отряды лабочей милиции) 내지 적위대(Кр

асная Гвардия, The Red Guard)에8)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군사조직(во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은 1917년 2월 혁명 직후인 4

월 경 당과 소비에트를 보호할 목적으로 볼셰비키가 중심이 되

8) 적위대는 1905년 12월부터 실체가 드러난 일종의 가신(家臣) 군사조직

(드루지나)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М. В. Захаров(ед.), 50 лет вооруж

енных сил ССР, М. : Воениздат, 1968, с.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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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직되었다.9) 당시 적위대는 모스크바, 페트로그라드 공장과 친

소비에트 병사(크론슈타트 3천명) 등 생산단위 지역별로 구성된 조

직이 점차 군사조직으로 확충되어 나갔다. 적위대는 유럽러시아의

중앙에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도시를 장악하였다. 적위대는

13 내지 15명을 한 단위(십인제)로 삼아 600명 정도가 1개 대대를

이뤄 지구대(районый отряд Красной гвардии)로 편성되었다.

▴혁명�전후� 적위군에�지원하는�노동자들� �

1917년 3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요구에 따라 임시정부

는 적위대 내에서 군 민주화가 실현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였

다. 명령 1호로 발표된 내용은 “1) 선거를 통해 구성한 병사위

원회 인정, ... 3) 무기는 병사위원회가 통제하며 장교에게 절대

지급하지 말 것, 4) 장교에 대한 경례, 직함 폐지, 5)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압력 금지, 6) 장교는 병사들에게 ‘너(Tyi)’라

9) 3월 12일 발생한 시위는 발포령에 반대한 일부 군부대의 반란 및 합류

로 짜르 체제 전복에까지 이르렀다. 일부 연대 병력은 군사당국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사관 지휘 하에 시위 반란에 가담하였다. 이

재훈, 『소련 군사정책 1917-1991)』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2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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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함” 등이었다.10)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과거

‘정치범죄자’로 구금된 병사들을 석방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결정적으로는 고참병사들 중심으로

제기된 군동원 해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에트군대

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전선부대의

와해라는 위험성이 드러나 독일군 침공에 무기력한 후퇴만 거

듭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혁명�직후� 적위대� 병사들

1917년 10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혁명군사위

원회(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енный совет; Реввоен레보엔)가

구성되었다. 트로츠키가 중심이 된 혁명군사위원회는 과거 제정

러시아가 제국군을 지휘하던 총사령부(Ставка)를 대신하고 제

정 러시아군을 해산한 후 그 자리에 군관구를 설치하였다.

10) F. Benvenuti, The Bolsheviks and the Red Army, 1918-1922,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8, pp. 6-7; 이재훈, 『소련

군사정책 1917-1991)』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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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위대원을�태우고� 혁명사령부�

스몰리니궁전을�떠나는� 장갑차

▴10월� 혁명� 포문을� 연� 순양함�

오로라� � �

볼셰비키의 선전선동은 적위대를 중심으로 무장세력 내부에

확산되어 혁명운동 과정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1917년 10

월 24일(11. 6) 저녁 10월 혁명이 개시되었을 때 적위대 등 무장

세력은 혁명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동궁(冬宮 - 현재 에르미

타쉬 박물관, 필자) 점령 등 혁명 전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페트로그라드 앞바다 요새 크론슈타트에서 해군 병사들

이 그리고 발트해 연안의 라트비아 소총부대병사들이 혁명대열

에 적극 동참하였다. 네바강 가에 정박해 있던 아브로라(Aurora)

순양함이 공포(空砲)를 쏘아 혁명 개시를 알리자 동궁에 위치하

던 임시정부는 공포(恐怖)에 질려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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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러소비에트대회로�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위원들

1917년 10월 26일(11. 8) 제2차 전러소비에트대회가 열려 임

시정부 해체를 공식화하고 즉각적인 휴전제의와 모든 권력을

노농병대표 소비에트에 이양한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전러소비

에트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

갔다.11) 10월 혁명의 ‘개선 행진’이 제정러시아의 전 지역에 걸

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선두에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다

수파인 볼셰비키가 섰고 노농병소비에트가 본진을 이루었다. 1

억 5천만 인구와 150만 병력을 유지하던 제정러시아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이들이 내건 혁명 슬로건은 ‘사회

적 계급의 철폐와 평등한 시민권 회복 그리고 제민족의 자결권

보장’12)에 있었다. 그동안 인류가 시도해 보지 못한 유토피아를

볼셰비키가 구현하겠다는 과학적 공산주의 실험을 지켜봐야 했다.

11) “노동자, 병사, 농민들에게 !(1917년 11월 8일 제2차 전러노동자농민병사

대표소비에트),” В. И. Ленин, ПСС, Vol. 35, М., 1935, с. 11-12; 이재훈,

『蘇聯軍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19-20.

12) 이 슬로건은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당 제2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것으

로 혁명의 목표로 계속 제시되었다.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решения

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нов ЦК. Т. 1. М., 1983, 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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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정부는 우선적으로 독일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

한다며 무배상, 무합병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전제로 한 평화

를 선언하였다. 연합국의 호응이 없자 소비에트러시아는 12월 2

일 단독으로 독일에 평화교섭을 제안하였다. 평화협상에는 독일

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가 참가했으며 그리고 이제 막

민족국가를 설립한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인 대표로 참여하였다.

회의 장소는 폴란드와 백러시아 국경도시인 브레스트-리토프스

크였다.

▴협상을�위해�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도착한� 러시아대표단

러시아는 요페(А. А. Иоффе), 트로츠키(Л. Д. Троцкий),

소콜리니코프(Г. Я. Сокольников) 등을 번갈아 파견하여 협

상을 추진하였다. 한 달간의 토의 끝에 1개월의 임시 휴전협정

을 체결하였다. 그 사이에 볼셰비키는 제3차 전러소비에트대회

를 열어 노동자의 무장과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 그리고 유산계

급의 무장해제를 국가건설의 방침으로 정하고, 191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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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РСФСР, 이하 소비에트러시

아)을 선포하였다.13)

▴적군�창설� 당시� 소비에트러시아의�내각� 구성원들

(가운데� 위원장� 레닌을� 중심으로�스탈린,� 트로츠키�등이� 포진됨)

13) 사실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 볼셰비키는 1918년 1월 16일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1주일 후인 1월 23일 러시

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새로 구성된 국가의 성

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다가 1918년 7월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공화국, 1922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СССР)으로 발전시키

면서 러시아민족의 연방국가가 여타 여러 민족의 국가들이 자유로이

구성된 다민족 연방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로 러시아 역사는 고

대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 제정러시아, 소비에트러시아 그리고 현대러

시아로 시기구분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10월 혁명에서 소련 성립 시

기를 소비에트러시아, 소련 성립 이후를 소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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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포 이후 개최된 구성된 소비에트인민위원회(Совнарком)

에서 위원장 레닌은 1월 15(28)일「적군 창설령」을 내려 정규군인

노동자농민적군(Рабоч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 : РККА 

이하 적군(赤軍))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월 29(2. 11)에는 노농적

해군 편성령에 따라 해군(Декрет о организации РКК флота)

이 편성되었다. 소비에트 정규군 창설을 명문화한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국방력 재건에 나서게 된다.14) 적군 창설령에는 엄격한 계

급적 성격과 혁명성을 강조하였으며 병력 충원은 혁명의지가 강한

소비에트 병사들의 자발적 지원 원칙에 따라 충원된다 하였다.

▴소비에트러시아의�노동자농민적군(РККА)� 창설열병식

14) 현재 러시아연방군이 계승한 소련군의 전신인 적군 창설일은 1월 28
일이 2월 23일이다. 다. 전러중앙집행위원회가 1월 3(16) 적군 구성을
승인한 후 15(28)일 인민위원회 의장 레닌이 적군 창설령에 서명하였

고 군사문제인민위원부(Наркомвоен) 산하에 전러 적군조직 및 구성
협의회를 설치해 건설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볼셰비키정부는 러시아

연방 정규군 공식 창설일을 2월 23일로 삼았다. 이날 적군은 폴란드
와 백러시아 접경도시인 프스코프와 나르바 지역으로 나가 파시스트
독일에 대한 대적 군사활동을 전개한 날이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의

미를 살려 적군 창설의 의미를 담아 ‘조국수호의 날’로 삼아 동시에
기념하고 있다. 300 ле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
анкт-Петербург : Славия, 2003, c. 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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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러시아가 이 정규군을 창설했다하여 곧바로 정예부대일 순

없었다. 소비에트 적군은 혁명운동에 가담한 노동자농민들이 지원하

여 구성된 미숙련 부대였고 이들을 관리할 중앙 지휘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918년 1월 19일 출정하여 독일 침공부대에 맞선 페트로그라

드 군관구 소속 부대 역시 대부분 노동자로 구성된 병사들이었다.15)

러시아의 ‘숨돌리기’ 의도를 간파한 독일은 보다 강경한 자세로

협상을 재개하면서 브레스트-리토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북지역,

즉 발트해 연안지역까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그리고 그 이남지

역은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겠다며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16) 이에

러시아측 대표 트로츠키가 평화협정 없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귀국하자 독일은 곧바로 공세를 재개하였

다. 1918년 2월 18일 공세를 시작한 독일은 소비에트 적군의 저

항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연안 깊숙이 진격

하였다. 소비에트 적군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전제로 영토할양

을 요구하며 공격을 재개한 독일군의 공세에 패배만 계속하였다.

독일의 침공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전개되자 국민들은 크게 동

요하였다. 식량 및 생필품이 떨어져 극도로 민심이 이반되었고 염

전 현상이 심화되었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이미 깊숙이 진격해 온

독일의 과도한 영토 요구에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이르자 별 대안

없이 3월 3일 굴욕적인 평화조약17)을 맺게 된다. 소비에트러시아

15) 300 ле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Славия, 2003, c. 226.

16) 김용구,『세계외교사』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원, 2013, pp. 602-603.

17)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в документах 1917-1993 гг. Т. 1. М. Ильби,

1994, с. 115-117.(이재훈, 『蘇聯軍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52-54. 재인용)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은

부록 을 참조하시오. 그러나 이 조약은 체결 당사국인 독일에서 1918년

11월 혁명이 발생하자 소비에트러시아가 즉각 이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

였고, 연합국조차도 독일 항복의 조건으로 이 조약의 효력 상실을 내걸

었기 때문에 독일이 패전하자 동시에 조약도 함께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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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의 첫 번째 성과치곤 매우 초라한 결과였

다.(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원문은 부록 No. 1을 참조)

� �

▴총검위협의�굴욕외교에�서명하는�트로츠키(풍자화)(왼편)와� 조약문(오른편)

볼셰비키 정부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을 통해 독일의 침

공을 일단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제정러시아의 서부지

역 대부분을 독일에 할양하는 굴욕외교였다. 소비에트러시아는

폴란드 외에 발트연안 국가, 핀란드,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서부영토 대부분을 양보하였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카프카즈 산맥

이남의 흑해 북부 인접지역을 터키에게도 할양했다. 핀란드와 우

크라이나는 러시아군대가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로써 소비에트러

시아는 토지경작지의 27%, 탄전 89%, 철강 산업기반의 약 73%,

철도망 26% 그리고 유전지대 대부분을 상실하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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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러시아가 독일의 침공에 얼마나 다급해 했는지는 러

시아 평화협상단(русская мирная делегация на заседании 

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Брест-Литовске)의 발언에서도 드

러난다. 이 평화조약이란 “손에 무기를 쥔 채 받아쓴 것이며, 혁

명 러시아가 이를 악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조약”이라 하

였다. 더 나아가 이 평화조약은 “러시아변방에 해방을 가져다준

다는 기치 아래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독일의 지방으로 전락되어

노동자농민 혁명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자유로운 자결권을 잃게

되는 조약”이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

어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고 한탄하였다.18)

하지만 소비에트러시아는 독일 침공에 따른 패망 위기를 브레

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 벗어났다. 러시아공산당(볼)(РКП

(б))은 제7차 임시 전당대회(1918. 3. 6 – 8)에서 비록 굴욕적

외교였기에 우익공산주의자들의 성토가 심했지만 막 탄생한 소

비에트정권의 유지를 위해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조약체결로 기

대했던 실질적인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 이른바 ‘브레스

트 평화(Брестский мир)’ 체제가 곧바로 조성되지는 않았다.

소비에트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려 했으나 추축국

독일을 대신에 영국, 미국 등 연합국들이 도발한 전쟁에 이끌려

연속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18) “Декларация, оглашенная русской мирной делегацией на з

аседании 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Брест-Литовске 3 марта 

1918 г.,” Ю. Фельштинский, Крушение мировой революции.
Брестский мир октябрь 1917 - ноябрь 1918., М. : Терра-Terra,

1992, с. 58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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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스트평화’조약으로�러시아가�상실한� 영토

그러나 ‘브레스트평화’에 대한 평가는 소비에트러시아의 역사

가 말해 주듯이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란 전략적 후퇴로서

위기를 극복한 후 강국으로 나서게 하는 계기였다. 그 ‘숨돌리

기’ 시간에 소비에트 혁명정부는 러시아사회주의 연방을 결성하

고 정규군인 적군을 창설하여 국가정체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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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간섭, 내전기 군사정책

1. 외국군 개입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유럽의 동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인 소비에트러시아

가 출현하자 국제질서는 새롭게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질서에 완전히 낯

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적 파동은

단순히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남으로는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동으로는 우랄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그리고 다

시 극동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했다.

소비에트러시아 정부가 바랐던 이른바 ‘브레스트 평화(Брест

ский мир)’는 곧바로 오지 않았다.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맺은

추축국과의 조약은 추축국을 상대로 싸웠던 연합 주축국들의

반발을 넘어 간섭전쟁이라는 내정 개입을 초래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및 일본 등은 1918년 3월 러시아가 조약을 승인할

즈음 런던에서 개최한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정하고 러시아군이 진출했던 주요 접경지역(국경, 항

구 등)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은 이로써 제정러시아 대신 등장한 소비에트러시아가 추

축국 대신 연합국과 전쟁을 벌여야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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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에 명기된 소비에트러시

아 군의 철군 접경지역에서 독일군이 러시아군의 무기와 군장비,

원료 등을 가져갈 수도 있음을 막기 위함이란 명분을 내세웠다.19)

▴소비에트인민위원회(СОВНАРКОМ)� 회의� 모습

또한 러시아의 전선 이탈은 곧 독일에게 서부전선에 집중할

기회를 주는 셈이었다.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간섭전쟁에 앞장

섰다. 3월 9일 영국군 부대가 최초로 무르만스크에 상륙하여 군

사활동을 벌였으며, 4월 5일에는 일본군을 뒤따라 블라디보스톡

에도 상륙하였다. 영국군은 8월 2일 미국군과 함께 아르항겔스

크로 진격하였고, 11월에는 바쿠와 코카서스의 바투미로 진격함

19) 한편 러시아에 간섭군을 파견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과는

달리 일본은 ‘러시아로 진입한 즉시 무기와 군장비, 원료 및 연료 등

을 독일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И. Берге, Исторические недоразумения? Холодная война 
1917-1990, М.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6, с. 27-28. 일본

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그에 연계된 러시아 빨치산을 축출하고 더 나아

가 시베리아를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출병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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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러시아를 동서남북으로 압박하였다. 이 지역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이 지정한 접경지역과 거의 일치하였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군 역시 유럽과 극동전선에서 군을 전개

시킴으로써 소비에트러시아 혁명정부를 압박하였다.

한편 일본의 간섭전쟁은 다른 연합국과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연합국간 출병협정을 맺기도 전인 1918년 1월 12일 블라디보스

톡에 군함을 파견하였다. 명목은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는 구

실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시위를 단행하며 러시아 정세를 파악

하고자 함이었다. 1918년 3월 연합국간 휴전 협정이 맺어지자 미

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은 4월 5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블라디보스톡에 병력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오래 연해주와 사할린에 머물면서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상륙해� 시가행진하는�일본간섭군

소비에트러시아는 연합국이 간섭전쟁에 합의했음을 인지하고

협의 중인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당

결의안「전쟁과 평화」항목20)에 적군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20) 제7차 당결의안의「전쟁과 평화」항목의 주요 내용은 부록 No.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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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수 도출해 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성인에 대한 군사훈

련을 실시하여 대중 조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지원제로 규정

했던 정규군 모집을 의무제로 전환하여 군사력 충원을 안정시

킨다는 점이었다.

소비에트정부는 군사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하여 유격대 수준

의 적군을 정규군 무장체제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다만 적군을

정규군으로 체계화하는 데에는 이념투쟁을 거쳐야 했다. 세계노

동자 혁명을 지향하는 혁명정부의 군대는 프롤레타리아트 동지

애 속에 혁명을 지원하는 지역민병대로 충분하다는 정치세력이

상당했다. 의용민병대 체제를 선호한 이유는 짜르 전제나 부르조

아 민족국가를 옹호하며 계급이해에 충실하던 군에 대한 거부감

이 대부분 혁명세력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

는 독일 혹은 연합국 군대와 같이 체계화된 군대조직을 갖춘 국

가가 침공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1918년 5월 29일 「적군 의무복무령」에 따라 징병제를 도입

하였다. 즉 적군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확립을 위한 방어기제

로서 동원에 의한 상비 정규군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 그 결

과 1918년 초 30만 명 정도의 정규군 병력은 가을인 10월 경

약 80만 명으로 늘어났다.21) 당시 백위군은 70만 명 정도로 평

가되던 상황이었다. 이는 곧 백위군과 적군 간의 전력이 엇비슷

해졌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외국군의 출병에 따라 간섭전쟁이

21) 소비에트학자 소콜로프스키는 『군사전략』에서 적군 병력이 1919년

초 150만 명으로 늘었고 그 후 매월 20만 명씩 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방 역사학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19년 2월 적군 규모

는 약 36만 3천 명 정도였기에 상당한 아리를 보여준다. М. В. Захар

ов, 50 лет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М., Воениздат, 1968, с. 77;

J. Erickson, The Soviet High Command,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62, pp. 31-60; 황용남, 『구소련군 조직과 새로운 군 구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5,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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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이었으므로 여전히 적군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1918년 5월 발생된 체코군단의 반란은 적군이 상비군으로 전

환하는 데 일조하였다. 체코군단이 극동으로 이동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지방소비에트 정부를 무너트리는 등 그 피해가 컸으나

지방소비에트가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동부전선

이 백위군에게 계속 유리하게 전개되자 적군은 지휘체계를 중

앙으로 집중시켜 통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1918년 7월 야전참모부가 창설되어 적군 최고사령부 휘하에

두었다. 1918년 9월 2일에는 혁명군사위원회를 창설하여 적군의

행정, 보급 및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18년 11월

30일 노동자농민국방위원회가 창설되어 반혁명 세력과 투쟁할

군 구조 육성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소비에트인민위원장인 레닌

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권력

구조상 최고 조직이었으나 실질적인 군 운용은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인 트로츠키에게 부여하였다.

1919년 3월 중순 제8차 러시아공산당(볼) 전당대회(1919. 3.

18-23)가 열렸다. 이때 소비에트러시아는 소비에트정부가 들어

선 지역에서의 민족국가 수립 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위협적인

외국 간섭군과 백위군 세력의 반소비에트 활동에 대한 위기의

식을 고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였다. 이때 적군 건설문제(во

прос о стройтельстве Красной армии)를 다루면서 국방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여전히 당내에는 적위군체제(па

ртизанщина)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여전히 군사반

대파(военная оппозиция)들은 동지적 규율 속에 엮인 빨치산

성격의 부대가 혁명을 지원하는 군대로 족하다는 생각이었다.

군사반대파는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는 병사들 사이에 계급으로

상징되는 군 위계질서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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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산당�제8차� 상임위원회�회의� 모습

그러나 ‘유토피아’적 군사정책은 제8차 당대회에서 철저히 재

검토되었다. 적군은 정규군 체제로 바뀌어 언제라도 전쟁에 임

할 수 있는 부대여야 했다. 트로츠키를 대신하여 소콜리니코프

(Г. Я. Сокольников)가 군사인민위원회 테제를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빨치산 성격의 지원군 부대를 철의 규율을 지닌 정규군

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군사반대파인 스미르

노프(А. Н. Смирнов)는 기존의 빨치산 형태의 군사력만으로도

프롤레타리아는 국내외 반혁명분자들을 축출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정규군을 만든다면서 적군을 제정러시아의 군대처럼 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양측의 발표 이후 재개된 선거에서 정규군 건설

을 선택함으로써 트로츠키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 내용은 1919년

3월 23일 발표된 다음의 「전당대회 폐회사」에 잘 나타나 있다.22)

22) “... 적군(赤軍)이 세계 최초로 창설되었으며, 노동자와 농민들은 ... 권

력을 수호하고, 전세계적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호

하고 ... 만장일치로 철의 규율에 기초한 정규군 건설 프로그램을 확

정하는데 성공하였다. ...” 「전당대회 폐회사」, В. И. Ленин, ПСС,

Vol. 38. М., 1965, с.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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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당대회 결의안의「군사사업(о военной работе)」항목을

보면 러시아 백군을 정규군인 적군(Красная армия)으로 조직하

기 위해 러시아 공산당이 취할 기본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23) 첫째, 적군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수단으로 프롤레타리아

트 등으로 구성된 계급군대이다. 둘째, 모든 프롤레타리아트나 반

프롤레타리아트는 군사업무를 습득하고 관련 과목을 학습한다, 셋

째, 확실하고 자기희생적인 정치위원이 전투지휘관 옆에 위치해

나란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부대 세포조직을 설립한다. 이로써

군 내부의 이념적 연대와 의식적 규율 정립을 도모한다. 넷째, 단

기에 병영을 군사 및 군사정치학교 형태로 만들어 병영 생활을 익

히며 작업소나 공장, 직능단체나 농촌빈농조직 등과 밀접한 연계

를 갖는다. 다섯째, 조직적 연대와 견고함 있는 혁명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업무에 유능하고 정력 넘치며 충성스런 병사를 양성

하여 사령부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비록 세계전쟁에 작

전, 기술적 경험이 있는 구정권 군사전문가를 충원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수중에 사령부에 대한 정치지도와 전면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혁명계급군대가 선발과 임명에 있어 조화는 지휘간

부나 군부대의 단결 및 부대 구성 수준에 좌우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엿볼 수 있는 점은, 우선 많은 내용이 군사

반대파를 의식해서인지 군대가 혁명적 계급군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비에트 군대의 특성이랄 수 있는 ‘정

치야체이카’를 군대 각 부대에 설치하여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

반 사병과 함께 병영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목표는 ‘군

과 사령부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지도 관철과 통제’에 있었으며

‘정력있고 충성스런 병사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23) 제8차 당결의문의「군사사업」항목은 부록 No. 4를 참조하시오. ИМЭ

Л, ВКП(б) в резолюц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Часть I. (1898-1925), М.: Партиздат ЦК ВКП(б), 1936, с.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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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사인민위원회(военнарком) 조직으로 설명되는데 군

사인민위원은 직업군인(장교, 지휘관)의 충성심을 감시하고 심

지어 자신이 구상한 전략전술을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외국군

의 간섭전과 내전을 치루면서 소비에트혁명군엔 제정러시아 출

신의 경험많은 장교들이 대거 기용되어 왔는데, 이들에 대한 견

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군사인민위원의 주 공급기관은 내전기

황급히 설치된 군사학교 출신들이었다. 이들 신임 장교들은 볼

셰비키 입장에서 초급 ‘적군지휘관’으로 열정을 갖고 직무에 임

했다. 이들은 백군을 지원하는 외국간섭군에 대항하여 애국주의

적 열성과 헌신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24)

1919년 6월 마침내 러시아 적군을 단일한 군대조직으로 개편

할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적군은 61개 보병사단, 12개 기갑사단

및 1개 합동기마부대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1919년 가을 무렵

소비에트정부는 백위군과 외국간섭군에 밀려 과거 제정러시아

가 보유했던 영토의 3/4을 빼앗긴 상태였다. 게다가 8월 20일에

는 레닌이 피습되는 사건이 발행하여 비상시국이 선포되지 않

을 수 없었다.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1918년 9월 2일 전러중앙

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ьнитель

ный комитет : ВЦИК)를 열어「소비에트공화국의 군사캠프

로의 전환 결정문」25)을 통하여 당시 소비에트러시아가 실효적

24) 육군본부, 『소련군사』 서울 : 육군본부, 1975, p. 39.

25) “소비에트공화국을 군사캠프로의 전환 …

소비에트공화국을 군사캠프로 전환한다. 공화국의 모든 전선과 군사기관

에 각각 1개의 총사령부와 함께 혁명군사소비에트를 조직한다. 사회주의

공화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강도들에 대한 무력투쟁에 투입한다.모든

국민은 직업 및 연령에 관계없이 소비에트정권이 부여하게 될 국방의무

를 절대적으로 수행한다.……” (전문은 부록 No. 2 참조)

출전 :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 3, М., 1964, с. 268.(이재훈,

『蘇聯軍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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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배하는 지역을 군사캠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동시에

지방 각 전선에 혁명군사소비에트를 설치하는 등 국방을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전시공산주의(военный ко

ммунизм)26) 시기에 돌입하였다.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

로 해당 지역 내 사회경제적 기반을 전쟁 소요에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소비에트정부는 적군에게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공

급하기 위해 전 중소, 대기업의 국유화, 곡물의 국가 독점 그리

고 식량징발, 외국무역 독점 등 국민경제 전 분야에 걸친 엄격

한 중앙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모든 행정,

경제기구를 국방조직과 군사력 건설에 집중시키도록 ‘노농방위

소비에트’를 건설하여 국방력 확충에 매진하였다. “국방을 위하

여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권을 노농방위소

비에트에 부여한다.”27)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0년에 들어서면서도 전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

이르자 노동자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우선 비상 정책에

의한 식량 징발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의 불만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고 페트로그라드 등 도시 내 공장에서 근무하

는 노동자들이 생필품 부족과 염전 현상이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1921년 3월 21일에 열린 제10차 당대회에서는 식량징발을

현물이 아닌 식량세로 내도록 하였고 전시공산주의를 폐지하고

민생을 도모하는 신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

26) 전시공산주의(戰時共産主義, Военный коммунизм)는 소비에트러시

아가 간섭 전쟁과 내전을 이겨내기 위해 정치·경제·문화에 걸쳐 1918

년 9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실시된 비상 정책이다.

27) Из истори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СССР. 1918-1922, vol 1, М.,

с.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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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로�출병한� 연합국� 간섭군들의�블라디보스톡�시가행군�모습

2. 내전 격화와 일본군의 극동시베리아 침략

앞서 언급하였듯이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 이후 러시아유

럽지역에서는 1918년 1월 23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

화국(РСФСР)가 성립되었다. 이 소비에트정부가 3월 독일과 평

화협정을 맺었지만, 오히려 외국간섭군과 백위군과의 내전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반볼셰비키 군사활동에 나선 백위군들

은 시베리아, 남부러시아 및 볼가강 유역 등지에서 자체 임시정

부를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분점해 나갔으며, 영국, 미국, 프랑

스 등 연합국과 연락하여 반소비에트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였

다. 이들은 단일한, 분할되지 않는 제정러시아를 회복하겠다는

데 그 목표를 두면서 시베리아 등 해당지역을 러시아로부터 완

전히 분리시키고자 다양한 형태의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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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혼돈 그 자체였다.

1917년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제1차 극동지방소비에트대회가 열

려 소비에트극동지방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사

회민주당 내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그리고 러시아 사회혁명당원

등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었다. 소비에트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루사노프(А. Н. Русанов)를 극동전권위원

으로 삼아 극동지방에 대한 통치력 장악에 나섰다. 러시아 극동

지방 역시 중앙과 마찬가지로 이중권력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1917년 5월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전러한인대표자대회가 열

려 전러한족회중앙총회를 구성하였다. 한인사회단체가 최초로

구성한 중앙집행기관으로 문창범이 회장, 한명세가 부회장이었

으며 윤해가 기관지 청구신문의 주필을 맡았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사회주의계 인사들은 한인

신보를 발행하다가 1917년 7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아령한인대표

자회의를 열어 국적을 불문하고 18세 이상 남녀 모두가 참여하

여 단결하며 볼셰비키운동에 대한 한인 항일부대의 참여를 논

의하였다.28) 중앙위원으로 위원장 이동휘를 위시하여 군사부장

유동렬, 선전부장 김립, 그리고 김알렉산드라 등이 참여하였다.

중앙위원회 상임간부회는 조직부, 선전부, 군사부를 두었고29)

28) 이 회의에는 이동휘를 비롯하여 김알렉산드라, 박애, 유동렬, 이한영,

김립, 오성묵, 오하묵, 이인섭, 유스테판, 오와실리, 림호, 전일 등이

참가하였다. 이에 찬동하는 인사들은 후일 1918년 4월 28일 한인사회

당을 창당하였다. 십월혁명십주년기념준비위원회 편, 『십월혁명십주

년과 소베트고려민족(Десятиление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с

оветск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Владивосток : 크라스노예델로,

1927, с. 46; Ким М. Т.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ч в борь
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 М.,

1979, с. 41-49.

29) ЦГАДВ, ф. р-919, оп. 1, д. 18, л. 9;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Наука, 1965, с.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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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내 한인들이 참여하는 무장부대 양성을 독려하였다. 중앙

위원회 군사부는 우선적으로 사관학교를 만들어 배출 인력을

중심으로 한인 적위병 부대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1917년 11월 페트로그라드에서 10월 혁명이 발발하자

극동지방에서도 혁명의 여파가 일었다. 곧바로 제3차 극동소비

에트대회가 열려 집행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극동소비에트정부가

구성되었다. 극동소비에트대회 역시 볼셰비키가 다수였기에 정

부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볼셰비키가 장악하였다. 그러나 극동지

방은 여전히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잔존 세력과 새로

이 기승을 부린 백위군 세력이 뒤섞여 그 어느 쪽이 주도권도

쥐지 못한 채 혼란 상태가 지속되었다.

유럽러시아에서는 유데니치(Н. Н. Юденич)부대가 무르만스

크를 중심으로, 남부러시아에서는 데니킨(А. И. Деникин)부대

가 볼가강유역을 중심으로 반소비에트 운동에 나선 것처럼 극

동시베리아에도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여 구체제를 옹호하던

군벌들이 형성되었다. 극동시베리아 백위군은 단지 반소비에트

운동이 아닌 이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분리해 독립하려는 목적

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연합국과 제휴해 사태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들었다.

1918년 5월 체코군단의 반란이 발생한 직후인 6월 1일 권력

공백상태인 시베리아에서는 옴스크(Омск) 시를 중심으로 콜차

크(А. В. Колчак)가 시베리아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는 7월 11

일 시베리아 각지의 백위군을 통합하기 위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다가 11월 무력으로 전권을 차지하였다. 전러시아 최고통

치자를 자임한 콜차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개입전쟁에 나

선 연합국에게 제정러시아의 채무이행을 약속하며 열강의 승인

을 얻었으며 전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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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기�백위군�세력�분포도(출처� :�윤상원,� 『러시아지역�한인의�항일무장투쟁�연구』)

체코군단은 체흐인, 슬로바키아인 출신 군인들로서 러시아군

포로로 우크라이나전선에 투입되어 독일과 전투 중이었다. 브레

스트-리토프스크에서 러시아와 협상 중이던 러시아와 독일은

이들을 유럽 서부전선으로 이동시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체

코군단이 시베리아를 거쳐 귀환하던 중 적군과 충돌하여 시베

리아철도 연변지역을 장악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봉기하여 소

비에트지방정부를 전복시킨다. 그 결과 1918년 6월 29일 데르베

르(П. Я. Дербер)가 수반인 시베리아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그로데코보에서 봉기한 호르바트(Д. Л. Хорва

т)가 우수리스크에서 발흥한 칼미코프(В. М. Кальмыков)와

체코군단의 지지를 얻어 극동임시정부를 세워 양립하게 된다.

한편 1918년 6월 즈음 유럽러시아 지역에서 소비에트군이 콜

차크군을 압박하면서 우랄지역 남부의 칠랴빈스크를 장악하였

다. 이에 보조를 취하듯 극동소비에트정부는 7월 4일 하바로프

스크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인민들에게 방어전에 동참하길 호소

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징집령을 내려 총력전에 나섰다. 이때 한

인사회당 소속 제1 한인적위병 부대원 100여 명이 동참하여 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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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전투를 벌였다.30) 그러나 극동소비에트정부는 일본군 등 외

국간섭군의 지원을 받은 칼미코프 백위군에게 밀리고 말았다. 하바

로프스크를 점령당한 극동소비에트정부는 9월 4일 백위군에 의해

외무위원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가 처형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블라고뷔센스크로 피신한 극동소비에트정부는 1918년 9월 12

일 이후 모든 활동을 비합법활동으로 전환하고 빨치산 투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31) 이후 빨치산 부대들이 하바로프스크

와 아무르 일대에는 농촌과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갔

다. 항일무장운동을 벌이던 한인들 역시 의용군 형태로 러시아

빨치산과 연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하바로프스크와 연해주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백위군계, 그 중에

서도 호르바트의 극동임시정부는 9월 20일 옴스크의 시베리아정부

의 지지를 얻어 극동지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 기

세를 몰아 콜차크 시베리아정부는 자바이칼지역을 무대로 반소비에

트 무장운동에 나선 백위군 사령관 시묘노프(Г. М. Семёнов)마저

포섭해 자바이칼 군무지사로 임명하면서 지역 통합에 나섰다.32)

그러나 콜차크부대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와는 달리 유럽러시아

동부전선에서 소비에트 적군에게 밀렸다. 1918년 11월 소비에트군이 옴

스크를 점령하고 바이칼 방면으로 계속 진격하자, 위세를 잃은 콜차크

는 연합군에 피신하여 의탁했지만 적군에 넘겨져 총살당하고 말았다.

시베리아 지역에 비해 극동연해주 지역은 여전히 백위군 세력이 건재

30) ЦГАДВ, ф. р-919, оп. 1, д. 18, л. 10;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 Наука, 1965, с. 93; 조

동걸, 염인호, 「러시아혁명 후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러시아지역

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교문사, 1994, p. 173.

31) Б. И. Мухаче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ё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
ские очерки.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 95.

32) 憲兵司令部, 『西伯利出兵憲兵史』東京 : 國書刊行社, 1976, p. 10-12;

윤상원,「시베리아 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한국사

학보』41호, 2010, pp. 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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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본의 개입전쟁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일본의 출병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만

주와 동부시베리아를 포함한 극동지역을 장악하려는 침략전쟁이었다.

일본은 1918년 5월 중국 베이징정부(돤촤루이)와 군사협정을 맺어

대적 공동 활동에 합의하였다. 소비에트 적군의 시베리아 진출을 막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추축국에 대항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도모

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배후를 안정시키고 북만주와 바이칼 방면으로

군사활동을 적극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1918년 8월이 되어 일

본군은 북만주까지 거의 점령하여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하게 된다.

일본은 출병하면서 연합국간 합의에 따라 병력을 파견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연합국간 합의 이전부터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후엔 합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를 보더

라도 일본의 파병목적은 단지 소비에트 정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극동시베리아를 점령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33)

▴내전기에�참전한� 한인� 의용군

33) 일본 학계에서도 널리 주장되듯이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은 일종의

침략전쟁이었다. 1918년 8월에 본격적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출병한 일

본군은 1922년 10월까지 만주와 극동시베리아를 점령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일본군이 최후로 철군한 시기는 1925년 사할린

에서 퇴각할 때였다.(참조 : 原暉之, 『シベリア出兵』筑摩書房,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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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5월 체코군단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파병이 본격화되자 일본 역시 추가로 파병하

였다. 파병 규모는 연합국과 합의한 1만 2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병력 2만 8천 명이었다. 일본군은 처음에 일본방위군 소속의 제

12사단을 파견하고 그 후에 제3, 제7사단을 연속하여 파병하였

다. 이와는 별도로 식민지조선에는 상주군 병력이 주둔해 있어

국내치안과 더불어 대소 견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간도 지역

항일독립군을 초토화시키는 데는 제19사단이 임무를 맡았다.34)

이로써 극동으로 파견된 외국간섭군의 대부분은 일본군이 차지

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시베리아 침략을 가속화시킨 사건은 1920년 3월 12

일부터 5일간 전개된 ‘니콜라예프스크(尼港) 사건’이다. 파병 중

인 일본군이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잠정 합의를 깨고 이동

중인 한·러 빨치산을 공격하자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사건 경

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본측은 일본 군인만이 아니라 영사

관 부부를 포함한 민간인 등 총 700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

견했을 뿐만 아니라 치를 떨게 할 만행을 저질렀다.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한 일본군은 4일에서 5일 사

이 신한촌을 기습하여 한인사회를 무참히 파괴하는 ‘4월 참변’

이란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의 작전 의도는 일본 신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일 빨치산 부대의 온상이 될 만한 한인

촌을 섬멸하는 데 있었다. 이때 한민학교와 한민보관 등 주요

건물이 불탔고 한인 지도자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경섭 등

34) 서민교,『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천안 :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9, pp. 2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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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한인 인사들이 학살당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2,500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일본군의 학살만행은 광란에 가까웠다.35)

▴1920년� 4월� 5일� 연해주� 스파스크에서�한인독립운동가를�

잔인하게�학살한� 후� 무덤덤히�둘러보는�장면(박� 환� 교수� 제공)

▴1920년� 4월� 일본군이�불태운� 하바로프스크의�한인독립군�가옥

(박� 환� 교수� 제공)

35) 4월 참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반병률,「4월참변 당시 희생

된 한인애국지사들」,『역사문화연구』 제26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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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단별� 지역� 관할� 병사부(1939년� 9월� 현재)36)

관구 관할 병사부 관할 병사구 비고

제19사단

(나남)

보병 제37여단 

(함흥)
함경남도

압록강 대안의 만주 

경계

보병 제38여단 

(나남)
함경북도

두만강 대안의 소련 

경계

제20사단

(용산)

보병 제39여단 

(평양)
평안남북도, 황해도 상동

보병 제40여단 

(경성)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조선통치 / 대외침략 

대비

(대구) 경상남북도 상동

(광주)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상동

한편 1916년 이래 한반도에 조선군 명칭의 상주군을 둔 일본

은 제19사단으로 하여금 두만강 대안의 소련군 및 항일독립군

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다.37) 제19사단은 나남에 본부를 두

고 간도지역에 임시파견대를 두는 등 두만강 건너 소련의 동향

과 간도 등 만주 일대에서 전개되는 항일독립운동을 예의 주시

하고 있었다. 제19사단은 1920년 6월 봉오동, 10월 청산리 전투

에서 참패한 후 보복전으로 독립군 토벌에 집중하였다.

36) 조건,「일제강점 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 상주사단의 한인 병력동원

양상과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51집, 2015, p. 228.

37) 조선군의 경우 1915년 2월 24일 일본 제국의회가 2개사단을 증설하고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1921년 4월에 완료되었다. 2개사단 편제는 1939

년 9월까지도 유지되었다.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사단은 4개 보병연

대, 1개 기병연대, 야포병연대 그리고 1개의 공병대대를 보유하고 있

었다. 제19사단은 두만강을 기준으로 중국, 소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임종국,『日本軍の朝鮮侵略史』p. 1,246;「鮮內兵事部長會

議書類提出の件」,『密大日記』 昭和4年, 2冊; 조건,「일제강점 말기 ‘조

선 주둔 일본군’ 상주사단의 한인 병력동원 양상과 특징」,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제51집, 2015, p. 22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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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주둔�제19사단� 숙소의� 병사들� � � ▴일본군의�국경일대�한인검문�장면

(왼쪽사진�출처� :� 甘粕부대,� 『조선주둔�일본군� 제19사단� 사진앨범』)

일본군은 1920년 9월 중국 마적을 매수해 일본 영사관 훈춘

분관을 습격토록 한 뒤 한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다. 이때 3천여 명의 한인들이 몰살되고 학교, 민가

등이 방화되었다.38) 이른바 ‘경신대참사’라 불리는 간도참변을

당하여 한인(독립군)들은 근거지를 잃고 백두산이나 북간도 밀

산(密山)으로 쫓겨 갔다가 그 중 상당수는 극동공화국 자유시로

이동해 갔다. 이처럼 일본군의 만주, 시베리아 침략은 항일 무

장투쟁을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초토화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파병 규모에 걸맞게 연해주 남부에서 아무르지역,

북만주를 훨씬 넘어서 바이칼 이동지역을 차지하려는 작전을

펼쳤다. 일본의 파병 지역은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경로를 살펴

보아도 알 수 있다. 초기 일본군의 출병은 전선이 주로 극동시

베리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한반도 이동지역 해로를 통

해 전개되었다.

38) 간도참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조원기,「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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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일대를� 순찰경비하는�일본군

(출처� :� 甘粕부대,� 『조선주둔�일본군� 제19사단� 사진앨범』)

우선 동해를 넘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한 병력은 연해주 일

대로 진격했고, 부산에 상륙한 후 경부, 경의선을 이용해 남만

주로 이동한 병력은 동청철도,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해 자바이칼

지방으로 진출했다. 즉 일본군의 진격 범위는 극동연해주를 넘

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로 그리고 한반도와 간도를 넘어 북

만주로 이어졌다. 그런데 후기에 가면 중국 대련에 상륙하여 남

만주를 경유한 군사수송이 이어졌다.39)

일본이 자바이칼-만주선까지 장악을 목표로 출병을 지속할 것

을 결정하고 연해주 방면 외에 자바이칼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했

으며, 부대도 보병 이외에 기병, 공병, 포병, 전신대, 항공대, 철

도대, 병참부대 등 약 6-7만 명에 상응하는 부대를 파견하였다.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파병규모는 7만 명에 이른다.40)

39) 사카모토 유이치,「식민지기 조선철도에 있어서 군사수송 –시베리아출

병, 만주사변과 부산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28, 2006, pp. 147-148.

40)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 М., 1934, с.

8-9. 한편 1919년 9월 15일 미국이 파악한 열강의 파견규모는 일본이

6만 명 이상, 미국이 9,000명, 영국군이 1,500명, 이탈리아군이 1,500명,

프랑스군이 1,100명이었으며 중국군, 루마니아군, 폴란드군 등도 일부

파견하였다. 김준엽, 김창순,『한국공산주의 운동사』1권, 청계출판사,

1967,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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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시베리아를 포함해 내전에서 소비에트러시아의 승리가

굳어지자 연합국 대부분은 1920년 1월이면 철수하게 된다. 그러

나 일본은 계속 잔류하였다. 이에 소비에트러시아는 극동시베리

아를 일본 침략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20년 4월 극동공화

국이란 완충국을 설립하여 대응한다.

3. 극동공화국 설립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1920년 초 미국 등 연합국이 철병하였으나 극동에는 일본 간

섭군이 잔류해 반소비에트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1920년

2월 17일 알렉시예프 시(극동에서 일본 간섭군으로부터 처음

회복했다하여 자유시(г. Свободный)라 개칭함 -필자)를 점령

하여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격퇴해 나갔지만 여전히

위세가 강한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러시아공산당은 극동지역에서 완충국가(buffer state, бу

фе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о)를 수립하여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

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세웠다.41) 러시아공산당 연해주 지구

당에서는 소비에트식 건설방식이 지역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모스크바 중앙에서는 보다 현실적 입

장을 선택하였다. 마침내 1920년 4월 6일 바이칼 인근지역인 베

르흐네 우진스크(현 울란우데)를 중심으로 극동공화국(Дальне

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이 세워졌다.

완충국 극동공화국은 신생국 소비에트러시아를 일본 등 외국

41) П. Н. Никифоров, Образование Д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

расногвардейцы и партизаны, Чита, 1957; 홍웅호,「극동공화국의

건설과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 –

근대인식과 정책』,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p. 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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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위기극복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유

럽러시아지역에서 1918년 3월 ‘브레스트 평화’체제를 구축해 완

충지대를 설정하였듯, 극동지역에서도 완충국가를 두어 ‘숨 돌

리기’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는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되는 정치체제가 아닌 지역사정, 즉 일본 등

연합국의 무력시위 내지 침략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반발

한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정세를 감안한

부르조아 민주공화국 형태를 띠었다.

1920년 5월 14일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극동공화국을 승인

하였다. 수상(премьер) 크라스노쇼코프(А. М. Краснощёков)

는 러시아공산당 이르쿠츠크 지구당위원이었다. 극동공화국은

러일 간의 잠정 협약에 따라 중립국을 표방하였으나 러시아로

부터 무기와 장비 그리고 식량을 계속 지원받았다. 극동공화국

은 소비에트러시아와 달리 정치적 다원주의 하에 선거 등 민주

주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국가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극동공화국 수상 크라스노쇼

코프가 보여준 행보는 양면적 평가가 뒤따른다. 그는 본인이 지

닌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우호적 대일 입장을 견지해 교역량을 늘리고 삼림채벌권

등 이권을 제공하였다. 그의 행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일본 침략군이 연해주에 머물고 있던 상태였기 때

문이었다.

극동공화국 지도부가 이중적 행보를 보이자 러시아공산당(볼)

극동부(Дальбюро РКП(б))는 1920년 12월 20일 시베리아국(С

иббюро)의 지지 하에42) 극동공화국을 소비에트화하려 결의안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은 거부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정치

42) 당시 극동부는 1920년 3월 3일 개설되었으나 시베리아국 산하에 위치

해 있었다. 극동부는 8월 독자적인 조직 극동국으로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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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 경고가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여전히 극동공화국이

완충국가로서 유용한 한 러시아공산당이 보았을 때 일종의 이

탈 행위는 존속되었다.

그렇다고 극동공화국이 국가적 자율성을 완전히 유지하였다

고 볼 수는 없다. 소비에트러시아의 지배적 영향력이 러시아공

산당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경유해 작동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술할 이른바 ‘아무르사건’으로 불리는 자유시

참변에서도 드러났다. 일제의 토벌에 쫓겨 극동공화국에 건너

온 한인무장세력은 이르쿠츠크계와 상해계 간 갈등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다가 러시아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코민테른의 명령

에 따라 소련 적군 편제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극동지역을

소비에트정권이 장악하고 일본군이 철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한인무장세력의 독립전쟁 가능성은 점

차 퇴색되어 갔다.

1921년 6월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고 백군을 비롯한

반혁명 세력이 약화되며 내전이 끝나가자 일본과의 전쟁 가능

성도 줄어들었다. 비록 일본군은 니콜라예프스크와 사할린에 남

아 있었지만(사할린 병력은 1925년 5월에야 철수한다. - 필자)

소비에트러시아는 그 극동지역을 소비에트 체제로 전환하기 시

작하였다. 그 첫 번째 조치가 극동공화국을 소비에트러시아에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볼셰비키들은 극동공화국의 각종 민주정

책을 철폐시켜 나갔다.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922년 10월 12일 극

동공화국을 폐지하고 곧이어 출범한 소련의 행정적 단위의 한

(변경)주로 편성하였다. 일부 볼셰비키들이 ‘극동사회주의공화

국’ 형태로 재건설하여 극동지역 통치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무산되었다. 이로써 대일관계를 대비해 극동지역에 설치

했던 완충국가 극동공화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럼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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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몰렸던 민족해방 갈망 세력의 터전도 사라졌다. 비록 늦

은 감은 있으나 1922년 3월 채택된 극동공화국의 ‘소수민족자치

법’43)은 법이 정하는 민족문화자치제를 구현해 보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한인무장세력 역시 신생 소비에트 국가의 체제에 순

응하거나 아니면 만주 등 국외로 이탈하거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제3절 소비에트러시아의 극동정책 및 임정관계

1. 극동 민족·식민지문제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연합국 강대국들은 파리 베르사

이유 궁전에 모여 강화를 논의하였다.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협정의 주요 논의 내용은 전쟁 억제 차원에서 추축국 독일을

철저히 응징할 것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 내 평화유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LN)이란 국제기구를 창설할 것에

있었다. 독일 응징방식은 철저한 군비통제와 막대한 배상금 부

과에 있었다.

43) “제22조. 극동공화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유태인, 투르크-타타르,

한민족에게 민족문화적 생활 구축을 위한 자치제를 제공한다.” Зако

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авторомии национальн

ых меньшинств”, Корейцы на Российском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 начала XX вв.). Документы и ма
териалы, Книга 2, Владивосток : Комсоволка, 2004, с.

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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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은 전후 국제질서를 집단안보 논리로 평화를 영구적

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철저히 미국

주도로 결성된 국제기구로서 소비에트러시아는 배제하여 고립

시키는 체제였다. 독일은 전쟁 도발로 획득한 영토를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획득했던 식민지까지도 주변 강대국에

넘겨 ‘위임통치(mandatary system)’를 받도록 하였다. 알자스로

렌 지역은 프랑스에 넘어갔으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동프로이

센의 상당지역이 독일로부터 할양되었다.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

에서는 중국 내 독일조차지인 교주만과 산둥지역 그리고 적도

이북의 태평양 지역 내 독일식민지가 일본의 위임통치에 넘겨

졌다.44)

베르사이유 회담 중인 1919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14개 항의 평화안을 발표하면

서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웠다. ‘한 민족이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정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 결과 연합국의 민족자결주의는 승전국

내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

제 식민지 체제에서 독립을 희구하며 청원외교에 나섰던 세력

의 실망은 매우 컸다.

승전국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며 일본은 자국이 차지하고 있

는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통치에서

벗어나고자 1919년 3·1만세운동을 벌인 한민족의 독립 열망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만세시위를 통해 독립을 청원하는 방식은

강대국의 호혜적 양보가 전제되지만 승전한 연합국들은 오히려

기득권을 고수 내지 강화했던 것이다.

44)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용구,『세계외교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pp. 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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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에트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전선에서 물

러난 후 외국 간섭군, 백위군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러면서 베르사이유 협정이 맺어지기 3개월 전인 1919년 3월 모

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 창건대회(3. 2-6)를 열고 제3인터내셔날

(The Third Communist International), 즉 코민테른을 설립하였

다. 코민테른 창립대회에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의 21개국 35

개 단체에서 파견된 52명의 대표자가 참가하였다. 정강 및 국제

코민테른 선언, 부르조아민주주의 및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테제 등이 채택되었다.45) 이후 식민지 국가에 대한 소비에트러

시아의 대외정책은 주로 코민테른의 입장을 통해 표출되었다.

‘세계 소비에트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

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은 당연히 전후 구축된 베

르사이유 체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승전한 연합국 내 국제

질서에서 배제된 소련은 그들과 무관한, 오히려 적대적인 질서

를 구축해 나갔다.

소비에트러시아는 1920년 7월 19일 제2차 코민테른 대회(7. 19 -

8. 7)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응할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46)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민족간 연합전선

이 중시되는 「민족식민지 테제」가 제시되었다. 식민지역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상호 간 연대의 일환인 통일전선 전략

이 제시되었다.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견한 박진순과 한형권도 참석하였다.

45) 1919년 개최된 제1차 대회에서 코민테른은 총무국 외에 대표집행부로

페트로그라드부, 기관지 편집부, 국제선전부, 도서부, 통역부 그리고

동방부를 두었다. Г. М. Адибеков, Э. Н. Шахназарова, К. К. Шир

ин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структура Коминтерна 1919-1943, М. :

РОССПЭН, 1997, с. 7∼10, 14.

46) Там же, с.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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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꼬뮨(1871),� 리프크네흐트,� 룩셈부르크�기념비� 부설� 집회에� 참가한�

모스크바�한인대표단(태극기)(코민테른대회�개최� 당일,� 1920.7.19,� 페트로그라드)

박진순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의결권을

지닌 대의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매우 인정받았다. 그는 한국문

제 및 동방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신청해 그 중 자신이 속한 민

족·식민지문제위원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47) 게다

가 그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26명 중 1명으로 선임되어 러시

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 산하에 동방민족분과(Сек

ция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Сиббюро при ЦК РКП(б))를 결

성하는 문제에 관여하였다.48)

47) 한국문제에 대해 박진순이 발표 내용은 다음을 보시오. Х. Вада, К.

Шириня(отв. ред.),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1941, М.

: РОССПЭН, 2007, с. 64-66.

48) 임경석,『초기 사회주의 운동』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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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코민테른�집행위원회�회의에� 참석한� 박진순

(레닌� 오른편,� 1920.� 7월� 25일이거나� 28일,� 모스크바)�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민족·식민지 문제 테제」를 채

택되어 식민지 체제하에서 전개된, 3·1운동과 같은 항일 민족해

방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무단통치를 자행하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정책 하에서 독립운동이란 시위운동과 같은 비폭력

운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환경이 반영된 셈이다. 그 후 코민테

른 테제는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이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노선으로 자리잡았다.

코민테른은 식민지가 집중된 동방의 민족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뷰로 산하 동방민족분과(секция в

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при Сиббюро РКП(б))를 1920년 8월 집행

위원회 산하에 동방부(Восточный отдел ИККИ)로 조직이관

시켰다. 중근동 그리고 원동지역족의 민족운동을 총괄하기 위한

통합작업이었다. 슈먀츠키(Б. З. Шумяцкий)가 동방문제 전권위

원으로 임명되어 조직을 재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때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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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톡에 설립된 코민테른 동방부는 다시 극동비서국(Комиссари

а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минтерин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49)

조직이 개편된 직후인 1920년 9월 바쿠에서 동방민족대회를

열려 중근동지역 식민지 민족문제를 거론하였고 터키지역 내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곧이어 극동지방에서도 식민지 민

족문제를 다룰 극동피압박민족대회를 준비하였다. 이때 미국 워

싱턴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지역 군축회담이 개최되는 시점에

맞춰 개최하기로 하였다.

1921년 11월 2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태평양회의가 개최되

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연합국 정상들이 파리강화회

의에 이어 재차 회동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강화회의에

서 반영하지 못한 동아시아에서의 군비축소 문제가 논의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일동맹의 표적이었던

제정러시아가 붕괴되고 일본이 급부상하자 중국 진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본 미국이 일본의 군비 조정에 나섰던 것이다.

미일 간의 갈등은 건함 규모의 조정 등 전력 조정으로 합의되

었다. 회의 결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간의 주력함 톤

수 비율은 5:5:3:1.75:1.75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잠수함과 독가스

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정하였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정책을 일본이 받아들이되 더 이상 영일동맹을 체

결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일본은 중국 산둥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중국으로 넘기고 시베리아에서 완전히 철병하기로 하

였다. 즉 일본으로 하여금 시베리아 개입전쟁으로 얻었던 만주,

시베리아 지역 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마침내 1922년 1월 21일에서 2월 2일까지 극동피압박민족대회

49) Г. М. Адибеков, Э. Н. Шахназарова, К. К. Шириня, Организац
ионная структура Коминтерна 1919-1943, М. : РОССПЭН, 1997,

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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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전에서 열렸다. 대회 소집 주관은 코민

테른 극동비서국이였기에 한인대표자 선정은 극동비서국 산하

한인부(또는 고려부)가 맡았다.

극동피압박민족대회는 지난 제2차 코민테른에서 채택된 「민

족식민지 문제 테제」에 따라 극동의 피압박민족문제를 다루는

대회였다.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144명으로

주최국 러시아(4명)를 위시해 한국, 중국, 몽골, 자바 그리고 일

본 대표가 참여하였다. 한국은 총 23개 단체를 대표한 인사들

52명이 참석했으며 대회에 참석한 총 인원의 1/3정도(약 36%)

로 가장 많았다.50) 다만 대회 명칭은 식민 지배국 일본측 대표

들이 참여함에 따라 ‘피압박’이란 문구가 빠진 극동민족대회(Съ

езд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極東民族大會)로 바뀌었다.

(표� 2)� 극동민족대회에�참가한� 대표자의�민족별� 구성과� 인원� 수51)

민족
결의권 

대표

심의권 

대표

대표 

총수
주요 인물

한국 52 52 김규식, 여운형, 박진순, 박헌영, 

칼미크 나용균, 이동휘, 장건상,   

자바 1 1 홍범도, 김원경, 김단야,

몽골 14 14 현순 등

부랴트 8 4 12

일본 13 3 16 카타야마 센 등

중국 37 5 42 장국도 등

야쿠트 3 3

인도 2 2

합 127 17 144

50) 한영우,『한국사 인물열전 3』돌베개, 2007, p. 257. 대회가 개회된 이

후 뒤늦게 합류한 인원 4명(모스크바고려학생회 및 전러 고려노동회

각 2명으로 의결권을 지님)을 합하면 56명이 된다. 임경석,『초기 사회

주의 운동』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258.

51) 임경석,『위의 책』,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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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민족대회에서는 지난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결의된「민족

식민지 문제 테제」정신에 따라 혁명이 요구되는 동방 각 지역에

서 반제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공동으로 인식하였

다.52) 대회 첫날 의장단에 16명이 선출되었다. 개회식은 의장 지

노비예프(Г. Е. Зиновьев)가 맡았고 각국 대표단에서 5명을 선출

해 상임위원회를 조직했다. 한국대표로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선발

되었다. 그리고 청년단체 대표에 김단야, 여성단체 대표에 김원경

이 선임되어 모두 4명의 한인이 의장단에 피선되었다.53) 김규식은

한국대표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혁명운동과 제국주의」란 주제로

모스크바가 극동피압박민족대표를 환영하는 데 반해 워싱턴은 세

계자본주의 착취와 제국주의적 팽창의 중심임을 언급하고, 세계제

국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를 없앨 불씨를 얻고자 기대한다며 연설

해 큰 호응을 얻었다.54)

본회의에서는 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장 지노비예프(Г. Е. Зи

новьев)가 대회 의장으로서 「국제정세와 워싱턴회의의 결

과」를 발표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지닌 기만성을 폭로

하였다. 곧이어 각국의 정세 보고가 있은 후 민족문제 전문가이

자 코민테른 집행위원 사파로프(Г. И. Сафаров)가 「민족식민

지 문제와 그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란 주제로 연설하였

다. 그는 민족혁명단체와 공산주의자 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한

국에서의 혁명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

였다. 그는 한국이 농업국가로서 계급운동이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52) 기자로서 대회에 참가한 어네슈타인 에반스의 참관기를 참고하시오. 어

네슈타인 에반스(신복룡 역주),「모스크바에서 본 동방 – 1921-1922년

의 극동피압박민족대회의 참관기」, 『민족운동사연구』72호, 2012, pp.

253-264.

53) 임경석, 『앞의 책』, p. 262.

54) 박노자 외,『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푸른역사, 2005, p. 40; 임경석,

『초기 사회주의 운동』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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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한국 공산주의세력의 통합을 위한 상해임시정부의 개혁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55)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극동민족대회에서 채택된 한국과 관련

된 결정내용이다. 한국에 대한 코민테른의 입장은 의장단이 기존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할 내용에 반영하였

다.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안으로 알려졌지만 원문은 발견되지 않고

여운형 등 참가자들이 증언 등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

정되고 있다. “1) 중국은 국민 모두 국민당과 제휴하여 제국주의 배

격에 힘쓴다. 2) 일본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 가운데 대의사

(代議士)를 뽑아 의회에 보내고 의석을 차지하고 노동자 이익의 확

보에 노력한다. 3) 조선은 각 단체가 독립운동에 진력을 다하고 그

와 동시에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그

지지에 힘쓴다.”56)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둘러싼 상해파

와 이르쿠츠크파 간의 파벌투쟁이 비판되었고 통합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서 개최 예정인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를 적

극 후원키로 하였다. 여기서 2), 3)항이 민족통일전선을 언급한 것

으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57)

극동민족대회의 권고에 따라 마침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 23일 상해에서 개최되었다.58) 국내는 물론 상해, 만주, 북경,

55) 임경석, 『앞의 책』, p. 263.

56) 「여운형에 관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30. 2. 20), 『몽양 여운형 전집(1)』 서울 : 한울출판사, 1991, pp.

563-564; 임경석, 『앞의 책』, p. 270(재인용).

57) 이르쿠츠크파의 기원은 1920년 7월 7일 전로고려공산단체 대표자대회

가 개최되어 6개 한인공산단체 대표가 모여 정세를 논의하면서이다.

이때 한인사회당이 상해 임정에 참여하여 연합전선을 펼치자 전로고

려공산단체는 중앙위원회를 결성하여 다른 노선을 취하였다.

58) 처음에는 이 통합대회를 베르흐네 우진스크에서 개회하려고 했으나

연기되면서 장소 또한 상해로 변경되었다. 임경석, 「1922년 베르흐네

우진스크 대회의 결렬」, 『한국사학보』 제217호, 2007, pp. 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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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령 그리고 미주 등에서 120여 개 단체 대표들 120여 명

이 참석하였다. 국민대표회의의 개최 목적은 분열된 독립운동세

력을 통합하자는 것으로 약 5개월 간에 걸쳐 논의하였다. 주요

쟁점은 임시정부의 장래 문제로 새로 만들거나(창조파) 개조하

자(개조파)는 입장으로 나뉘어 격돌하였다. 그러나 대회는 창조

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1928년에 개최된 제6차 대회까지 소비에트러시아의 코

민테른은 계속해서 통일전선전략을 강조하였지만 상황은 변해

갔다. 제6차 코민테른 대회에서「12월 테제」가 발표되면서59)

식민지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

적되었다. 1928-1933년간 세계적 공황과 파시즘이 대두하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자 코민테른은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정세

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1933년 코민테른은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파시즘이야말로 금

융자본의 가장 배외적이며 제국주의적 요소들이 공개적으로 독

재를 실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인민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1935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인민전선

노선이 주장되면서 통일전선 노선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59) 한인문제에서 지적된 한계란 분파간 갈등이었으며, 단일한 공산당 건

설을 위하여 “과거의 분파성 활동을 지속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것이 제안되었다. 그 후 코민테른은 1929년 1월 3일 “한국의 혁명적

노동자, 농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코민테른이 결정한 내용

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РГАСПИ, ф. 495, оп. 3, д. 71, л. 150(타

자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ИККИ о внутрипатрийном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М. : РОССПЭН, 2007, с. 57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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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임정의 외교정책과 대러 관계

일제의 무단 식민통치에 저항해 온 한민족은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무저항 청원운동이 지닌 한계

와 운동 지도부의 부재는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더 이상 국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그것도 임시정부와 같은 지도부 수립

을 통한 ‘독립전쟁’으로 나가도록 일깨워 주었다. 이때 상해 임

시정부는 연해주에 설립된 대한국민의회 등 여타 임정과 통합

하였다. 한인사회당의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민족주

의계와 사회주의계 인사들이 단일한 대오로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전개된� 한인들의� 3.1만세운동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립전쟁을 대정방침

(大政方針)으로 완성하고 1920년을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임시

정부는 국내외 여론수렴, 국제사회에의 호소와 같은 외교적 청

원보다는 무장 혈전을 통한 독립쟁취를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

였다. 그동안 파리회의나 워싱턴회의 등에 특사를 파견해 청원

외교를 추진했던 한계를 절감했던 것이다.

‘독립전쟁론’이란 ‘일제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 독립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승리해야 한

다.’는 논리이다. 독립전쟁의 적기란 일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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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미국과 식민지 쟁탈 전쟁을 벌일 때로 보았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나 연합국의 시베리아 출병(1918-1921)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형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일·중 간,

일·러 간 전쟁상태를 기회로 삼아야 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

을 위한 노력으로 내부적으로 기존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외교협력에도 집중하였다.

� � � � � � � � � � � � ▴봉오동�전투도� � � � � � � � � � � � � � � � ▴청산리�전투도� �

이제 막 들어선 임시정부로서는 독자적인 국민군은 고사하고

무력조차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국제적으로도 임

정 승인은 고사하더라도 일련의 청원외교에서 성과가 전무하였

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1920년 2월 육군임시군구제(陸軍臨時軍

區制)로 산재한 독립군 부대를 군무부 통제에 두어 단일한 독

립군단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북간도 지역 독립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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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은 민사부문 이외 군사부문 제반 업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

받는 선에서 찬동하였다. 한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경

우 임정의 육군임시군구제 편제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1920년 6

월의 봉오동과 10월의 청산리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초기 임시정부가 추진한 독립전쟁의 성공적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인사회당�이동휘와�당원들

(출처� :�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1941)

국무총리 이동휘가 독립전쟁론을 대정방침으로 추진할 수 있

었던 것은 만주, 연해주 지역의 무장독립 세력의 존재가 기반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휘와 홍범도의 역할 분담론이 제기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17년 5월 이동휘와 김알렉산드라 중

심으로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60)와 한인

60) 이 자리에는 10월 혁명을 지지한 원동인민위원회 의장 크라스노쇼코

프도 참석하였다. 이영일,「리동휘 성재 선생」, pp. 50-51; <붉은 군

사> 1921년 12월 24일자; 십월혁명십주년기념준비위원회 편,『십월혁

명십주년과 소베트고려민족』, p. 46;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서울 : 범우사, 1998,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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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창당 발기대회에 연해주 추풍에 거주하던 홍범도가 참

석함으로써 한인무장투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으리라

는 것이다. 창당한 인물 중 한 명인 이인섭은 홍범도가 “나는

추풍 당어재꼴에 가서 있다가 왜놈들과 전쟁이 시작되면 의병

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하려는 혁명당이 시키는

대로 전투하겠다는 것을 맹세”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군대모집을 위해 수풍지방으로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약담배 뭉치를 당조직 경비에 쓰라고 이동휘에게 맡겼다.61) 한

인사회당 창립 초기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비

록 한인적위군이 백위군과 전투할 때 홍범도는 사정상 합류하

지 못했지만 곧 만주로 건너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와

같은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한인 독립군은 일본군의

초토작전에 밀려 극동공화국으로 넘어왔다가 자유시참변(일명

黑河事變)으로 무장해제 당하였다. 소비에트군 구조에 편입되고

말았다.62) 자유시 참변 이후 러시아에 잔류한 한인독립군 부대

는 고려혁명군이란 명칭으로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으로 편입

되었다. 이들은 고려특립연대로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러시아군 편제 하에 존립하였다.

또 다른 의용군부대는 김규면을 위원장(사령관, 이용, 후일 김

홍일)으로 한국의용군사회를 결성해 적군과 군사협정을 맺고

61) 이인섭,「한인사회당 – 한인공산당 대표회와 중앙간부에서 토의 결정

하였던 문제들」,『이인섭 친필 노트』, 35권, pp. 52-79; 윤상원,「홍범도

의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참변」,『러시아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 장

군의 역할』(여천 홍범도장군 순국 73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2016.

10. 25), p. 24.

62) 임경석,『고려공산당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 226-239;

윤상원,『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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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위군 토벌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공이 인정되어 적군 특별보

병대대로 개편되었으나 일본군 퇴각 이후 완전히 무장해제하였

다. 이로써 러시아령 한인 독립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은 백위

군 토벌과 일본군 퇴각 이후인 1922년 10월 이후 적군에 흡수

내지 자체 소멸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이동휘는 독립전쟁을 위한 여건 조

성으로 대외 협력관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1919년 7월 한

인사회당 당수로서 당원 박진순을 대표로 박애와 이한영과 함

께 모스크바로 보내 코민테른에 가입하고 재원지원을 호소하도

록 하였다.

한인사회당의 코민테른 가입의사는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대

표단은 러시아정부 외무인민위원부(НКИД)와 교섭하여 사회주

의문헌 출판국과 선전사무국을 설립할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때

대표단 박진순이 받은 자금은 400만 루블이었다. 그러나 박애와

이한영은 자금을 들고 상해로 돌아가는 중 이르쿠츠크에서 3/4

정도를 압류당하고 나머지 1/4인 100만 루블만 상해로 가져갔

다.63)

이에 격분한 이동휘는 11월 박진순을 다시 모스크바로 파견

해 자금탈취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이 국무총리로 있는 대한민

국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한인공산주의 운동에 진력할 수 있음

을 호소하여 동의를 얻게 된다. 그리고 박진순이 한인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여 코민테른에 참여하게 된다.

63) 이것이 제1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활동자금은 전러공산당 이르

쿠츠크지구당 소속 김철훈이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금은 외

무인민위원부 시베리아 전권위원 가퐁에게 200만, 그리고 극동공화국

북경전권위원 유린에게 100만 루블이 넘겨졌다.(임경석,『초기 사회주

의 운동』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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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휘(한인사회당)가� 파견한� 모스크바대표단(왼쪽부터�박진순,� 박애,� 이한영,�

G.� I.� 사파로프)� (출처� :� 임경석,� 『초기� 사회주의운동』� p.� 66.)

이같은 배경으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소비에트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외무위원 한형권을 특사로 선

정한 후 파견하였다. 그는 1920년 1월부터 1922년 겨울까지 모

스크바에 체류하면서 러시아정부와 협상하였다. 그는 이미 파견

된 박진순과 더불어 인민위원장 레닌, 외교인민위원장 치체린

(Г. В. Чичерин)을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형권과 박진순의 대러 외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형권

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특사였으며 박진순은 한인사회당 대표로서

외교교섭은 설득력을 지녔다. 이들은 상해 임정의 전환된 외교

정책, 즉 청원이 아닌 독립전쟁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추구했기

에 소비에트러시아 정부의 국제관과 상통하였다. 1920년 5월 한

형권은 다음의 4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협상에 임했다. 즉 1) 대

한민국임시정부 승인, 2) 한국독립군의 무기 및 장비를 적군과

동일하게 지원, 3) 시베리아에 한국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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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휘할 사관을 양성, 4) 혁명운동 자금지원 등이었다.64)

상기 의제를 논의한 결과 우선 소비에트러시아와 대한민국임

시정부 간의 비밀군사협정이 맺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러

시아노농정부는 전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공산평등주의를 동양

에 선전하는데 찬동하고 서로 원조하며 공동행동을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물론 공수동맹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유사내용이 당시 한인 무장부대 사이에서 널리

유포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65) ‘대일한로공수동맹’66)이라 불

리는 협정문 조항은 아래와 같다.

대일 한로 공수동맹

제1조 大韓民國은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노농정부는

한국을 원조하고 이 주의를 세계에 선전할 것.

제2조. 러시아 노농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찬성하고 그것을 원

조하여 동양에 영원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기할 것.

제3조. 大韓民國 임시정부는 독립군대를 설치하여 시베리아

64) 한형권,「임시정부의 대아외교와 국민대표회의의 전말」,『카톨릭청년』

1948년 8·9월 합병호, 636-641; 임경석,『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서울 :

역사비평사, 2004(2쇄), p. 190(재인용).

65) 한형권이 체결한 협정 외에도 김진과 장도정이 러시아정부 외교대표자

와 조약을 체결했다는 내용, 김홍일이 노백린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 다

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중 이만에서 한인공산군 참모부와 시베리아혁명

위원회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조약의 경우 “원동과 조선에서 활동하는

전체 조선공산군은 러시아 소베트정권 최고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며

한러 군사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기도 하

다. 우수리스크신문(1921. 5. 7), 김블라지미르(조영환 역),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서울 : 국학자료원, 1997, pp. 85-86; 윤상원, 위의

글, p. 153(재인용).

66) 『機密 第27號, 鮮人ノ行動に關スル件』, 1921. 3. 25,『在西比利亞部』 11권,

63항; 윤상원,『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15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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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주둔시키고 러시아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을 것. 만일 시베

리아를 침략한 일본과 개전할 때에는 한국 군대는 당연히 러시

아를 원조할 것.

제4조. 大韓民國 임시정부의 독립군대는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러시아정부는 당연히 탄약 기타의 軍器를 공급하고 또 강병을

응원할 것.

제5조. 이상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로한 양국은 시베리

아에 露韓傔合 선전부를 설치하고 그 감독원은 양국 정부에서

지정한 파견원에 의해 그것을 조직할 것.

제6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정한 시기에 노농정부가 공급한 탄

약 기타 軍器의 대가를 일체 상환할 것.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은 소비에트러시아로부터

금화 200만 루블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그 규모는 이전 3월

한인사회당에 제공된 액수의 70배에 달하는 규모였다.67) 문제의

자금은 김립이 상해로 보냄으로써 이동휘에게 전달되었다.

러시아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이동휘는 이 자금을 주로

한인공산당 조직활동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임시정부의 독립운

동 자금으로도 활용했다. 그러나 공식적 절차로 집행되었다기보

67) 박진순은 지원받은 금화 200만 루블 중 1차로 60만 루블을 상해로 옮

기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일부는 모스크바에 남겨두고 마차

3대 분량의 금괴 40만 루블을 치타로 옮겼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시

정부 대표단 회합을 가져(박진순, 박애, 한형권, 김립, 계봉우) 자금은

한인사회당의 외교 결과 이룬 성과이므로 항해로 가져가며, 통합된 한

인공산당 준비는 극동공화국 새 수도 치타에 두고 러시아공산당(볼)

극동국 산하 한인부에 두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형권은 모스크바에 둔

나머지 돈을 받으러 갔지만 이르쿠츠크파의 방해공작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유럽을 거쳐 상해로 되돌아갔다. 서대숙,『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 서울 : 화다, 1985;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한국

공산주의운동사』서울 : 돌베개, 1986; 김준엽, 김창순 공저, 『한국공

산주의운동사』1, 서울 : 청계연구소,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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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적으로 결정해 지출됨으로써 자금의 소재와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임정 세력 간 알력으로 비화하였다.

모스크바 지원 자금이 한국 혁명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

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사용 관할권 문제로 한인사회당 중앙위

원회가 자금을 전결 처리함으로써 한국공산당과 임정 내 민족

주의 세력 간 불신과 적의를 낳는 부작용을 낳았다.68)

그 후 코민테른 대회에서도 언급된, 한인민족운동 세력 내의

통합을 위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사실상 성과없이 무

산되자 김구는 회의 자체를 강제해산토록 하고 임시정부 내 창

조파와 개조파 세력을 동시에 물리쳤다.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했

던 여운형은 상하이로 복귀하여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한 독립운

동세력의 통합과 독립운동 방향을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로써 대표성을 지닌 임시정부의 위상은 꺾여지고 일부 세력이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6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러 관계는 독립전쟁 노선의 유지와 통일

전선 이념이 공통분모를 찾을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인독립

운동 세력 내부, 더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 세력 내 분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첨예하게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68) 결국 김립은 사살되고 이동휘는 1922년 1월 한인공산당 대표회를 소집

하여 임정을 떠나게 된다. 임경석,『초기 사회주의 운동』천안 : 한국독

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83.

69) 이동휘가 독립자금 관할권문제로 문제가 발생하였듯이 이승만 역시

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임

된 직후인 1919년 5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조직은

임시정부 외교위원부와 다른 별도의 조직임에도 미주 교민들이 모금

한 애국후원금을 임시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전용하였다.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가 미주지역 재정을 관장하며 임정 재정수입을 차단하자

여러 차례 구미위원부 폐지를 요구하였다. 1920년 5월 임시정부 차장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의결되었는데 자금 문제가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덕일,『근대를 말하다』서울 : 역사의

아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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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다. 제2차 코민테른에서 제시한 한

국에서의 연합전선은 국민대표회의마저 관철되지 않자 그 영향

력을 잃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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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련의 성립과 극동지역의 소비에트화

1. 연방제 민족국가의 성립

1918년 1월 23일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РСФСР,

이하 소비에트러시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외국군 간섭과 내

전으로 연속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였다. 혁명 이후 전쟁 종식

을 선언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 나오고 ‘국가건설(нацио

н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70)에 매진하려던 볼셰비키 혁명세력의

의도는 어긋나고 있었다.

70) 여기서 의미하는 국가건설(national structure)은 1민족1국가 원리에 따

른 국민국가나 민족국가 수립을 넘어서서 다민족1국가 국가가 수립되

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층적 성격을 고려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국민국

가 내 중앙-지방 행정구조 건설과 달리 자치공화국, 자치주 등 법률

적 성격의 자결권을 지닌 국가정체(statehood), 혹은 민족국가단위체

(national state unity)를 연방 구조 속에서 건설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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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비에트러시아는 대략 중세기 이반 뇌제(Иван Грозн

ый)가 통치하던 모스크바공국의 영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우랄산맥 이서지역 볼가강,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영역정도였

다. 그러나 1922년 12월 30일에 소비에트대회가 개최되어 소비

에트러시아에 세 개의 독립 사회주의공화국(백러시아, 우크라이

나, 자카프카즈)이 합류함으로써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맹(С

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СССР, 이

하 소련)이 성립된 시점에는 제정러시아에 속했으나 제외된 폴

란드와 발트해연안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외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외된 이들 지역 역시 1940년

에는 대부분 소련으로 편입되었다. 어떻게 길지 않은 시기에 제

정러시아의 대부분 영역이 회복되었는가?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러시아가 소련으로 국가의 정치체제

가 변전된 것은 다민족사회 내 민족운동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 역동성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 소비에트는 한편으

로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투쟁을 지속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을 추구하는 변방의 민

족운동을 확대시켜 주었다.

소비에트러시아의 국가건설은 이미 1898년 제1차 러시아사회민

주당 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족자결 원칙에 근거한다.71) 민족자결권

(право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은 1905년 혁명을 전후하

여 분출된 각 민족의 독립 열망은 국제평등주의에 기초하여 보장

71) 1898년 ‘러시아사민당 선언’과 1903년 제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 강

령을 통해 발전해 온 러시아사민당 당강령 제7조항은 민족자결 원칙

을 “신분의 파괴와 전시민의 완전한 평등성을 성, 종교, 인종 그리고

민족과 무관하게” 구현하며, 제 9조항은 “러시아국가를 구성하는 전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Т. 1, М.,

1983, 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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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뿌리내릴 수 있는 근거였다. 문제는 혁명으로 권력을 쟁취할

시기에 유용했던 각 민족의 자결권은 여러 민족국가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있었다. 모든 민족이 자

결권을 쥐고 서로 독자적인 자신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가?

1917년 10월 27일 개최된 제2차 전러소비에트 대회에서는 단

지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선언했을 뿐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국가 형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레닌조차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형식의 국가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

다고만 주장하였다. 그러나 10월 혁명이 성공하고 국가가 성립

되면서 정치체제 건설 문제가 대두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이 점에 있어서 볼셰비키들은 과거 분트주의자(유태인사회민

주주의자)들이 요구했던 당건설에 있어서 ‘연방제적 원칙’을 국

가건설에 활용할 방안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들이 정

책화하려는 연방제는 민족자결권에 분리 기능까지 부여한 독자

적인 국가를 형성하겠다고 할 경우 허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급진적 방식이었다. 이를 견제할 수단은 중앙집권화되고 통일된

당적 지도였다. 이런 전제 속에서 민족자결 원칙은 볼셰비키에

게 변방의 제민족을 포섭하고 중앙집권화된 통일국가를 형성하

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간주되었다.72)

이 즈음 소비에트러시아 내에 여러 소비에트 권력이 생성되

면서 연방제적 국가건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19년

3월 러시아공산당(볼) 제8차 당대회에서는 민족국가 건설(наци

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을 소비에트 권력의

제1 임무로 실행하자 하였고 우선적으로 전러소비에트 중앙집

행위원회(ВЦИК) 산하에 헌법기초위원회를 두어 검토하도록 하

72) В. А. Шишкин, Власть.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Послереволюци

онная Россия(1917-1928 гг.), С-Петербург, 1997, с.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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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검토내용의 핵심은 영토적 징표에 따라 일반 행정권을 지

닌 주 단위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 징표에 따

라 자치권을 지닌 민족주나 민족공화국으로 건설할 것인가였다.

이때 민족문제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по дел

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이하 Наркомнац 나르꼼나츠)가 제

시한 “자신을 생활습관의 독특성, 민족구성의 특수성 그리고 최

소한 경제영역의 완전성이 갖춰진 특정지역으로 간주되는 주(о

бл.)만이 소비에트연방의 주체가 될 수 있다.”73)는 입장에 따라

영토적 징표가 아닌 민족적 징표에 따라 국가가 건설되었다.

나르꼼나츠는 민족적 징표에 따라 민족자결권이 부여된 자치

공화국과 자치주(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등 국가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르콤나츠는 민족자결권을 반영한 소비에트

자치주 건설안(проект устройства советской автономии)

을 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의 습관, 관습, 문화 그리고 주민

구성의 독특성을 반영하였다.74) 일종의 코레니자치야 원칙(при

нцип коренизации)을 적용한 것이다.

1920년대 초반에 형성된 민족적 정치체제를 소비에트 연방 구조

로 편입하는 작업은 백위군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인 볼가강유역,

우랄,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카프카스 등의 광범위한 주

(обл.)에서 이루어졌다.75) 1922년 12월 소련이 성립되기 이전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РСФСР)에는 제한적 주권을

지닌 민족국가단위체(Национа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един

ицы)는 자치공화국 9개, 자치주 11개였다.

73) И. В. Сталин, Соч. Т. 4, c. 69.

74) 나르콤나츠는 1920년 말까지 국가의 내부 건설과 민족체의 자치제 건

설 업무에 집중하였다. И. К. Трайнин, “Ликвидации Наркомнац

а”. Жизнь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N 1(6). М., 1924, с. 21.

75) Д. А. Магеровски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

лик(обзор и материалы). М., 1923, 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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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가 건설은 대체로 민족영토적 건설원칙에 따라 이루어졌

다. 즉 첫째 자치공화국을 건설하는 유형과 둘째 자치주나 노동코

뮨을 건설하는 유형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예외적으로 행정영토

적 건설원칙에 따라 지역단위로 구획되어 이중주체(двойный с

убъект) 국가형태가 건설된 사례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자치주

인 카라차예보-체르케스, 카바르진-발카르 자치주 그리고 타타르-

바쉬키르 공화국이 후자의 형태이며, 완충국 극동공화국, 크림자치

공화국, 에스트란트 자치코뮨, 카렐 자치코뮨 그리고 비록 성사되

지 않았지만 행정영토적 건설 원칙에 따라 조성될 수도 있었던 한

인자치 노동코뮨도 소비에트자치제의 한 모습이었다.

민족문제인민위원장 스탈린은 자치제 사상을 발전시켜 1920년대

초 자신이 속한 국가 영역에 잔류한 민족들(народ)에게 주자치제(о

бластная автономия)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럼으로써 각

민족의 기본적 권리가 자유롭게 발전되리라 보았다. 소비에트자치제

는 자체 발전의 매우 다양한 형태와 단계를 허용한다. 행정적 자치

제(볼가강연안의 독일인, 추바쉬, 카렐)와 같이 협소한 형태와 단계

는 보다 넓고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바쉬키르, 볼가강연안의 타타

르, 키르기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더 확장된 넓고 정치

적인 형태와 단계(우크라이나, 투르키스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종

국에는 우크라이나 자치제 유형(украйнский тип автономии)과

같이 최고의 자치제 형태인 (연방정부와의) 계약관계로 발전한다.76)

76) И. В. Сталин, Соч. Т. 4, с. 354-355. 비록 아제르바이잔이 군사, 재

정, 경제적 연맹조약을 맺어 연방주체간 ‘최고 형태의 자치제’를 구현

하였지만 영국 역사학자 카(Е. Н. Сагг)는 스탈린이 국가 내 자치제

주체 간 현존하는 차이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Э. Карр, Истор
ия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Большевистская революция 1917-1923.

Кн. 1, М., 1990, с.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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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비에트 국가인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자카

프카즈(1922. 3. 12 ∼ 1936. 12. 5) 연방공화국77)이 하나의 통일

된 연방공화국, 즉 소련으로 통합되는 방식에 있었다. 1922년 8

월 10일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러시

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과 여타 독립 소비에트공화국 간

의 상호관계를 규정할 ‘자치제화(автономизация)’ 초안을 제안

하였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공산당(볼) 자카프카즈 지구당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다. 지구당위원장 오르제니키제

(Г. К. Ордженикидже)는 이견 없이 스탈린의 정치노선을 추

종했으나 그루지야의 무지바니(Б. Мдивани) 집단은 그루지야

가 독자적으로 소련방에 가입하는 독자적 입장을 주장하였다.78)

‘그루지야 사태’를 엄밀히 지켜보던 레닌은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된 스탈린이 공화국 통합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그 핵심은 민족주의보다는 강대국 쇼비니즘에 있다고 진

단하였다. 레닌은 그루지야가 독자적으로 연방에 가입하는 시도

를 민족주의 폐해라 견지하면서도, 강대국 쇼비니즘 성격을 지

닌 스탈린 초안을 반대하였다. 자카프카즈사회주의연방공화국(З

СФСР)을 포함한 모든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으로 평등하게 편입

되지 않고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РСФСР)에 자치권

을 쥐고 계서적 구조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레닌이

보았을 때 이는 민족의 권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비판을 당한 스탈린은 레닌의 입장이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라 언급하긴 했지만 레닌의 제안이 지닌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

77) 자카프카즈공화국은 1922년 12월 30일 자카프카즈사회주의연방공화국

(ЗСФСР)으로 전환하였으며, 후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

야 등 3개 소비에트공화국으로 분할되었다.

78) В. И. Ленин, ПСС, Т. 54, с. 54, 299-300. 이때 그루지야 지도자 한

명이 오르제니키제를 ‘스탈린의 당나귀’라 부르자 그는 분노가 폭발하

여 다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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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침내 1922년 9월 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연맹조약(Д

оговор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Союза ССР)이 맺어지고 제3차 전로

소비에트대회에서 채택되었다. 다양한 독립공화국이 상호연관

및 상호협력을 맺는 단일한 체제로 자발적으로 통합한다는 슬

로건을 내세웠다.79) 레닌은 주권 국가를 요구하는 다양한 민족

체 대표자들을 만족시키려 했으며 더불어 러시아사회주의연방

공화국의 지위도 격하시켰다.

2. 극동지역 소비에트화

극동지역에 소비에트 권력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간섭군이 격퇴된 이후인 1922년 10월 연해주에 주·군·지구혁명

위원회가 설립되면서이다. 이미 소련이 결성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에 소비에트러시아의 극동지역 역시 이제는 내전

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지역 안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

히 극동지역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한

인, 중국인 등 소수민족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어서 이들은 더

이상 예비혁명군이 아닌 지역소비에트화 정책에 적극 참여시킬

포섭대상으로 삼았다.

1924년 당시 통계치를 보면 연해주에는 한인 농촌소비에트(к

орсельсов)가 57개였고 그 다음 해에는 87개로 증대되었다.80)

사료에 따르면 연해주 내 한인 농촌소비에트가 약 70여 개로

계산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라도 한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475

79)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1917-1956. М., 1957, с. 102-104.

80) А. Кузин,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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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나 되었다.81) 그러나 대다수 한인들은 소비에트 건설에 참

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극동혁명위원회 한인문제전권위원(Упол

номоченный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при Губревкоме)인

김기룡은 한인 인구 약 75%가 ‘소비에트 건설의 저편에 존재’

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82)

소비에트 당국은 통제 밖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관리하기 위

해 연해주 주집행위원회 관리국 산하에 ‘한인관리위원회’를 설

치하여 한인 국적취득 사업과 서류준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

였다. 그러나 한인문제 전담부서를 두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

가고자 한 것은 1923년 3월부터이다. 한인문제 전담부서는 민족

문제인민위원회 통제 아래 각 주나 군 단위의 (혁명)집행위원회

((Рев)ГубИК) 산하에 설치하였다. 연해주에는 1923년 3월 31

일 설립되었다. 연해주 관리부(ГОУ)의 명령으로 김만겸이 전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83) 동시에 군과 지구 단위의 전권위원이

선임되었다. 수찬지구에는 한 인노겐찌, 스파스크 지구에는 박

표도르, 포시에트 지구에는 리 리이프(Ли Льв), 니콜스크-우수

리스크군에는 남홍선, 북올가지구에는 박 미하일이 각각 임명되

었다.84)

주집행위원회 조직구성을 보면 주 관리부(ГОУ), 토지관리국

81) ГАРФ. Ф. 1235. Оп. 140. Д. 141. Л. 8. 이 중 10가구 정도 거주하는

마을이 191곳, 20가구가 129곳, 50가구가 56곳 그리고 75가구가 사는

마을이 99곳이었다. 이는 475마을에 14,715가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

며 가구당 두 자녀가 있다 해도 약 5만 명 가까운 한인이 살고 있었

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82) ГАРФ. Ф. 1318. Оп. 1. Д. 148. Л. 33.

83) М. Ким, “Годовой отчет о произведенных работах Уполомоч

енных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при  Приморском губотделе Уп

равления за 1923 года”, Ким Мангым(И. С. Серебряков). М. :

Наука, 2001, с. 124.

84) Там 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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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ЗУ), 보건국(ГОЗ), 교육국(ГОНО) 등에 한인사업전권위원을

두었고 일부 감독관이나 간사를 두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85)

▴연해주�주집행위원회�산하� 한인문제전권위원�조직도

한인문제전권위원의 임무는 규정(Положение об уполномо

ченных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пр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в

олюционным комитете)에 잘 나타나 있다. 즉 1) 한인 주민

과 관련한 현지 소비에트 권력기관의 민족정책 실행여부를 감

독, 2) 극동주 한인 주민의 경제적, 법적 지위를 연구, 3) 극동

85) Там же, с.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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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경제, 문화 발전에 협력하고 그들의 특수

한 생활관습을 적용하는 데 있다.86)

한인문제 전담부서가 설치된 데에는 1922-23년 사이에 코민

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부(ВО ИККИ)가 내린 결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코민테른은 세계공산주의 운동을 관장하면서 소수민족

한인의 무장세력의 존립이 소비에트 정부 내에서 사회적 문제

의 소지가 있자 이들의 사회적 상황 개선과 지위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코민테른은 소수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특별기관을 설립함으

로써 한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자치기관

을 창설토록 하였다. 그 결과 1923년 2월 민족문제인민위원회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국에 정치적 자치기관 창설의 ‘첫번째

예비적 조치’로서 ‘한인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관’ 설립안을 제

출하였고,87) 이에 따라 코민테른은 한인 뷰로와 한인문제 특별

기관을 설립하여 완전한 자치체가 형성되기 전까지 소수민족

한인의 이해를 대변토록 하였다.

한인문제 특별기관으로서 주집행위원회 산하에 한인문제 전

담부서가 설치된 데에는 한인 지도자들의 민족자치에 대한 정

치적 열망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였다. 최초로 한인자치체 건설

에 관한 구상을 제시한 사람은 한명세(또는 韓明瑞)였다. 그는

1922년 12월 민족문제인민위원회에 한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을 “연해주 한인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속에

담아 제출하였다.88) 한인공산주의운동의 대표자로서 그가 제출

86) “Положение об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при Д

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волюционным комитете,” ГАРФ, ф. 1235, о

п. 1, д. 466, л. 7-8.

87) ГАРФ , ф . 1318, оп . 1, д . 466, л . 37.

88) ГАРФ . Ф . 1318. Оп . 1. Д . 670. Л .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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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서는 한인문제가 단지 소수민족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

니며, 절박한 해결이 요구되는 러시아 전체의 민족문제라고 보

았다. 한명세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또 다른 이유는 한인

주민층이 일본 첩보활동의 근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

에 이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89)

한명세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외팽창 정책에 방지하고 조선

인 망명객들이 반일저항운동을 벌

일 수 있는 근거지로서 “민족문화

자치체”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족문화자치체는 “한인 주민들이

행정기구를 극동혁명위원회 산하에

부나 과의 형태와 유사한 한인행정

중심지를 설립하도록 하여 ... 한인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자치

적으로 관리되는 연해주 한인사회

가 조직”되었으면90) 하는 바람을

적은 것이다.

한명세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자치지역을 얻어내는 데는 서

두룸이 없이 모든 문제를 정밀하고 전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 한인 주민에게 자치기관을 제공하는 것, 둘째, 군

단위 지역을 분할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나 군(니꼴스

크-우수리스크군, 블라디보스톡군) 집행위원회 산하에 한인분과

를 설립하는 것91) 등을 제시하였다.

위의 방안 중 가장 급진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89)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1-ая, М. : 1992, с. 12-13.

90) Там же, с. 77.

91) ГАРФ , ф . 1235, оп . 140, д . 141, л . 32.

▴한인자치주�건설안을�제시한�

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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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의 한인들에게 민족-영토국가의 기초적 유형으로서 영토를

포함한 주자치체를 제공해 주는 첫번째 방안이었다. 한명세는 그

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국에 제출한 한인 자치지역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 대상지역으로서 뽀씨예트, 수찬(수청), 수이푼(수

풍) 지구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였다.92) 이러한 사항은

당시 소비에트 민족정책이 내용상, 어느 소수민족이 밀집해 거주

하는 지역이 있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예산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을 경우 자치체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소비에트 국

가 민족정책, 특히 민족자결원리에 따른 민족국가 수립정책을 모

든 소수민족들에 적용한다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일이었다.

자치단위체의 형성이란 문제는 단지 한인들에게 정치, 경제적 의

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지역 극동의 모든 주민들에게 큰 의

미를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한인주민을 소비에트 국

가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한반도)과

중국 일본 등의 혁명적 움직임을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93)

1924년 5월에 개최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국 5차 대회와

동방국 상임위원회는 ‘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토론을

가졌고 민족자치체 설치가 소련 영토 내에서 한인 주민이 민족국

가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사

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에 전문을 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극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국 산하

한인문제에 대한 협의회 결정서

92)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

шей истроии(РЦХИДНИ :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타, 구당중

앙문서보관소), Ф. 495, оп. 1, д. 188, л. 76.

93) ГАРФ, ф. 1235, оп. 140, д. 141, л.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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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 - 1924

...

안건 : 한인자치 정치공동체(꼬뮨)의 설립에 관하여

결의사항 : 협의회는 프쉐니친, 가마르닉, 이영선 동지들의

정세보고를 들은 후 평가하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한인자치주를 건설하는 것은 러시아 극동뿐만이 아니라

외국(일본, 조선, 중국, 만주)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b) 프쉐니친과 가마르닉 동지가 ‘한인문제’를 급진적으로 해

결하려는 방책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움 등이 매우 심각한 사항들이지만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한인)

자치주를 급작스레 건설하는 것은 시기에 적합하지 않으

나 그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가

능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다.

в) 우선적인 예비사업으로 수행할 일은 한인에게 분배할 토

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인토지정착사업의

확장과 한인이주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г) 동시에 행정법적 문제, 특히 연해주에 거주하는 러시아한

인 주민들을 러시아 국민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페트로프”94)

결국 “한인자치꼬뮨(ко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коммуна)”의

설립은 아직 적당한 시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한인

문제를 그러한 급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술

94) ГАРФ, ф. 1235, оп. 140, д. 141, л.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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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곤란함과 일본측의 공세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내

용이 지적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열렬

한 참여 아래 면밀하고 폭넓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었다.95)

첫째로 러시아 민족정책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뇌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콤플렉스를 갖고 있

었다. 1905년 당시 러일전쟁에서 패하여 극동지역의 패권을 상

실했던 러시아는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을 겨우 물리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한인들이 자치지역을 얻

어 견고한 한인사회를 형성할 경우 ‘제5열 지대’로서 일본 첩보

국의 영향력 속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본 우려가 자치주 건설을

연기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둘째로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한인

에게 곧바로 자치지역을 할당해 주지 못하는 이유로 한인이 자

치를 수행할 여러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줄곧 제기하였다. 그

러나 당시 한인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 과연 그들이

독자적으로 자치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판

단기준은 여러 의문을 주는 것이었다. 셋째로 자치주 설립건이

거절된 이유 속에 바로 한인들 지도자간의 다양한 견해차이가

있었다. 여러 사회정치 조직들 지도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방안

을 주장하면서 어느 하나로 통일된 견해를 모을 수 없었다.

세 번째의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리라 본다.

러시아 공산당원으로서 한명세는 1924년 5월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 주와 군 집행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한인문제전

권위원부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2년 전인 1922년 연해주 정부기관 산하에 설치된

95) Там же. ; Н. Ф. Бугай, “Корейцы в СССР : из истории вопро

с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осток, Nо 2. М.,

1993, с.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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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문제전권위원부 기구는 모스크바에 집행기구가 존재했던 재

소거주 한인협회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과 정부 산하기

관이 아닌 사회단체로서, 단지 1924년에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재소한인연합회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만이 아니라

연해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하였

다. 이러한 의도는 연해주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인문제전권위원부 기구와의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재소한인연합회와 한인문제전권위원부 두 집단들은 자치단위체

형성문제에 있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과 코민테른

에 제기된 한인 민족자치지역 설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96)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극동뷰로 상임위원회(Президи

ум Дальбюро ЦК РКП(б))는 1925년 5월 30일 한인에게 연

해주 지역에서 자치 관리 권한을 제공하는 문제가 극동지역의

정치, 경제적 여건상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평가

하였다.97) 그 대신 농촌소비에트나 지구집행위원회 등 민족행정

단위체를 한인에게 분할해주자는 견해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러시아연

방 인민위원회, 토지인민위원회, 보건인민위원회, 소련 중앙집행

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극동지구위원회 등의 참여 속에서

채택되었다.98) 결국 한인에게 문화-행정적 자치를 수행할 지역

을 제공하려는 계획은 체계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민

족국가 단위체로서 법률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하나의 한인

민족지구(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가 포시예트

96) См. : Сим Хон Ёнг, “К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

ганизаций в России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X века”, Отечестве
нная история, No 4. 1998, с. 74-86.

97) РЦХИДНИ, ф. 17, оп. 68, д. 191, л. 171.

98) Белая книга, с.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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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되었을 뿐이었다.99)

그 후 소수민족 한인들에 있어서 경제 문화적 고충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중요하게 요구되어

왔던 결정사항, 즉 민족행정 단위체의 결성문제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후 한인에게 민족국가 형식의 정치적 자치체는 고

사하더라도 민족행정 자치체 마저도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모습

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끊겨 버렸다. 20년대 말에 전개되었던 “행

정구역개편(районирование)” 사업에 한인은 단지 법률적으로

도 행정적 자치마저 미비했던 여러 개의 농촌소비에트나 민족지

구 한 개의 성

취만으로 만족

해야 했다. 결

국 한인들은 소

비에트 건설 초

기의 민족국가

결성과정에서

그리고 20년대

말 행정구역개

편 과정에서 자

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인 결사체를 통하여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지 못

한 채, 무력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강제이주

를 당하여 밀집 거주지역인 연해주에서조차도 멀리 등지게 되었다.

99) 이에 관한 사항은 1928년 러시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중앙집행위원

회 산하 민족분과의 회람에 등장되었는데 포시예트에 한인지구 집행

위원회가 생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실 1920년대 말에 이

르면 소비에트 정부의 지방 “행정구역개편” 사업의 결과 독자적인 행

정단위체로서 2개의 민족지구와 15개의 러시아 지구, 그리고 10개의

‘원주민’ 지구 집행위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С. Г. Нам,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Пути пойска иследователя, 1991. М., с. 21.

▴러시아�민족부� 입구

(소비에트러시아�시기부터�사용한� 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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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련의 민족정책과 한인자치주 문제

1. 민족정책과 민족전담기구 운용

소비에트러시아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민족문제 관련 부서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민족 사회구성을 지닌 국가로서 당

연한 조치였다. 그러한 업무처리 부서가 민족문제인민위원부(Н

аркомнац, 이하 나르꼼나츠)였다. 나르꼼나츠는 본질상 소비에

트 권력의 기관이면서 동시에 구정권이 추진한 민족정책 사업

의 승계자이기도 하였다.100)

나르꼼나츠는 제2차 전러소비에트대회(1917년 10월 27일)101)

에서 결정된 법령에 따라 소비에트 권력 생성의 초기에 성립되

었으며 1922년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소련)이 성립될 때

까지 민족문제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사안들을 해결하였다. 나

르꼼나츠에 관한 정관(положение о Наркомнаце)은 “a) 러시

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 그리

100) 소련을 계승한 현대러시아에서도 1989년 11월 국립러시아사회주의연

방공화국민족문제위원회(Госкомитет РСФСР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опросам)가 설립된 이래 1994년 1월 10일 국가위원회가 민족부로

격상되었다가 2001년 10월 16일 연방문제국가위원회로 변전될 때까

지 국가건설 과정에서 민족문제를 전담하였다. “История министер

ств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СССР и России,” РИА Нов
ости, 2015. 3. 13.

101)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 1, М., 1957, с.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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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호조약을 맺은 우호적 소비에트 공화국간의 평화적 공존

과 형제애적 협력을 도모하며, b) 민족과 종족 그리고 각 소비

에트 공화국들의 물질적, 정신적 발전, 가령 그들의 습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상태 등의 특수성들의 발전에 적용, c) 소비에트

권력의 민족정책을 현실에 실현되는 과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지닌다.”102)고 규정하였다.

나르꼼나츠가 연구한 내용들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민족정책을 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 내용은 여러 민족 노동자

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특히 민족지역에서 중앙집중된 당지도

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고려할 특수성들이다. 당내에서는 군

사, 철도 등 당내 특수기관 중 하나로서 형성된 민족섹터(민족

부, национальная секция)가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족부

는 이미 1905년 혁명 이후에 분과 제국의 변방에서 발생한 민

족운동의 고양된 민족운동을 반영할 목적에서 구성되기 시작하

였다.103)

소비에트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국가를

수립하는데 민족문제인민위원회(Народный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аркомнац)의 지역위원회에 많이 의존하였

다. 나르꼼나츠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해 능력이

있고 민족체의 언어와 생활습관을 잘 알아 정치적 입지가 굳은 민

102) Справочник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
стей. М, 1921, с. 5.

103) 리차드 파이프스(R. Pipes,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Communism

and Nationalism. 1917-1923. Cambridge, 1964) 등 서방학자들 사이에서

민족분과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당의 민족분과가

수행한 활동들을 연구하는 일은 민족지역(национальный район) 당

사업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샤라포프에 의하면 민족

분과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192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각 민족들의 분과 사이에 존재했던 관계들을 보여주진 않았다. Я. Ш. Ш

арапов, Национальные секции РКП(б). Казань, 1967, с.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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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출신의 기간일꾼이 필요했다. 민족문제인민위원부가 구성되고

민족위원이 처음 선정된 곳은 서부지부인 폴란드, 라트비아, 백러

시아 등이었다가 점차 볼가강유역,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도 인민위원들이 선출되어 해당지역 민족의 이해를 도모하였다.104)

1918년 아르메니아, 유태인, 무슬만(투르키스탄) 민족위원부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 무슬만민족위원부 산하에 키르기즈, 투르

크멘, 우즈벡, 소수민족인민위원회를 두었다. 한인의 경우 이 소

수민족인민위원부에 여러 섹터 중 하나로 존재하였다.

업무의 편리를 위해 민족성(народность)은 두 범주로 간결

하게 구분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자신의 자치정부를 설립하여

지니고 있거나 혹은 아직 설립하지 못한 채 밀집하여 거주하는

민족들이다.

소비에트 지역집행위원회는 민족분과를 소수민족섹터와 함께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소수민족 간에 논란이 되는 문제

104) 이러한 진행결과가 1929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내전은 이미 전국에 걸

쳐 영향을 주었고 나르꼼나츠의 민족인민위원부와 분과에서 근무하는

지명의 숫자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그 중 8곳에 민족인민위원

부가 설치되었는데, 아르메니아(Армянский), 백러시아(Белорусски

й), 유태인(Еврейский), 라트비아(Латышский), 리투아니아(Лито

вский), 무슬만(Мусульманский), 폴란드(Польский), 볼가강유역

인민위원부(Поволжский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가 그곳이며, 13

개의 민족분과가 설치되었는데, 에스토니아(Эстонский), 우크라이나

(Украинский), 체코슬로바키아(Чехословацкий), 키르기즈(Киргиз

ский), 마리(Марийский), 추바쉬(Чувашский), 보트(Вотский),

카프카즈산악인(национальынй отдел горцев Кавказа), 즈랸스키

(코미)(Зырянский-Коми), 칼미키(Калмыцкий), 남부슬라브(наци

ональынй отдел Южных славян), 몰도바(Мордовский), 무슬만

(자카프카즈)민족분과(национальынй отдел мусульман Закавказ

ья) 등이 그곳이다.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

ьностей,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1917-1019 гг., М., 1918; Г. М.

Макарова, Указ соч. с. 160;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 И

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 1997. с.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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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할 수 있었고 그들이 후진성과 문맹률을 벗어던지도록

도울 수 있었다. 지역민족분과는 소수민족 사이에서 계몽, 식량

분배(хлебные разверски), 노역의무(трудные повинность),

동원, 주민인구조사, 농기구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갔다. 게다가

민족집단 사이에서 소비에트 일꾼을 양성하는 일, 즉 기간요원

양성문제를 담당하는 일까지 처리하였다.105)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닌 지방 중 하나로서 나르꼼나츠

분과가 지역 거주 민족의 특성과 별개로 존재하던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였다.106) 시베리아에 거주하던 비러시아 주민들은 그

지역 인구의 거의 1/3을 차지했으며, 40여 민족 및 민족집단(토

착민족체,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추바쉬, 에스토니아, 몰도바, 폴

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독일인, 한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1920년 시베리아에서 콜차크 백위군이 패퇴하고 소비에트 권력

이 회복되자 지역 소비에트 내의 민족분과가 생성, 작동하기 시작

하였다. 192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시베리아 혁명위원회 산하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국가의 민족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갔다.

주·읍민족분과(губотдел, уездотдел)는 각각 주·읍혁명위원회

(губревком, уревком) 산하에 조직되었다. 게다가 전러중앙집행위

원회(ВЦИК)는 나르꼼나츠에게 전권위원을 파견할 권한을 부여하

였다.107) 이에따라 1922년 초 이르쿠츠크, 노보니콜라예프스크, 옴

스크, 예니세이주에는 소수민족문제를 다룰 전권위원 (уполнац)을

두어 시베리아혁명위원회에서 나르꼼나츠의 대표부를 지도하였다.

105)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опросу за 

три года = 1917-XI-1920 ......, с. 149.

106) 시베리아는 1919-1923년간 옴스크현이었으며 카자흐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을 1921년 카자흐사회주의 자치공화국으로 분리 독립시킬 때까

지 옴스크현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시베리아에는 알타이,

톰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예니세이, 이르쿠츠크주가 포함되었다.

107) ГАРФ, ф. 1318, оп. 1, д. 728, л.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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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산당(볼)의 주와 읍위원회 산하에는 조직 정관에 따

라 민족섹터를 설립할 수 있었다.108) 러시아공산당 민족섹터의

경험은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는 한인과 같은 민족에

게 유용했으며 공산당원이건 비당원이건 그들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인섹터 역시 러시아공산당(볼)의 각 위원

회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건 소수민족으로서 한인이 거주

하는 모든 지역에서 건설될 수 있었다.109)

최초로 건설된 한인섹터는 1920년 4월 러시아공산당(볼) 시베리

아주 뷰로 산하에 건설된 옴스크한인섹터였다. 그러나 1920년 6월

이 조직은 이르쿠츠크로 이전하여 러시아공산당(볼) 시베리아뷰로

동방민족섹터에 편입되었다. 이 조직은 1920년 8월 이르쿠츠크 주

당위원회 한인섹터장을 맡고 있던 최(Цой)가 대표로 선임되는

이력을 갖게 되었다. 이 동방민족섹터는 한인섹터 외에도 중국섹

터, 몽골섹터 그리고 일본섹터까지 존재하던 조직이었다.

이 외에도 언급할 사항은 극동공화국 민족혁명군 정치국 (По

литотдел Народно- революционной армии ДВР)의 국제

소분과(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подотдел)는 선전선동 특별섹

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공산당 사업의 효과

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립된 절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소비에트와 당 기구

가 소수민족 사이에서 많은 관심 속에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이 문제는 즐길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심지어

‘명의민족’이란 지위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던 민족들은 중앙

108) Я. Ш. Шарапов, Национальные секции РКП(б), Казань, 1967.

109) В. С. Бойко, Корейское трудящиеся в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в 20-
е годы XX века.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ран Во

стока : узловые проблемы теории, Вып. 3. М., 1991, с.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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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방 소비에트 및 당 기관으로부터 관

심조차 얻지 못하였다.

전시 이후에 생성된 정치, 경제적 관계 문제는 다음의 근본적

인 문제, 즉 민족과 민족 사이의 상호소통과 중앙과 지방 사이

의 상호관계가 보다 적용가능한 형태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

는 이때 노동자농님은 권력을 지켜내고 혁명적 성취를 옹호하

는 일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권력기관은 소수종족 사이에서도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당내 민족섹터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의 의미

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족간 접촉

틀을 만들고 종족간 교류와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강화하며 문화적 상승을 도모했음은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업은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이 민족간 경제, 문화발

전을 튼튼히 하고 소수종족을 변혁과정에 끌어들이는 방향의

원칙을 선언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비에트러시아 내 한인민족운동 양상

극동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점차 확립되어가자 소수민족

한인사회의 통합운동은 소비에트 권력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었

다. 여기에 상당수 한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사회정

치적 지위가 안정되고 정부에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소비에트 권력의 소수민족 통제는 더욱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우선적으로 외국군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극동

지역에서 그동안 함께 연대해 무력투쟁을 벌였던 한인 무장 세

력을 러시아 공산당 통제 하에 놓으려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장 연방국가 소련의 성립과 극동정책 | 93

한인 무장 세력은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구축한

자유시에 몰려들었다. 그 곳은 극동공화국에 속한 지역으로 소

수민족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기도 했던 곳이었다. 당시 극

동공화국 헌법에는 민족자치 항목이 있어 “현지 원주민 내지

소수민족에게 민족문화 자치를 제공하며 인구비례에 상응한 대

표자를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따라 자치기관을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10)

1921년 6월 자유시(알렉시옙스크)에서 벌어진 사건(Амурски

й инцидент)은 ‘코민테른 극동비서국의 통제에 따르라’고 지

시를 내린 코민테른 동방국 전권비서 슈먀츠키(Б. З. Щумяцк

ий)의 말을 듣지 않고 일시 무장해제와 부대재편성을 거부한

대한의용군계 유격대원들이 자유시 수비대와 고려혁명군과 유

혈충돌하면서 큰 희생을 당한 사건이었다.111) 대부분의 희생을

당한 대한의용군계 한인 유격대원들은 극동공화국 정부의 입장

을 옹호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일본 본토까지

무장투쟁하려던 세력들은 무장해제시키려는 소비에트 권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극동공화국이 소수민족들의 권한을 대폭 허용한 일종

의 ‘해방구’였지만, 러시아공산당(볼) 극동뷰로(Дальбюро РКП

(б)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던 완충국이었다. 비록 당시 극

동시베리아 지역은 극동공화국과 소비에트 권력이 공유하던 이

110) Основыйзакон(Конститу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дел V.(О Национальных самоуправлениях) ; Борьба за в

ласть Советов в Приморье 1917-1922 г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
в, Владивосток, 1955, с. 580-582.

111) Б. Д. Пак,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 - конец 30-х 

годов), (М., Иркутск, С-Петербург, 1995), с. 72-93; Л. А. Усов

а, Корейско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1918-1945 гг., М.

: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1997, с.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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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력 상태에 있었지만 “극동공화국 정부가 구성원으로 포함

된 러시아공산당(볼) 극동뷰로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분파와 그 회원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모든 극동공화국의 정책

에 책임을 지고”112) 있었다. 따라서 한인사회의 당적 통일은 러

시아공산당의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으며 ‘러시아화’된 이

르쿠츠계 한인공산당은 아무르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유시참변이 벌어진 원인으로 한인공산당 운동 내부에 존재

하는 계파간 혁명노선 차이 내지 군지휘권 장악 투쟁이 주장되

고 있지만 무장부대 대통합을 이루려는 한인 사회의 노력이 비

극적 결말로 이어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113) 더욱이 소비에트

정부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볼셰비키 공산당의 입장대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한인사회의 통합움직임이 한인 공산당 내의 분열과 알력 그

리고 러시아 공산당의 당적 통제로 인해 곤란해지자 한인은 러

시아공산당과 코민테른이 아닌 독자적인 민족사회단체 결성에

관심을 두었다. 이때는 소비에트 권력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의

전환기였기에 더욱 더 한인사회의 단결이 요구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권력기관(властные органы)이 완전하게

갖추어지기 이전, 즉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이 형성되

기 이전에는 소수민족 사회단체 활동을 허용할 수 있지만 점차

권력기관으로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소비

에트 정부는 1921년 상반기 모스크바에서 한인노동자단체가 중앙

112) М. П. Малышева, В. С. Познанский (сос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п

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20-1922 г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

в Сибирского бюро ЦК РКП(б) и Сибирского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овосибирск : Сибирский хронограф, 1996), с. 19-20.

113) 윤상원,『자유시 사변 전후 조선인 무장부대 통합운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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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과 정관 안까지 갖춘 모스크바한인노동자동맹(Москов

ский союз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을 합법적 사회단체로 등록

하려 하자 정부정책의 변화에 맞춰 재조정 등록하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하려는 단초를 이미 보여주었다.

필자가 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ГАРФ)에서 발굴한 모스크

바한인노동자동맹의 정관 안은 1921년 상반기 기초되었다. 정관

은 노동자동맹의 주요 활동목적으로 “한인 노동민족의 정신적

힘이 자유로이 발전되고, (향후 : 필자) 성립될 독립 조선사회주

의공화국의 형성(образование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йской Со

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을 위해 ...... 한인노동자동맹을

결성함에 있다”114)고 밝혔다. 1922년 한인노동자동맹은 한인노동

자동맹 중앙집행위원회(ЦИК Союз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를

창립하면서 소비에트 이념에 부응하는 전국화된 한인노동자 이

익단체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한인노동자동맹 정관은 모스크바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수민족 한인 사회단체는 소

비에트 이념에 맞는 계급원칙보다는 민족원칙에 따른 단체가 구

성되길 요구한 것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대다수 한인들이 무국적

자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급원칙에 따른 조직은 민족원칙에 따

른 조직에 비해 다수 한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24년 당시 한인협회가 민족인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

르면 당시 14만 7천명의 한인 중 14만 명이 극동지역에 거주하

고 있었고 그 중 70%가 무국적 망명자들이었다.115) 계급중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한인 다수를 포용하기 위

해서는 민족적 원칙 하에 사회단체를 결성해야 다수의 한인을

114) ГАРФ , ф . 1318, оп . 1, д . 1204, л . 2 : Сим Хон Ёнг , Кор
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

ний СССР. ДКП , 1988. М . с. 166-167, 308.

115) ГАРФ, ф. 1235, оп. 1, д. 466, л. 30-31; ГАРФ, ф. 8356, оп. 1, д.

59, л.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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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인 사회단체가 민족적 원칙

하에 전국조직으로 결성된다면 한민족을 한데 묶어 민족정책을

펴기에 적합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였다.

소비에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인노동자단체는 단체 회원의

전민족화, 단체 조직의 전국화를 목표로 재편하여 1924년 6월

10일 마침내 재소한인연합회(Союз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를 출범하게 된다. 이 한인협회의 정관

안은 당시 소련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리꼬프(Н. И. Рыков)의

서명으로 인증받았다.

합법적인 민족단체로서의 인증과정은 철저한 소비에트 정부에

의 통제 속에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정관은

한인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활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

에 전력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인사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도 “활동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소련 행정기관에

청원서를 통해 제출하여” 권한을 보장받는 간접적 단계를 벗어나

지 않고 있었다.

재소한인연합회의 전국화 시도 역시 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완성

되지 못했다. 1926년 6월 소비에트 정부는 재정난에 처한 연합회

를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인단체의 활동을 청산함으로써

존립 그 자체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를 2년 만에 청산한

저변의 이유는 소비에트 국가의 주민 통제체계가 확립되어 가자

민족사회단체의 필요성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이후 한인사회는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페레스트로이카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사회단체를 통한 독자적인 자치역량의 확보

를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으며, 단지 소비에트 정부의 산하기

관 속에서 정책적 배려 하에서만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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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만주사변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

1. 만주국 수립 이후 소련의 국경안보정책

1931년 7월 2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현 만보산 농장에서

한국과 중국 농민 사이에서 관개수로 공사 문제로 분쟁이 발생

하였다. 일본은 도작공사(「長農稻田公司」)를 차리고 창춘현

정부의 승인도 없이 만보산 일대 토지를 조차 계약하였다. 그리

고는 한인 농민을 이주시켜 수로공사를 강행하는 등 벼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 개척에 착수하였다. 수로공사로 물 피해를 입자

중국 농민들이 봉기하여 관개시설을 무너트렸으나 수로 및 제

방은 일본 경찰의 비호를 받아 다시 완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중 농민간 물리적 충

돌이 있었다. 이것이 만보산(萬寶山) 사건이다.

문제는 일제가 ‘많은 조선인이 피살되었다’는 허위기사를 쓴

조선일보 등 신문사의 호외 보도를 용인함으로써 조선 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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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등 화교배척 폭동을 방조했다는 점이다. 이를 본 중국인들

은 만주에 사는 한인에 대한 불신을 키워 두 민족 간 분열을

조장하였다.116)

일제는 만주 한인사회를 거점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인 무장부대가 눈엣가시였다. 그러나 이들은 유용한 제국의

신민(臣民)들이었다. 한인이 지닌 존재의 이중성은 중국인에게

만주 침략의 첨병으로 백안시되었다. 만보산 사건이 양 민족의

감정에 패인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한 것이다.

▴분쟁으로�파괴된� 만보산�

이퉁허(伊通河)� 관개수로�제방�

(http://impeter.co.kr/1118)

▴조선인폭동으로�파괴된�

평양� 화교거리�

1931년 9월 18일 이번에는 일본 관동군이 직접 봉천 선양(瀋

陽)에서 8㎞ 떨어진 류타오후(柳條湖)를 지나는 남만철도 일부

를 폭파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하며

116) 진상조사에 나섰던 동아일보의 경우 사건의 배후에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의 침략음모가 있고 과장 선전되었음을 확인한 기자가 피살되는 일이 벌

어졌다. 만보산 사건에 대한 선구적 연구서는 박영석의 연구가 유일

하다. 박영석, 『萬寶山事件 硏究 – 일제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서의』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고바야시 하데오(임성모 역),『만

철』서울 : 산처럼, 2004,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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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일으켰다. 이른바 ‘만주사변(Manchurian Incident, 1931.

9. 18. ∼ 1932. 2. 18.)’을 일으킨 것이다. 일제 관동군은 침략한

지 하루 만에 남만주 일대 요충지를 장악했으며, 일주일 후엔

지린성을 넘어 펑톈(奉天)성까지 점령해 버렸다. 그러고는 1932

년 3월 1일 만주국을 선포하여117) 그 일대를 좌지우지했다.

일제는 만주국 지도자로 청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강덕

제)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철저히 일제의 이익에 종속토록 하였

다. 만주국은 ‘민족협화(民族協和)’라 하여 5개 민족(만주족, 한

족, 몽골족, 일본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자결을 원칙으로 국

민국가를 표방하였다. 그렇다고 일제의 괴뢰정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만주국�영역(만주→몽골,� 오른편� 분홍색은�극동공화국)

117) 만주국 지도자는 청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선통제, 후일 강덕제)로

일제에 철저히 종속된 괴뢰국가였다. ‘오족협화(五族協和)’라 하여 만주

족, 한족, 몽골족, 일본족 그리고 한민족 등 5개 민족의 민족자결을 원

칙으로 국민국가를 표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만주국을 ‘복합민족국가’

로 보는 시각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윤휘탁,『만주국 : 식민지적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서울 : 혜안, 2013,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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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정세는 일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주

변국이 종속적 대일관계를 유지한 때였다. 러일전쟁에서 시베리

아 개입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주변국은 일

본의 대외정책에 호응하거나 침략행위를 용인하는 태도로 안정

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주국의 수립은 곧 일본이 소련, 몽골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소련은 연방이 성립된 이후 시베리아에서 철병한 일본과 별

다른 외교관계가 없었다. 소련은 신생국 수립 이후 외국군 간섭

과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민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자본주의 요

소를 도입한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했다. 그 후 계획경제 하

에 농업집산화와 공업화를 전개하면서 산업을 일으키고 국내의

정치 안정을 꾀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진된 부농퇴치 등

계급투쟁은 방법의 폭력성으로 인해 대중억압과 테러가 대중에

게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몽골은 1924년 11월

26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해 있었다. 그러

나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만주국을 세우면서 몽골과 소

련을 육지로 국경을 접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에 직면

해야 했다.

중국은 청조 멸망 이래 난립된 군벌세력의 준동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일본의 침략에 통일적인 항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

었다. 만주국 설립은 그런 면에서 만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

건이었다. 소련으로서도 일본의 팽창으로 국경을 접하게 된 것

은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다. 1920년대 전반기 시베리아 연해주

에서 철병한 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었

다. 게다가 일제는 만주사변 중이던 1932년 4월 간도 내 조선인

보호 명목으로 조선인 임시파견대를 용정으로 보냈다.

일제의 만주지역 내 공작활동은 1932-1933년간 발생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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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118)에서도 드러난다. 민생단은 1932년 2월에 조직된 간

도 조선인의 자치를 표방한 친일단체이다. 그러나 이 민생단 스

파이들이 항일운동세력 내에서 분열을 획책하여 항일유격대의

반민생단 투쟁을 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워 살인 등 폭력을 가함으로써

1935년까지 항일무장투쟁 노선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의 대외 팽창정책이 날로 강도를 높여가자 극동지역의

정세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중국 본토

로 깊숙이 쳐들어갈수록 소련은 현상을 유지하면서도 대외 관

계를 확대하였다. 1922

년 4월 16일 이탈리아

의 라팔로(Rapallo)에

서 독일과 전격 회동

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상호승인함으로써 국

제적 고립을 탈피해

간 소비에트러시아는

1933년 11월 미국의

승인마저 얻었다. 소련

은 1934년 9월 일본과

독일이 탈퇴한 국제연맹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 완

전 복귀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련 배제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118) 민생단 사건은 민족운동사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민족갈등(ethnic

conflict)을 조장한 일제의 폭거였다. 신주백,『만주지역 한인의 민족

운동사(1920-1945)』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김성호,『1930년대 연

변 민생단사건 연구』서울 : 백산자료원, 1999; 한홍구,「민생단 사

건의 비교사적 연구」,『한국문화』 25, 2000. pp. 193-229.

▴라팔로에서�회동한� 독일수상�비르트

(Wirth,� 왼쪽� 두번째)와� 러시아대표단

(출처� :� Fragen� an� die� deutsche�

Geschichte(eng.� ver.),� Bonn� :� German�

Bundestag� Publications'� Section,� 1993,�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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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만주에서 일제가 조장한 민생단(民生團)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중·한 공산주의 세력의 탄압에도 비난을 자제했고

1935년 3월에는 1억 4천만 엔으로 동청철도를 매각하는 특별협

정을 맺어 양보를 통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았다. 소련은 오히려

귀국한 동청철도 관련 소비에트 관료들과 노동자들을 통제 감

시하여 대일 종속적 조치를 유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국내

사상 통제, 당내 숙청을 강화하여 안보강화에 나섰다.

1934년 12월 전러 공산당(볼) 중앙위원회(ЦК ВКП(б)) 중앙

위원인 키로프가 한 청년의 단독범행으로 암살되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 사건을 반대파 견제용으로 활용하여 키로프가 비

판한 우익편향주의 세력(правые оппортунисты)을 세계전쟁

의 가능성을 위협적으로 제기한 인사들이라며 제거하였다. 1935

년 1월 우익편향주의 세력이 마치도 ‘사회주의 진영(социалис

тический лагерь)의 적대자들을 유인’할지 모른다며 숙청이

시작되었다.

대량숙청의 광풍은119) 1935년 5월 당증 교부를 통해 당내 불

온분자를 걸러내는 재판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내뿐만 아

니라 해당지역의 광산, 기업소, 철도 등에서 야당세력이나 불온

분자가 간첩, 파괴활동을 일삼을 수 있다며 숙청하였다.

1936-37년 레닌그라드시 당서기였던 지노비예프를 위시하여 트

로츠키주의자로 비판된 당내 인사인 피타코프(Г. Пятаков), 라

덱(К. Радек), 소콜리니코프(Г. Сокольников)등이 고소되었

다. 군부에서는 투하체프(М. Н. Тухачев) 등 제정러시아 출신

장군들이 적군사령부가 설치한 법의 심판(судебная расправа)

119) История ВКП(б), Краткий курс, М., 1950, с.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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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비밀리에 총살당하였다.120) 소련을 국

내외적으로 안정시키는 기제는 억압과 테러, 숙청과 강제이주

등 억압적 조치들이었고 1930-1940년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37년 1월 당내 숙청의 광풍이 일 때 전러공산당(볼) 극동지구

당위원회 제1서기(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Далькрайкома ВКП(б))

라브렌치예프가 연루되어 모스크바로 소환되고 바레이키스로 대체

되었다. 라브렌치예프가 극동군 총사령관 블류헤르를 퇴출시키기

위해 극동지구 집행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공모하여 스탈린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블류헤르에 의해 사전 차단되었고121) 오히려 직

위해제까지 당한 것이다. 1937년 가을에는 블라디보스톡 시당위원

회와 연해주 주당위원회 제1서기였던 타냐긴(П. И. Танягин)이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그에게 취해진 죄목은 한인들, 특히 김 아파

나시에 대한 관리소홀이었다.122) 한마디로 중앙권력에 반하여 존

재하는 야당지도자들은 마치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져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123)

120) 근 60년이 지난 1995년 공개된, 1937년 2-3월에 개최된 전로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트로츠키주의자와 파괴분자

(троцкистские двурушники)”들을 청산할 임무가 이미 당내부에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당내 숙청작업은 1938년

3월 부하린과 리코프를 총살시킴으로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Материалы февральско-мартовского пленума ЦК ВКП(б) 1937

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 2. М. 1995. c. 22-26.

121) В. Ким,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посмертно. Эшелон 58, Ташкент,

1995. c. 17-22 ; G. S. Liushkov, “The Army of the Far East(極東

赤軍論)”. Kaizo(改造). N 9. 1939, pp. 148-149.

122) 김 아파나시는 1934년에 개최된 제17차 당대회(XVII съезд ВКП

(б))에 라브렌찌예프의 추천으로 대표사절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김

의 후견자가 정치적 이유로 모스크바로 소환되게 되어 사형언도를

받은 이후 그 역시 과거 상해파 공산주의자였다고 비판되면서 정치

적 탄압을 받은 것이다.

123) J. Stephan, “Cleansing the Soviet Far East, 1937-1938”. Acta

Slavika Iaponica. Tomax X. Hokkaido, 1992, pp.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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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정부는 사실 국내 내부 반대파 세력을 탄압할 구실로

국외 파시스트 세력의 움직임을 십분 활용하였다. 자본주의 국

가에서는 국가독점 형태가 전개되면서 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합

되어 공공부문에서의 전횡이 커져만 갔다. 1936년 7월 유럽 스

페인에내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36

년 6월 “제국국방방침(Директи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мперии)”을 책정하여 소련과 미국을 중국과 영국에 앞선 순

위의 적국으로 선언하였다. 일본은 자국보다 더 많은 수의 사단

수와 비행기, 전차 등 소련의 전력이 앞섰음을 인지하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1936년 11월 일본은 독일과 반코민테른

협정에 서명하여 반소 블록을 견고히 해 나갔다. 이에 따라 일

련의 대일 현상유지 정책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소련은

극동정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정치국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내에 특별조직으로 극동위원회(Да

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иссия)를 설치해 극동지역의 정세안정을

찾는 연구를 전담시켰다.

한편 만주국을 안정시킨 일제는 다음 단계로 중국 화북지방과

내몽골 지역에 자치정부를 만들어 제2의 대중, 대소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일제의 중국 본토 침략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

안사변(西安事變)이 발생하였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과 연합

하여 항일전쟁을 수행하려던 장학량이 1936년 12월 12일 이 사실

을 모르고 공산당 탄압에 나선 장개석을 체포, 구금해 항일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처음에는 장개석이 반대했으나 국공

합작(國共合作)에 합의하였다. 장개석은 대일개전, 친일요인 파면,

중공군 토벌 중지를 약속하고 내전 중지와 항일 통일전선으로 나

아갔다. 이로써 중·일 양국 간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졌다.124)

124)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 명지사, 1992,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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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간� 군사충돌이�벌어진� 노구교와�완평성� 전경

이즈음 일본군은 북경, 텐진 주둔군을 점차 증강하여 무력시위

에 나섰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새로이 등장한 일본 내각은 한 달

만인 1937년 7월 7일 북경 남쪽 약 15㎞떨어진 노구교 주변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군 부대가 훈

련 도중 중국측으로부터 총알 몇 발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부

대 점호를 취한 결과 병사 일 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방불명된

병사를 찾겠다고 일본군은 완평성을 수색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거절함으로써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사실은 병사가

개인적 용무를 본 후 복귀했지만 사태는 벌어진 뒤였다.125)

이를 구실삼아 일본군은 군사활동을 취해 나갔다. 화북침략을

노리던 일제로서는 관동군과 본토 증원사단으로 하여금 북경,

텐진을 공격하게 하였고 8월 상해로 쳐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 공략에 나섰다. 소련은 이웃한 만주 지역에 적국 일

본군이 진출한 것을 큰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극동정세의 안정

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125) 성황용, 『위의 책』 p.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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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련은 국경지대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국경안보

를 꾀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왔다. 소비에트정부는 대내적으로

국경지대 주민을 내륙으로 집단이주시켜 적성국과의 접촉 내지

연계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1936년 4월 28일 소비에

트 서부 지역인 폴란드 접경 800m지대에서 폴란드인을 중심으

로 한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1937년 7월에는 남부 국

경지역에 특별금지지대를 설정하여 수 천 명의 주민을 소거시

켰다. 그리고 8월 21일 이번엔 극동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집

단적 이주조치를 내린 것이다. 소련은 국경 내 안보 위협요소로

적성국 일본의 신민이자 자국 내 소수민족인 한인을 집단 이주

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틀 후인 8월 23일 소련이 독

일과 불가침협정을 맺은 것은 강제이주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126) 일본의 반소 움직임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

었다.

소비에트 한인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대일 안보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문제는 그러한 조치가 결정된 과정의 비민주

성, 시행의 강압성 그리고 규모에 있어 대규모성으로 인해 가히

‘인종말살(этноцид)’라 불릴 정도로 폭압적이었다. 소비에트 사

회가 지향한 민주집중제적 합리성은 아예 작동되지도 않았다.

극동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세력을 제거하려는 작업은 내무인

민위원회 극동지부(УНКВД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ю) 국

장인 바리츠키와 극동군 총사령관 블류헤르(В. Блюхер)가 주

도하였다. 그러나 내무인민위원회 극동지부장으로 류쉬코프가

새로 부임해 오면서 상황이 급전하였다. 류쉬코프는 블류헤르를

중심으로 한 군부 내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경지역의 한인을 이

주시킬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임하였던 것이다.

126)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9」, 서대

숙 편, 『소비에트한인 백년사』, 서울 : 태암, 1989,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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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한인을 믿지 못하였고 일본인

이 한인을 자신들의 첩자로 소련 후방에 계속 파견하여 파괴공

작을 일삼으며 극동지역을 마치 ‘제5열 지대’127)로 활동할 것이

라고 보았다.128) 그러나 집단이주를 담당한 류쉬코프도 숙청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1938년 일본으로 망명하고 말았다. 블

류헤르 역시 1938년 류쉬코프 망명 이후 국경강화와 일본측 도

발로 전개된 하산호 전투를 수행했으나 지휘 실패라는 이유로

숙청되어 그의 역할은 그것으로 한정되었다.

2. 중일전쟁기 소·일 군사적 충돌

소련이 대일관계를 유화적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과는 별개

로 일본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중국 본토를 유린하기 시작하였

다. 1933년 2월 북경 근처 열하(熱河)에서 중국군과 충돌했던

일본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 공략에 나선 것이다. 노구교(일명 마르코 폴로교) 사건은

북경 서남방 외곽을 방어하는 완평성(宛平城) 일대에서 발생된

중·일 양국 부대의 충돌사건을 이른다. 노구교 외곽, 즉 북경

밖에 주둔하던 일본 지나방면군은 제1연대 소속 부대가 야간

훈련 중 행방불명된 병사를 찾겠다며 중국 제29군과 실랑이를

벌이다 무력충돌하였다.129)

127) 제5열이란 스페인 내전 당시 파시스트 반란군이 4열로 이루어진 부

대를 이끌고 마드리드 공략에 나섰다. 이때 사령관이 앞으로의 전쟁

은 제5열, 즉 정보계통이나 스파이, 방첩대 등이 치루는 전쟁에 좌우

될 것이라 언급한데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28) G. S. Liushkov, I Criticize Soviet Socialism. Gekkan Roshia. N 5.

1939 ; “Жизнь и смерть комиссара Люшкова”, Российское Пр

иморье. N 26. 1993, 2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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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교 사건은 급한 볼 일이 있던 일 개 병사의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의 무장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달았

다. 북경, 텐진에서 발생한 무장충돌은 상해 일본 조계지에서

전개된 시가지로 이어졌고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전쟁인

중일전쟁으로 전면화하였다. 1937년 8월 9일 일본 해군 중위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군은 본토에서 2개 사단을 동원

하여 상해를 공격하였다.

중일전쟁 개막전이라 할 수 있는 상해전투에서 일본군은 쉽

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전하였다. 상해를 지키는 장개

석의 중국군이 독일로부터 군사지도를 받으며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전투부대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상해의 협소한

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여 일본군의 상륙작전 등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3개월째 전투가 진행되

면서 중국의 근대식 전투부대도 소진되고 70만이나 되는 많은

병력을 일시에 집중시킴에 따라 제공권을 쥔 일본군의 공격에

19만이나 되는 병력을 희생하고 말았다.130)

1937년 11월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12월 13일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남경을 공격하였다. 장개석은 남경 사수를

독려하며 항전했으나 일본군 항공력이 위력을 발휘하여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지나방면군이 난징을 폭격할 때 제주도에

위치한 해군 항공대 소속 알뜨르비행장(Altr Airfield)131)은 도

129) 만주사변, 중일전쟁 전개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권성욱,『중일전쟁. 용, 사무라이를 꺾다. 1928-1945』서울 : 미지북스,

2015; 가토 요코,『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서울 : 어문학사, 2012.

130) 가토 요코,『위의 책』, pp. 237-242.

131) 알뜨르(아래 들판 - 필자) 비행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일본이 중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 기지이다. 1926

년 일본이 중국 공격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차 공사[1931∼1935

년]로 1,400×70m 규모의 활주로 약 18만평을 완성하였다. 1937년 중

일전쟁의 발발로 군사적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난징 및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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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渡洋) 폭격기지로 활용되었다. 이곳에서 상해나 난징으로 항

공기가 출격하여 일본군의 항공공격을 지원하거나 무차별 도심

지 폭격을 가하였다. 일제는 상해전투와 남경전투에서 많은 희

생자를 낳은데 분풀이라도 하듯 ‘남경대학살’을 자행하였다. 또

한 일제의 공격은 소련 대사관 방화, 미국기 모독 그리고 기독

교 박해 등 대내외 정책을 완전히 무시한 채 폭거 그 자체였다.

� � � � �

▴제주�알뜨르� 비행장,� 활주로는�남북방향�길이� 1,400m,� 폭� 70m로� 비행기�

이착륙이�가능한� 규모이며�격납고,� 유도로� 등� 군사시설이�구축되었다.

(제주도� 자료사진)

공격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의 오무라[大村] 항공기지를 알뜨르 비행

장으로 옮겼다. 비행장 규모는 2차 공사[1937~1938년]로 약 40만 평

으로 확장되었다. 그 후 폭격기지가 상해로 옮겨지면서 일본해군 항

공대의 비행연습기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이후 본격

요새화되어 1945년 2월 본토사수 결호작전지로 선정되면서 220만㎡

을 추가로 확충하였다. “제주의 군사전략상 요충지, 알뜨르비행장 지

역”,『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2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중일전쟁�당시� 활용한� 일본군� 전투비행기

(출처� :� 甘粕부대,� 『조선주둔�일본군� 제19사단� 사진앨범』)

중경으로 수도를 옮긴 장개석 정부는 낙양-정주-개봉-서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무한 방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일

본군은 1938년 3월과 4월 사이에 곡창지대 서주를 공격하여 화

북지역으로 통하는 연결통로를 장악하고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

였다. 서주 점령으로 일본군은 중국의 해안 전 지역을 점령하는

효과를 얻어 향후 작전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일본군은 장개석 정부를 쫓아 내륙으로 진격해 가고자 본격

적으로 무한 공략에 나섰다. 문제는 전투 준비태세에 있었다.

이미 상해, 남경 그리고 서주 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상당수의

전력을 손실했고 물자 소모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무한

은 대륙 깊숙이 들어갈 길목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중

국군의 방어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 격렬한

전투가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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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당시(무한공략�이후)� 일본이� 장악한� 중국� 만주와� 본토지역(분홍색)

일본군은 지나방면군을 무한으로 집결하면서도 병력을 추가

증원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한반도에 조선인 특별지원병 제

도를 도입하였고, 4월 1일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하여 병력

을 대거 징집하였다. 일제는 새로 편성한 총 10개 사단 중 8개

사단을 지나방면군에 그리고 나머지 2개 사단을 관동군에 편입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 두만

강 하류 하산호 근처에서 소련군과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국가

총동원으로 증원한 병력은 관동군 보다는 지나방면군에 할당했

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대본영은 국경

충돌이 없진 않았으나 당장 소련발 침공에 따른 전면전은 없으

리라 보고 무한작전에 집중하던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4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1930년대 중반 이래 소련과의 국경충돌이 잦았다지만 경비대

간의 총격전이나 소규모 분쟁에 불과했고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132) 중일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무력

충돌이 전차와 비행기가 동원된 정규군 간의 전투로 확대된 사

례는 1936년 6월 흑룡강 중류 간차즈섬(乾岔子島)에서 벌어진

국경분쟁이 유일하였다.133) 그 조차도 무인섬을 둘러싼 충돌이

확전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에 소일 양국은 곧바로 병력을 철수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1936년 11월 6일 일본이 독일과 반코민테른 협정(일

명 방공협정)을 체결하자 소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소일 양국은 각각 유럽과 중국 문제에 진력하던 상황에서 후방

인 극동에서의 국경안정이란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유화적 조

치를 취하고 있었다. 소련은 국경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극

동지역 한인을 모두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하산호 전투

이런 점에서 1938년 7월 29일 개시된 하산호 전투(Бои у озе

132)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소만 양국 간 국경 현상유지가 지속되었지

만 사실상 국경분쟁이 잦았다. 그 중 일본군이 도발한 굵직한 사례

는 1933년 4월 일만 연합군의 소련 국경수비대 공격, 1935년 6∼7월

의 일본군 국경도발, 1938년 7∼8월의 하산호 전투 등을 들 수 있다.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성종환 역),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

에 나타난 동부국경』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0, p. 68.

133) 1936년 6월 일본측이 만주국 경찰과 중국인 노동자를 동원해 토지를

개간하려 하자 소련이 외교적으로 항의했으나 묵살되었다. 이에 소

련이 2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일본인을 내쫒았다. 이를 기화로 소

일 양측은 병력을 증강시키고 험학하게 대치했으나 외교교섭으로 해

결되는 듯 했다. 그런데 6월 30일 오후 관동군이 독단적으로 공격명

령을 내려 소련군 포함을 대파시키는 등 패배를 안겨주었다. 사실상

소련은 패배했지만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해 7월 4일 전 병력을 철수

시켜 일단락된 사건이었다. 권성욱, 『앞의 책』, pp.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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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 Хасан, 張鼓峰事件)는134) 의외의 사건이었다. 일본이 중일전

쟁을 도발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젠 후방이 된 소련 국경

에, 그것도 무한 공략 직전에 하산 장고봉 근처에서 전쟁 상태

가 조성된다는 것은 소련을 상대로 제2의 전선을 펴는 우를 범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소련과 일본은 두만강 하류

하산호 근처 장고봉(выс. Заозерная)에서 벌어진 전투를 의도

치 않게 발생했다하여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두만강일대�경비� 임무를� 띤� 일본� 조선군� 제19사단� 훈련작업

(출처� :� 甘粕부대,� 『조선주둔�일본군� 제19사단� 사진앨범』)

134)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련 연해주 하산군에 속한 한중

러 국경이 접하는 하산 호수 주변 국경지역이다. 하산호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장고봉, 장군봉, 사초봉이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레 국경

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1866년 러청 비밀 흥개조약(興凱條約)으로

국경이 설정되었지만 강과 호수 중간 어느 지역으로 국경선이 지나

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었다. 참고로 일본측

은 하산호 전투를 장고봉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일 개 사건으로 부름

으로써 양국 군사적 충돌로 인한 국경 상실, 실패한 전투를 축소하

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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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무력충돌의 작은 계기는 1938년 6월 13일 소련 내무인

민위원회 극동지구위원장 류쉬코프가 숙청을 피해 일본으로 망

명하자 소련측이 급히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한 데 있었다. 소

련군 기병이 7월 6일 장고봉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자, 두만강일

대를 경비하던 조선군 제19사단이 이를 인지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군 사단장은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 외교적

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관동군은 적

극 대응을 주장하였다. 이때 일본 대본영 작전과에서 소련군에

대한 위력정찰을 명분으로 국지전을 계획하고 무력충돌을 도발

하였다. 일본군은 소련군 병력 및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서도

소련의 요새 구축한 의도와 군사력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일본군이 도발적인 위력정찰을 실시하여 적군의 전투준비태

세(боеспоссобность КА)를 평가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추가

로 모스크바가 중국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코자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의미가 있다.135) 장개석은 난징에

서 패퇴한 이후 1938년 4월부터 모스크바에 특사를 보내 양국

간 군사동맹을 맺어 일본과 맞서주길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측 정찰일지를 살펴보면 일본군은 이미 1938년 7

월 9일부터 장고봉에 전신선을 부설하고 그 일대를 정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월 15일 장고봉 구릉지대를 정찰하던 일본군

헌병대가 소련군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월경한

국경지대를 사진기로 찍고 기록한 정찰일기를 소지하고 있었

135) Е. Л. Катасонова, Роль СССР в победе над Японией, Сборни

к материалов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 корейского семинара 

на тему : “Роль СССР в победе над Японией и освобожден
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1945 г.”(НИИ ВАГШ РФ, ИВИ 

МНО РК, 2015. 10. 27.), М., 2016, с. 72.(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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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6) 이를 근거로 소련은 일본군이 오래 전부터 장고봉을 차지

하려 하산호 전투를 기획했다고 주장하였다.137) 아무튼 일본군을

사살한 원인으로 월경 여부에 대한 팽팽한 공방이 오가면서 양

측 외교협상은 결렬되었고 마침내 무력충돌에 이르기까지 한 것

이다. (하산호 전투 초기 사건 경과는 부록 No. 5-1을 참조)

일본군은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한 조선군 제19사단 병력을

두만강 일대에 집결시켰으며, 유사시 장고봉 서쪽 800m 거리의

장군봉(выс. Богомольная)을 점령하기로 계획하였다. 보병 제

73연대를 경흥 전면에 배치했으며 여타 사단 병력을 웅기나 사

회지구에 예비대로 집결시켰다. 그러나 일본군 대본영은 전략적

가치가 약한 작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정규전을 불사하는 일

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제19사단

은 7월 20일 원대복귀하면서도 1개 중대로 장군봉은 물론이며

인근 사초봉(выс. Безыманная)까지 점령하고 말았다.

일본군 대본영은 일왕 직속기관으로 내각과 중대 사안을 협의

후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대본영조차 각 사단

내 일선 부대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허

136) “No. 1. Ход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районе озера Хасан”, В. В.

Изонов, С. П. Мизонов, Н. С. Тархова(Кол. сост.), На границе 
тучи ходят хмуро ... (К 65-летию событий у озера Хасан)

(국경 위로 구름은 침울하게 오가네. 하산호 사건 65주년에 즈음하

여),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М. : Триада-фарм,

2003, с. 7.

137) “No. 28. Из обзора 1-го отдела штаба 1-й ОКА “Разгром япо

нских войск у озера Хасан в августа 1938 г.”, о причинах во

зникновения конфликта, с крат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ой театра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ход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В. Изоно

в, С. П. Мизонов, Н. С. Тархова(Кол. сост.), там же, с. 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8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다했다. 그 중심에 관동군이 있었으며138) 그에 못지않게 일본

조선군 역시 도발적이었다.

▴하산호�전투에� 투입되는�자주포� 장착� T-34전차의� 하바로프스크�시가행진�모습�

소련 극동군 사령관 바실리 블류헤르(В. Блюхер) 원수는 일

본군 30명이 사초봉에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40사단

으로 하여금 국경지대의 병력을 보강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

출 것을 명령하며 2개 대대를 파견하였다. 이를 인지한 일본군

제19사단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소련군을 격퇴 후 철수하라

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후 전개되는 하산호 전투과정을 소련측은 대개 3기로 나누

어 설명한다. 제1기는 1938년 7월 29일에서 31일 사이 일본군이

장고봉을 점령한 시기이다. 제2기는 8월 1일에서 6일 사이로 소

138) 유한철,「일제 ‘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한국독립운동

사연구』6, 1992.; 채영국,「3·1운동 전후 일제「조선군」(주한 일본

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1992, pp. 205-2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 전시 동북아 군사안보정책 | 119

련군이 장고봉 탈환을 위해 여러 차례 공격을 실시한 시기이다.

제3기는 8월 6일부터 11일까지 휴전으로 일본군이 퇴각한 시기

이다.139)

▴하산호�전투에� 투입되어�작전� 중인� 소련� 극동군� 제40사단

제3기의 특징은 하산호 전투에서 지휘책임자가 부재하다는

평가와 전투활동 운영상 미숙함이 드러났기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스크바 군부 지도부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다.

스탈린, 몰로토프 그리고 보로쉴로프 등이 극동전선 상황에 대

한 평가와 지시를 국방위원장 이름으로 직접 하달하였기 때문

이었다.(하산호 전투에 대한 개관은 부록 No. 5-2 참조)

139) “N. 28. Из обзора 1-го отдела штаба 1-й ОКА “Разгром япо

нских войск у озера Хасан в августа 1938 г.”, о причинах в

озникновения конфликта, с крат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ой театр

а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ход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В. Изо

нов, С. П. Мизонов, Н. С. Тархова(Кол. сост.), Там же, с.

49-54. 권성욱,『앞의 책』,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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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호�전투(1938.� 7.� 29� ∼�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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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삼국의� 경계가� 얽힌� 하산호-두만강� 일대

전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산호 전투는 7월 29일

소련군이 구축한 사초봉(выс. Безыманная) 진지를 일본군이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30일 이미 확보한 장군봉(вы

с. Богомольная) 정상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곧바로 장고봉(в

ыс. Заозерная)을 야습하여 점령하였다. 장고봉을 빼앗긴 소련

군은 포병을 동원해 두만강 넘어 먼 포사거리의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였고 항공기 130대를 동원해 두만강 접경 조선 지역인

경흥, 증산, 고성의 거점과 철도까지 폭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련군은 장고봉 탈환에 실패하였다. 장고봉 접근 지형의

불리함과 우천 이후 진창으로 변한 땅으로 전차 기동이 곤란했

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군은 제19사단이 예비 병력과 탄약이

부족하자 관동군으로부터 1개 사단과 탄약을 지원받았다.140)

140) 宮田節子 編解說,『十五年戰爭準備資料集 15-朝鮮軍槪要史』不二出

版, 1989; 양영조 편역,『일제 조선주둔군과 6·25전쟁 일본 소해대』,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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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봉�정상의� 소련군 ▴소련항공기�폭격에� 파괴된� 농가

분쟁이 장기간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양국 외무상은 8월 4일

휴전협상에 들어가 8월 11일 타결하였다. 타결된 내용은 7월 29

일 전투 개시 이전 국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군이 현재의

선에서 1km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하산호 전투는 러일전쟁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열강과 격돌한

사단급 전투였다. 쌍방은 각각 2만여 명을 투입한 대규모 전투

였다. 사상자는 일본군 전사 526명, 부상 914명, 소련군 전사

236명, 부상 611명, 전차파괴 96량, 비행기가 3대 격추되었다.141)

▴두만강�남안에서�본� 장고봉

(앞� 철도선로인�듯함)

▴두만강�남안에서�본� 장고봉� 포화�

141) 1993년 공개된 러시아측 공식자료에 의하면 소련군은 792명 사망,

2,752명 부상을 당했으며 일본측은 525명 사망에 913명 부상으로 집

계하여 소련측 피해를 최대치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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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군은 만소 국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관동군이 맡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 훈춘현 국경지대에 대한 수비를 관동군에

게 넘겼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훈춘에서 경흥까지 경계를 맡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두만강 일대 경계를 보던 제19사단은

경흥과 그 이동지역만 맡고 대소 견제보다는 조선 국내 치안유

지에 집중하게 되었다.142)

할힌골 전투

소만국경에서 잠잠하던 양측의 갈등은 1939년 5월부터 8월까

지 몽골과 만주국의 국경 지대인 할하(Халхин-Гол) 강 유역

에서 재개되었다. 소련, 몽골군과 일본 제국의 관동군, 만주국군

간에 벌어진 대규모 전투는 이제 더 이상 우연적 사건일 수 없

었다. 할힌골 전투(бои на реке Халхин-Гол, 일본측은 노몬

한 사건(ノモンハン事件)이라 부름)라 불리는 소일 국경분쟁은

만연된 일련의 소일 갈등의 대단원이었다.

▴할힌골�전투에� 참여한� 몽골기병대� ▴할힌골�전투에� 동원된� 소련제� 전차

142) 양영조 편역, 『앞의 책』,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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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중일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로 일본의 대본영(大本

營)에서는 사건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관동군은 이를 무시하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 공세를 취

했다. 몽골과 상호 원조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군으로서는 즉각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1939년 5월 11일 몽골군 기병으로

구성된 부대가 할힌골 강 이동 지역을 순찰하였다. 이때 만주군

수비대가 몽골군이 불법으로 월경했다며 문제 삼아 시비가 벌어

진 끝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보고를 받은 일본 관동군이 노몬한

마을로 부대를 급파했으나 이미 철수한 뒤라 마무리되는 듯 했

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련군이 몽골군과 함께 진격해 와 공중전

을 벌이고 일본 관동군과 대치하는 형국으로 발전하였다.143)

5월 28일 관동군의 선제공격이 새벽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련군을 손쉽게 제압하는 듯 했으나 당시 소련군 사령관 훼클

렌코(Н. В. Фекленко)가 전차, 중포 등 우수한 화력을 앞세운

1,500여 명의 병력으로 2,000여 명 이상의 관동군을 전멸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관동군은 본국 보고도 없이 항공부대를 동원해

몽골 비행장 및 비행기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143) 권성욱,『앞의 책』, pp. 4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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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힌골�전투를� 지휘하는�소련군� 지휘부

육상전과 달리 공중전에서 큰 피해를 본 소련군은 단순히 기

지파괴에 대한 보복을 넘어 만몽 국경획정 시 우위를 점할 목

표로 움직였다. 스탈린은 외무인민위원장 몰로토프의 주장에 동

의하고 게오르기 주코프(Г. Жуков)를 제57군단의 총지휘관으

로 임명하여 대처토록 하였다. 주코프는 기계화전 이론을 신봉

하는 기동전의 달인으로 명망이 있었다.

▴전투�지휘� 중인� 총사령관�주코프 ▴할힌골�전투에� 동원된� 소련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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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힌골�전투(1939년� 8월� 20∼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 전시 동북아 군사안보정책 | 127

현지에 부임한 주코프는 8월 20일 지원요청 규모의 2배가 넘

는 약 5만 명의 대규모 병력으로 할하 강을 넘었다. 현대화된

기갑전력으로 기동작전을 펼치되 포병 화력과 공군 포격지원을

받으며 단숨에 일본군을 섬멸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일본군은 2

만 수 천여 명으로 강력히 저항하며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입

혔지만 결국 소련-몽골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다.

2주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 관동군은 처참하게 전멸당한 채

후퇴했다.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항상 승승장구 하던 일본 육군

은 최초의 대참패를 소련군으로부터 맛보게 되었다. 일본군은

소련군이 병력을 대규모로 초원에 펼칠 줄은 몰랐다. 소련군 역

시 무리한 보병돌격 작전과 미숙한 전술 운용으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격퇴시킨 후

포위섬멸 작전을 펼쳐 일본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제2절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극동전략

1. 독소전의 발발과 소련의 대응

할힌골 전투가 한창이던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조약(이른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각서)이 맺어졌다. 그

동안 소련은 영국, 프랑스 등에 대독 연합전선 구축을 제안했으

나 전격적으로 독일과 손을 잡은 것이다. 조약 체결 자리에서

스탈린은 할힌골 전투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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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후� 악수하는�

스탈린과�리벤트로프

▴몰로토프-리벤트로프�각서

(독소불가침조약문)

정세는 매우 급전되었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방공협정을

맺어 반소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독소불가침조약으로 더 이상 소

련과 등을 질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할힌골 전투를 통해

소련 적군(赤軍)이 이미 전차와 중포 등 막강한 화력과 기계화된

장비로 무장한 현대식 군대로 발전했음을 체험한 상태였다. 독자

적으로 소련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소련의 전력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독일의 중재를 받아들여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포로를 교환하고

소련의 요구대로 할하 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 동안

계속되었던 소련, 몽골-일본 국경 분쟁은, 이로써 결국 끝을 맺었다.

소련으로서도 나치 독일이 9월 1일 폴란드 분할에 나섰기에 더

이상 동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소련은 일본과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날, 9월 17일 폴란드 동부 국경을 대대적으로 침공한다.

할힌골 전투에서 소련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경험한 일본

은 1940년 7월 2일 소련에 일소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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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련은 사할린에서의 석탄, 석유 채굴권을 되돌려 달라고

했으나 일본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양국은 몇 차례

불가침조약을 논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양국은 1941년

4월 13일 소일중립조약(蘇日中立條約)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1) 두 나라 사이에 평화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영토보전,

불가침을 존중한다. 2) 조약체결국 중 어느 한쪽이 제3국에 의

한 군사행동 대상이 될 경우 다른 쪽은 그 분쟁의 전 기간 동

안 중립을 지킨다. 3)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1년 전 예고

하여 폐기 통보할 수 있다.144)(조약문 원문은 부록 No. 6을 참조)

그 이후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

할 때까지 중립을 지키며 상호 이익을 꾀하였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일본에게 제2 전선을 열어주길 희망했으나 일본은 중

립조약을 유지했다. 할힌골 전투의 패배를 기억하는 일본은 소

련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전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중립조약에�서명하는�일본� 외상� 마쓰오카�요스케(松岡洋右)

(소련측� 외상은� 몰로토프(뒷줄� 스탈린� 좌측)

144) Известия от 6 апреля 1945 г.; http://bdsa.ru/index.php/совнарко

м-1941-год/1797-384 -13-1941(2016. 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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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였다. 새벽 03시에 모

스크바를 공습한 독일은 육군 3개 집단군을 동원하여 소련 국경

을 넘어 침공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과의 전쟁이 교착상

태에 빠지자 그 타개책으로 동부전선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로 인해 소련은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두

달 전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어 놓았기에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다. 소련은 1936년 11월 6일 독일이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반코민테른 협정을 맺어 반소적 입장을 분명히

할 때부터 경계해 왔다. 그러나 독일과는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이었다.145)

독일이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자 독일의 중재 하에 할힌골

전투를 끝낸 소련도 9월 17일 폴란드 분할에 동참하였다. 영국

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에게 철군하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독일에게 선전포고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 휩쓸려 들

어갔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연합국에 군수물자와

장비를 지원하였다. 1941년 3월 11일 미 의회는 「미합중국 방

위촉진법」(일명 무기대여법, 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S)을 통과시켜 독일과 전쟁을 치루는 연합국에게 군수

물자의 물품비 만이 아니라 그 운송비까지 무료로 지원하였다.

독일은 프랑스 점령 이후 영국과 대치를 계속하다가 1941년

6월 22일 전격전(blitzkrieg, 電擊戰)으로 소련을 침공하였다. 바

로바로사 작전(Op. Barbarossa)으로 초기에 소련군 주력을 섬

멸하고 점령지역을 아르한겔스크-아스트라한 선(A-A 라인)까

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소련을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145) 소련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은 1939년 8월 독소불가침조약을 맺었을

때 일본과 싸우던 할힌골 전투를 마무리 짓고 전력의 상당부분을 서

부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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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랄�군수공장에서�제작되어�전선으로�투입하기�직전의� 전차

소련 지도부는 독일의 기습 침공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전

쟁 지도부는 7월에 가서야 전쟁계획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총동

원은 10월에야 발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독일

군의 1차 공세가 끝나는 9월 30일 경 소련은 레닌그라드-스몰

렌스크-브랸스크-하리코프 라인까지 밀렸다. 스탈린은 1941년

7월 4일 국가계획위원회(ГОСПЛАН)에 우랄 이서지역의 산업시

설을 우랄 이동지역 및 시베리아로 옮기되 이동이 불가능한 시

설은 초토화시키라 지시하였다. 중요 산업시설이 후방으로 이송

되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했겠지만 발전소, 광산, 토지 등 상

당부분이 파괴되거나 불타올랐다. 저하된 산업생산량에 비례해

전선은 계속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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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에트한인의 전쟁참여 양상146)

제2차 세계대전 기간(1941∼1945) 동안 ‘소비에트한인(советски

е корейцы, 이하 한인)’이 전쟁에 참여한 양상은 매우 다기하다.

한인은 소련 정규군 소속으로 침략국 파시스트 독일에 맞서 전선

에서 직접 전투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서였다. 한인은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방어할 의무가 박

탈된 상태였다. 소련 정규군인 노농적군(РККА) 소속 군인으로 소

집될 대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한인이 전선으로 보내

달라며 담당 행정당국이나, 심지어는 스탈린에게 청원서를 보냈고

그 중 수백 명이 총을 들고 파시스트 적과 싸울 수 있었다.

소비에트한인이 합법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우는

후방에서 노동전선에 동원된 노무인력으로서였다. 전시 총동원

령의 일환으로 소집연령에 달한 청년들이 징집되어 도로, 항만

등 산업시설 건설이나 석탄광 등에서 노역에 종사한 것이다.

일반 한인 주민들은 강제이주된 위수지역에서 거주이전의 자

유를 박탈당한 채 전선으로 보낼 식량과 군수물자를 생산하였

다. 그리고 비행기나 장갑차 등 무기제작에 필요한 방위기금을

모아 정부에 제공하였다. 즉 한인 전 주민은 각자의 방식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승리에 일조하였다.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대략 400명으로

추산된다. 노동전선에서 노역을 담당한 노무인력 또한 전쟁 총동

원령에 따라 참전한 사람들이다. 한인의 경우 약 1만 4∼5천 명

을 헤아린다. 나머지 한인 주민들, 즉 강제이주된 17만여 명 중

상기 다양한 전선으로 떠난 인원을 뺀 일반 주민들은 위수지역

146) 소비에트한인의 전쟁참여 양상은 201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1차 국제군사사학회에 발표된 글을 수정하여 2015년 12월『전쟁

과 유물』제7호에 실었던 글을 저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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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식량과 군수물자 생산에 참여하였고 무기제작에 필요한

방위성금을 마련하였다. ‘무기’를 들고 전투현장에서 싸웠건, ‘노

동력’으로 노동전선이나 산업전선에 노역을 제공했건 소비에트

한인 대다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한 셈이다.

가. 전방 전투현장에서의 전쟁 참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장에 소비에트 한인이 직접 참전한 인원은

인명이 확인된 372명으로 드러났다. 참전자 중 195명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127명이 생환하였다.147) 이 수치는 역사학자 박

보리스(Пак Борис Д.)가 문서보관소 사료에 묻힌 참전자 신상기록

을 정리해 낸 결과이다. 그러나 문서보관소의 모든 사료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공개된 것조차 조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며,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에 떨궈진 경우도 있으므로 참전 인원을 지금

확정할 순 없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략 400명으로 추산된다.

참전자 중 19명이 고등군사교육을 받아 전투경험이 있던 전문 군

인이었다. 출신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러시아공화국에서 203명, 카자

흐스탄공화국에서 54명,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24명의 한인이 전선

에 투입되었다. 그 외 우크라이나공화국에서 5명, 백러시아공화국에

서 3명, 그루지야와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서 각 2명씩의 한인이 그

리고, 키르기즈스탄과 타직스탄공화국 출신 한인이 각 1명씩 참전하

였다. 이들은 모두 군사정치위원부의 소환 명령을 얻어 전선으로 징

집된 특별 경우였다. 상당수가 노동자나 근로자, 학생 등이었다.148)

147) Д. В. Шин, Б. Д. Пак, В. В. Цой,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

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М. : ИВ 

РАН, 2011, с. 26.

148) Д. Шин, Б. Д. Пак, В. В. Цой, там же, с. 26 ; 송잔나(Сон Жа

нна), “소련 한인 가족의 사회화(1937-1991),” 『고려인과 함께 가는

유라시아 평화의 길.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서

울, 2014. 10. 1), с. 26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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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출신지역별 참전자 수치를 보면 러시아공화국 내 한인들이

주로 참전 기회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1937년 이전 한인

이 집중 거주하던 극동지역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집단 강제이

주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제이주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

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의 한인들도 전장에 나서 전투

에 임하기도 하였다. 1941년은 소비에트 한인이 강제이주된 지 4년

째 되는 해로서 여권 내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금지된 상태였다.

1941년 6월 22일 독일 파시스트가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공격해 오자 소련 정부는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사

회주의 조국’을 지키겠다고 소비에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입대

지원하였다. 수천 명의 소비에트 한인들도 예외 없이 전쟁 참여를

희망했으며, “수천 명의 한인 젊은이들, 심지어 중등학교를 갓 졸

업한 청소년들조차도 전선으로 보내 달라는 청원서를 지역군사인

민위원부(местный воен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로 보냈다.”149)

이와 관련하여 1943년 8월 19일 당시 작성된 국가보안위원회(Н

КГБ) 제2국의 “소련의 한인 개척지대”라는 참고자료 속에는 한

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쓴 참전신청서를 근거로 그들의 정치적,

도덕적 상태가 만족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많은 신청서들이

149)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только что о

кончившие среднюю школу, подавали заявления в 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комиссариаты с просьбой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фронт.

Но тотальный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питавший недовер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которое считал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ос

обником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отказывал корейцам слу

жить в рядах регуляр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место этог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аправить корейцев, достигших пр

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М. Н. Хан, “К 60-л

етию трагиче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ра

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 Экслибрис-Пресс, 1997, с.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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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됨으로써 지원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는 곧 권력기관

이 한인을 불신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축소시키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150). 소비에트 권력 상층부의 입장이 어떠했건 수

백 명의 참전 청원이 받아들여져 전선으로 떠날 수 있었다.

유가이 게라심(Герасим А. Югай)의 분류에 따르면 전선으로

떠난 한인들은 대개 다음의 세가지 경우였다. “전시 한인은 아예

전선이나 군대로 소집되지도 않았다. 군 지휘관이었던 한인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전선에 간 개인들은 조사기관의 실수나 자신의

민족적을 숨기거나, 타인을 대신해서 나섰던 경우들이었다.”151)

한 발레리(Хан Валерий С.)는 한인들이 전쟁터로 갈 수 있

었던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누구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타민족의 성과 이름으로 - 필자) 바꾸었고, 또 다른 누

구는 군사 내지 행정기관의 문턱이 닳도록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누구는 전쟁이 터진 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학을 다

닌 관계로 동기생들과 함께 전선에 투입되었고, 또 다른 누구는 전

문가로서 군대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었다.152)

여러 경로로 참전한 한인 중에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소련

영웅(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칭호나 수많은 훈장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바로 이들이 고귀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150) ГАРФ, ф. Р-9401, оп. 2, д. 2011, л. 254, 256.

151) “В годы войны не призывали корейцев ни на фронт, ни в 

армию вообще. А бывшие военачальники из числа корейце

в почти все бы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ы. На фронт попали лишь 

единицы, окаавшиеся там по ошибке военкоматов или скр

ывшие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выдавшие себя за других.” Г.

А. Югай, “Штрихи к социальн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у портрету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Там же, с. 212.

152) В. С. Хан, Коре сарам : Кто мы 고려사람? Бишкек : АРХИ,

2009, с. 85-106; Г. Н. Ким,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Тараз

-Алматы : ЖиЦ Сенiм, 2013, 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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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 내 ‘금단의 열매’를

음미하거나 먹어 볼 수 있었다.153)

그 대표적인 참전자가 바로 소련

영웅 칭호를 받은 민 알렉산드르

(Мин Александр П.)다.154) 1945

년 3월 24일 소련 최고회의 상임

위원회는 적군 장교, 부사관, 사병

들에게 레닌훈장과 금성메달과 같

이 ‘소련영웅’ 칭호를 수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민 알렉산드

르 역시 독일 침략자들과의 전투

에서 전투지휘 임무를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완수하여 귀감이 됐

다는 평가와 함께 소련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153) “Среди появились и Геро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здесь люди 

пытались отведать, вкусить запретный плод, проявляя вы

сокий уровень патриатизма.” Г. А. Югай, “Штрихи к социа

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у портрету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 Дорого

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 Экслибрис-Пресс, 1997, с. 212.

154) 다음 문서는 민 알렉산드르에게 소련의 최고훈장인 소련영웅을 수여

한다는 명령서이다.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С СССР о присвоении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фицерскому, сержантскому 

и рядовому составу Краской Армии. Дело N. 256/14

За образовое выполнении боевых заданий командования бо

рьбы с немецкими завациком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отваг

у и геройство присвоить звание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вручением ордина Ленина и медали “Золота Звезда.” Капит

ану Мину Алексеевичу Павловичу.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

ма ВС СССР М. Калинин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иума ВС СССР А.

Горкин. Москва. Кремль 24 Марта 1945 г.” Г. В. Кан, В. И. А

н, Г. Н. Ким, Д. В. Мен,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иллюстриро
ванная история(카자흐스탄의 고려인 - 사진으로 보는 고려인사),

대한민국 : STC, 1997, p. 94.

▴참전�중�세운�전공으로�소련영웅

칭호받은�민�알렉산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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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상을 직접 수상하지 못했다. 1944년 7월 9일 전투 중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민 알렉산드르는 ‘소련영웅’ 칭호와 더불어 레닌 훈장, 금성메

달 그리고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훈장을 수여받았다. 김 표트르

와 채-니키치예프 게오르기는 ‘레닌 훈장’을 받았으며, ‘적기 훈

장’ 수상자는 13명이었다. 그 외에도 ‘조국용사 훈장’, ‘적성 훈

장’, ‘영광 훈장’ 등 다양한 훈장을 소비에트 한인들이 참전과

공훈에 대한 보답으로 수상하였다.

▴참전�한인(니� V.� I.와� 김� 니콜라이� I.)(신� 블라지미르�제공)

한편 전선에 투입된 소비에트 한인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한인 여성들도 의사, 간호사, 문화활동가 그리고 노동자 신분에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 전문성에 따라 문화선

전대나 간호부대에서 활약했으며 더 나아가 요새 및 참호 건설에

참여하거나 직접 전투부대원으로 전투현장을 누비기도 하였다.

한인은 전쟁에 참전함에 있어 병종의 구분이 없었다. 한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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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장으로, 허가이(Хэгай П. Н.)는 비행사로 전선을 누볐으

며 최 V.는 첩보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한인들이 투입된 전

선은 대부분 독일군의 주력이 집중된 곳으로 지속적으로 접전이

벌어지던 위험 지역이었다. 한 S. A.는 서남부전선, 초이 N, M.은

발트해 연안, 백러시아, 카렐리야 등의 전장, 민 A. 소령은 우크

라이나 영토에서 싸웠다. 이 V. N.은 서남부전선 제49군 60사단

에서 싸워 베를린까지 입성하였다. 강 V. S.는 제3 우크라이나전

선에서 박격포 부대인 제61자포로쥐에 근위연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한인의 전쟁 참여는 소련의 동부전선이랄

수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대일전에서도 참전하였다. 이들은 소련

의 대일전에 참여하여 공격을 시작한 1945년 8월 9일 제1극동

전선군 제25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주로 전투

현장에 배치되어 정찰, 첩보 분야에서 활약하였고 실제 전투부

대에서도 활동하였다.

나. 후방에서의 전쟁 참여

노무전선으로 동원된 한인 노무인력

후방의 견고함 없이는 전선에서 승리 보장할 수 없다. 이 논

리가 후방의 노동전선인 노동지대(трудовая колонна)에 노무

인력이 동원된 배경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한인 등 소수민족이

후방에서 노무부대원으로 노역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일조한 것

은 또 다른 전선에서 적에 대한 승리를 보증한 공헌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전쟁기간 한인들이 노무부대에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소련의

붕괴 이후 징집자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1942년 말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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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의 안그레 탄전으로 한인 56명이 노무 동원되었고, 앞

서 모스크바의 한 학술대회에서 노동군으로 동원되었음을 한

막스(Хан Макс Н.)도 공개적으로 밝혔다.”155)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 노무 동원되었는가?

우려했던 전쟁이 터지자 소련 정부는 즉각 1941년 9월 11일

즉각 총동원령을 발동하였다. 1941년 9월 26일에는 내무인민위

원회가 국방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Обороны :

ГОКО)의 ‘극비’ 법령에 부합되게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체제

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대를 노무대로 재조직하고 병참

공급을 중단시키며 그들 전 구성원들을 건설노동자로서 포함시

킨다”156)는 방침을 정하였다. 즉 일반 산업현장에서 일하던 건

설대를 준군사적 성격을 갖는 노무부대로 재정비하고 이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하라는 지시였다.

155)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только что око

нчившие среднюю школу, подавали заявления в местные вое

нные комиссариаты с просьбой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фронт. Но т

отальный сталинский режим, питавший недоверие к коре

й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которое считал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особник

ом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отказывал корейцам служить в 

рядах регуляр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место этого было при

нято решение направить корейцев, достигших призывного в

озраста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М. Н. Хан, “К 60-летию трагиче

ской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

о Востока”,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 Экслибрис-Пре

сс, 1997, с. 58.

156) ГАРФ, ф. Р-9414, оп. 1, д. 1157, л.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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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생산을� 위해� 탄광� 등� 산업시설에�동원된� 노무부대원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소련 국방위원회는 징집대상 연령층을

총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군복무 의무자들은 단지 전선에만 보내

진 것이 아니라 공업단지나 건설현장 그리고 철도공사 현장 등

일반 산업전선에도 배치시켰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Пре

зидиум ВС СССР)는 1941년 12월 26일에는 군수산업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은 곧바로 노무지대(рабочие ко

лонны)로 동원된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157) 이에 따

라 1941년 12월말 아스트라한에서 카자흐스탄 아크몰라주의 쇼

르탄지 지구로 1,833명의 노무인력이 이주되었을 때 400명이 한

인이었다. 이들 역시 특별 부락에 분산배치되어 다른 러시아인

특별이주자들과 더불어 지냈다.158)

스탈린은 1942년 1-2월 당시 소련과 전쟁을 치루고 있던 적

성국 독일의 독일계 소련 시민들을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한인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영역을

157) РЦХИДНИ, ф. 644, оп. 1, д. 64, л. 38.

158) Н. Ф. Бугай, “Вы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4, No. 5, c.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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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노무인력으로 활용되었다. 1943년 1월 10일 국방위원회가

40만 명의 노무인력을 동원하라는 법령을 채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은 민족 구분이 없이 모두 노무부

대와 근로부대로 보내져서 건설작업장이나 기업소 그리고 산림

벌목 작업장 등에 투입되었다.

▴특별이주민�또는� 노무부대원�생활(�독일인�노무부대�,� 2000)

1943년 3월, 7, 765명의 한인들이 석탄 채굴 현장으로 동원되

었다. 그 중 5, 135명은 모스크바 근교의 뚤라주(Тульская об

л.) 석탄전에서, 2, 622명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카라간다 석탄전

에서 노무인력으로 활용되었다159). 1943년 12월에는 당시 만 17

세에 달한 1926년생의 젊은 한인 청년 1,500명이 우즈베키스탄공

화국에서 차출되어 러시아연방의 꼬미자치공화국의 우흐타(Ухта 

Коми АССР)에 있는 노무군대(трудоввя армия)로 보내졌다.

이 굴락(ГУЛАГ)에서는 석유나 가스 채굴 또는 도로건설 등의

작업에 배치되었다. 동원되었던 자들 주위에는 완전 무장한 중대

159) ГАРФ, ф. Р-9401, оп. 1, д. 2011, л. 252-253 ; Н. Ф. Бугай,

Корейцы в Союзе СССР - России : XX-й век, М. : ИНСАН,

2004, с.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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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전투(воюющие)” 대열 속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역사사료가 증명하듯이 노무부대원 대다수는 괴혈병이나 기타 질

병으로 고생하였다. 더욱이 이들 곁에는 독일 여성들이 자기 남자

들과 헤어져 도로건설 현장이나 벌목현장에서 노동해야 했다.160)

1945년 4월경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뚤라주 그리고 꼬미자치

공화국 등에 한인 노무부대원이 산재해 있었다. 꼬미에는 1,500

명, 뚤라주에는 약 844명이 존재하였다. 노무지대 전체로 보면

대략 8,000명의 한인이 존재했으나 점점 숫자가 늘어나 1만 4천

명을 상회하였다.161) 한인들은 전쟁 이후에도 내무인민위원회

노무지대(рабочая колонна)나 건설대대(стройбатальон)의

특별이주민으로 계속 재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동원과

정은 1946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독자적으로 한인

노무인력을 동원하여 산업전선에서 노역을 시켰다. 1942년 10월

14일자로 공표된 국방위원회 법령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장, 철도,

산업 건설을 위한 병역대상자 동원법”이 있지만 이 중 한인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만 집중 동원되었다. 그에 따라

1942년 12월 한인 2,500명이 우즈베키스탄 금속콤비나트에 동원

되었고, 바로 직전에도 타슈켄트의 베슈-아가치(Беш-Агач)의

극장건설에 석수공으로 15명이 동원되었다.162)

160) М. Н. Хан, там же, c. 94-95.

161) Н. Ф. Буга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мены, приоритеты,

перспектива, М. : Аквариус, 2014, с. 128.

162) В. С. Хан, Корейцы в “Трудовой арм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

ровой войны :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

урс. Режим доступа : // kore-saram. ru>Trud-armeitsi Обращен

ие 24 апреля 2013. ; Он же, Коре сарам : Кто мы? Очерки ис
тории корейцев. 고려사람, Бишкек : АРХИ, 2009 ; Н. Ф. Буга

й, там же, с. 1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 전시 동북아 군사안보정책 | 143

이처럼 중앙아시아 내에서 노무지대로 동원된 한인들 모두를

상정한다면 동원된 한인은 1만 4∼5천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소비에트 한인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단지 러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그들의 제한 거주지역이었던 중

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지역 내에서도 노무동원되었다.

후방 산업전선의 주민동원과 성금

“모두가 전선을 위해,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Все для Фро

нта, все для Победы!)”. 이 구호가 당시 전시 후방의 주민

을 다그친 상황을 웅변한다. 후방에 잔류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

같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또 다

른 하나는 전선에 나간 이들을 위해.

전쟁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후방지

역에서는 수십 만 명의 청년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것과는 별개

로 전선의 군인들이 먹고 입을 식량과 군복, 군화를 그리고 군

대가 필요한 포탄, 탄약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제공하였다.

농촌 콜호즈 역시 식량 증산을 위해 파종면적을 늘리고 수확량

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였다.

전선에 나서지도, 노무부대에 동원되지도 않은 한인들은 전쟁

터와 노동전선에 나선 이들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방위기

금을 마련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크질오르다주의 기간트, 아

방가르드, 볼셰비크, 제3인터내셔날 등의 꼴호즈, 알마아타주의

레닌기치, 극동 꼴호즈가 식량 생산에 혁혁한 성과를 냈다. 우즈

베키스탄의 경우 타슈켄트주 내에 위치한 북극성, 북방등대, 폴

리타젤, 드미트로프, 스베르들로프 그리고 프라우다 꼴호즈가 식

량 증산의 선두에 섰다. 이 중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의 김만삼

은 선진 농법을 적용하여 쌀 수확량에 있어 세계 기록을 세우기

도 하였다. 그는 10만 5천 루블의 방위기금도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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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한인공동체는 비행기나 장갑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나 병사들이 사용할 물자를 납품함으로써 전쟁 승리에

일조하였다. 특히 승리기금, 방위기금 명칭의 성금을 모아 기부

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였다.163)

▴북방등대�꼴호즈� 회장� 최세르게이(중앙)와� 그가� 출연한� 기금으로�만든�

비행기� 승조원들(박환� 교수� 제공)

타슈켄트주 중치르치크 꼴호즈 제3인터내셔날에서 트랙터

기사로 일하던 임 파벨(Лим Павел)은 1942년 12월 24일 꼴호

즈 전체가 431만 6천 루블을 비행기 제작에 사용하도록 기부할

때 30만 3천 루블의 사비를 채워 넣었다. 그는 전투비행기를 만

들어 간악한 적군을 괴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1943년 1월

163) Г. Н. Ким, 고려일보 90лет.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Тараз-А

лматы : ЖиЦ Сенiм, 2013, с.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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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는 북방등대 꼴호즈 회장 최 세르게이(Цой Сергей)가

비행기 제작 기금으로 1백만 루블을 헌금하였다. 그 역시 사비

를 털었으며 비행기 제작소에서 신속히 전장에 내보내 히틀러

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형문(Шин Хен Мун)은 앞서 최고사령부에 편지를 쓰는

대신 직접 스탈린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금을 제공하였다. 그가

쓴 편지내용과 스탈린의 답장은 고려인신문인 <레닌기치>에

실렸다.164)

한인들이 전시 후방에서 헌신적인 기여는 국가의 포상에 의

해 인정되었다.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알마타주 까라딸 구

역에서 1941-1945년간 대조국전쟁에서 탁월한 성취를 올린 노

력메달 수상자가 3,861명이 배출되었다. 이중 1,000명 이상이 한

인이었다.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독일 파시스트가 소련을 침공한

1941년은 소비에트한인이 극동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집단적 강제이주를 당한 지 4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한인들

은 강제이주되어 제한된 위수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전쟁이

터지자 또다시 다양한 전선에 동원되어야 했다. 일부 한인들이 전

164) “Москва, Кремль товарищу СТАЛИНУ Родной Иосиф Василье

вич ! Вдохновленный Вашими мудрыми указаниями, стремяс

ь всеми силами помочь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великой борьбе с 

немецкими хищиниками, я с большой радостью вношу 120 т

ы. руб на стройтельство танковой колонны.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

лхоза <Дальный Восток>, Карат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Алма-Ат

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зССР. Шин Хен Мун.”

“Колхоз <Дальный Восток>, Карат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АО КазС

СР. Председателью колхоза тов. Шин Хен Мун.

Примите мой привет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расной Армии, тов 

Шин Хен Мун, за Вашу заботу о бранотанковых силах Красно

й Армии. И. СТАЛИН,” Г. В. Кан, В. И. Ан, Г. Н. Ким, Д. В.

Мен, там же, c.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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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싸울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성국 소수민족으로 ‘소비

에트 국민(советский народ)’으로서 누려야할 시민적 권리를

상실한 채 산업전선에서 노동인력 만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들

은 무기를 소지하여 조국방어의 권리를 상실한 후방의용군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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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련의 한반도정책과 국제신탁통치안

1. 연합국의 전후구상과 소련의 정책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국은 대일전 수행과정에서 동아

시아, 그 중 식민지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정책을 구상해

갔다. 오랜 전통적 관계상 중국의 관심이 가장 컸으며 또한 많

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

부에 대한 지원과 견제라는 이중적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은 대

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했지만 승인하지는 않았다. 중

국 공산당 역시 사회주의계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했지만

당군 체제 속에 두어 통제하였다. 중국측의 이중적 태도는 전시

한민족에 대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전후 한반도 국제질서 구상

에 주도권을 쥐려 했던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직접 본토 공격을 받은 미국은 대일전쟁을 수

행할 군사적 필요성과 전후 동아시아정책 일반에 대한 구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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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민지 한반도를 고려하였다. 어떠한 민족의 임시정부도 승

인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

히려 파벌투쟁이 강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3년 5월

워싱턴회의에서 다자간 국제신탁통치 입장에 따라 대한정책을

구상하였다.

소련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중립조약을 맺은 일본에게 직

접 적대행위를 가하지 않았지만 연합국 일원으로서 대일전 참

전을 준비하면서 동아시아 정책의 하위적 요소로서 대한정책을

구사하였다. 뒤늦게 뛰어든 소련의 대한정책은 자신의 주변 지

역에 비적대적인, 더 나아가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그러한 전제 속에 한국 문제는 미국 주도를 인정하

면서도 한반도 내 정치세력 관계와 그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

는 독립 내지 다자간 후견제를 중시했다.165)

이처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전시 혹은 전후 대한정책의 방

향은 다기했다.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결국 대

일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소련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유용할 것이다. 한국문제(korean question)

해법 찾기를 주도한 국가는 식민지 보유국 일본을 상대로 전쟁

을 수행하던 미국이었다.166)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던 미국의 입장에서 식민

지 한국의 독립문제는 미국의 포괄적인 전쟁목표이긴 하지만

대일전의 기본목표는 아니었다. 1941년 8월 대서양헌장에서 미

국은 식민지 민족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천명

하였다. 1943년 1월에는 카사블랑카회담(1943. 1. 12∼23)에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고 5월의

165) 정병준,『광복 직전 독립운동 세력의 동향』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2009, pp. 281-286.

166) 구대열『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서울 : 역사비평사, 199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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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회의와 11월의 카이로회담으로 신탁통치를 도입하여 한

국의 독립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국은 식민지 한국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

하지 않았다. 카이로회담에서는 중국이나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

였으며, 곧이어 개최된 1943년 12월 테헤란회담에서는 카이로에

오지 못한 스탈린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했다. 동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전개된 대일전쟁, 즉 소련의 참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이 대서양선언에서 주창한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한 투쟁에 집단안보를 통한 연합국의 단결을 꾀한다는 명분

을 주었다. 미국으로서는 단독 행동이 후일 사태전개에 따라 미

국의 책임론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167)

결국 미국에게 있어 식민지 한국의 위상은 일본이나 중국 다

음의 후순위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될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인 입장에서 점차 구체화

시켜 나갔다. 미국은 1943년 5월에 개최된 대서양연안 연합국

외상회의, 즉 워싱턴회의 제3차 모임(1943. 5. 11∼27)에서 한국

등 식민지에 대한 신탁통치168)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신

탁통치안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67) 구대열,『한국 국제관계사 연구2』서울 : 역사비평사, 1997, p. 36.

168) 신탁통치란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특수한 통

치형태’를 일컫는다.(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역사용어사전』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 1155.) 신탁통치는 국제적으로 인정

된 안전보장기구로부터 신탁을 받은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

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UN)의 신탁통치이사회가

탁치를 수행할 국가에 권한을 위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었

다. 참고로 미국 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과 논의에 대해서

는 다음을 보시오. 정용욱,『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 : 서

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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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통치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인 방안에 다름 아니었다.

그 후 반 년 후에 카이로회담(Каир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1차

: 1943. 11. 22∼26, 2차 : 12. 2∼7)이 열렸다. 기본적으로 유럽

상륙경로 우선문제(대서양 주장 –프랑스와 지중해 주장 -이탈

리아)가 주요 의제였으나 소련 대신 중국이 참여하면서 동남아

전선의 버마공격통로 문제까지 다뤄지는 등 군사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카이로선언문에는 합의가 안 된 군사문제보다

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

립과 영토문

제가 집중 반

영되었다.169)

즉 연합국의

대일전은 전

쟁 도발국이

무조건 항복

할 때까지 지

속될 것이며,

169) 한편 한국문제를 논의에 붙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초안을 잡은 사람이 홉킨스이기 때문에 그와 친분이 있던 이승만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과 직접 회담장에 참가한 중국측 인사의

자료를 근거로 중국 장개석(김구)이 의제로 제안했다는 측으로 나뉜

것이다. 전자는 초안 작성자의 역할에 강조를 두었고 후자는 회담 참

석자의 증언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현장의 증언은 결코 장개석이 한

반도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앞장섰다는 것이다. 양자

의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학술회의 발표문을 참조하시오.(이완범,

「카이로선언의 결정과정에 대한 고찰」『카이로선언 정신구현과 아시

아의 평화문제』평화통일시민연대, 아시아사회과학원 주관 카이로선언

70주년 기념학술회의(2013.7.24.); 한시준,「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

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독립기념관(단국대학교)

주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2014.4.13.),

▴카이로회담의�장개석,� 루즈벨트,�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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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빼앗긴 영토, 즉 만주, 대만을 반

환받을 것이라 하였다. 한국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 인정하였다.(카이로선언문 원문은 부록

No. 7을 참조)

카이로선언문(Коммюнике сосещания(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

ия) от 3 декабря 1943г.)에는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

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게 독립되도록(...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할 것

(밑줄 윤미 필자 강조)”이라 명시하여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인

해 주었다. 회담에서 토의된 한국문제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의 특별보좌관인 홉킨스(H. Hopkins)가 작성한 초안을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개석이 합의하면서 완성되었다. 문제는 초안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라는 한국을 독립시킬 방법론으로 적시한

용어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170) 카이로선언문에 명시된 문장에

는 한국 독립을 위한 절차와 시기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는 점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즉각 독립하는가 아니면 신탁통치

를 거치는가? 만일 후자라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연합국이 대일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관

계가 착종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카이로 정신’은 이후

한반도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것이라는 연합국의

170) 카이로선언문의 초안은 미국 루즈벨트의 특별보좌관 홉킨스(H. Hopkins)

가 부르는 대로 백악관 문서기록관 코넬리우스가 타이핑하여 완성되

었다. 홉킨스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란 문구가 한국

의 독립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moment)' 될 것을 의

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루즈벨트는 ‘적당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로 검토하였으나, 처칠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로 해석하였다.

이동현,「연합국의 전시외교와 한국」,『한국외교사 II』집문당, 1995, p.

240. 그런데 러시아어 원문에는 ‘당연한 시기를 지나(в должное вре

мя)’로 기록되었음이 흥미롭다. 즉 독립하는 절차보다는 특정되지 않

은 시기를 응당 거쳐야(또는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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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정책적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의 구

상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가 관심이다. 사실 당시 소련의 대한

정책이란 부재하였다. 식민지 한반도가 일본처럼 대적 군사활동을

수행할 직접적 대상도 아니었고 식민지 민족해방과 연계해 대한

민국 임시정부나 혹은 조선공산당과의 접촉 내지 연합활동이 사

실상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코민테른의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관

련한 한인공산주의 운동은 1935년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공산당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다. 결국 소련의 입장이란 전시

연합국 회의 중 한반도 관련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미국의 입장

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호소하거나 반영시키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 의견이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구조(커뮤니케)

에서 결코 소외 내지 배제되지 않겠다는 게 소련의 입장이었다.

▴테헤란회담에�참석� 중인�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카이로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곧이어 개최된 테헤란 회담(Т

егера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 1943. 11. 28∼12. 1)에서 미국이

스탈린에게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스탈린은 연합국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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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에 포함되어 전후 처리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하며 독일 패전 시 대일전 참전을 거듭 확인하고 전

적인 동의를 표하였다.

▴얄타회담에�참석� 중인�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마침내 해방될 한반도에서 한국이 독립될 방법이 얄타회담(Ял

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1945. 2. 4∼21)에서 논의되었다. 얄타회

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

다. 주요 내용은 1) 남부사할린과 그 부속도서에 대한 소련의 주

권 회복, 2) 국제무역항 대련에 대한 소련의 우선권 보장과 군항

여순은 소련의 조차권을 회복, 3) 대련으로 연결되는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를 중소합작사에 두어 공동 경영하되 소련이 우선권

보장 등이었다.171) (얄타협정문 원문은 부록 No. 8을 참조)

171)「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협정(얄타비밀협정) 요지」『동아일보』

1946. 2. 11; 김용직 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 112;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С.,

1947, с. 111-112; А. А. Кошкин, Паp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М. : Вече, 2010, с. 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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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회담에�참가한� K.� 애틀리,� H.� 트루먼,� J.� 스탈린

얄타회담은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신탁통치 추진 의도가

전면에 드러난 특징을 갖는다. 위에 요약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관련 미소 양국의 한국문제 언급은 이면 비밀협약으

로 진행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아무튼 스탈린은 미국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신탁통치가 보호관제(протекторат)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동시에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며 동의하였다.172)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을 바탕으로 ‘해방과 동시에 독립’을 지지했

던 소련의 입장이 ‘신탁통치 이후 독립’이라는 입장으로 전환된

순간이다. 한반도에서 가질 이익을 소련은 연합국간 질서재편 논

의과정에 개입하여 확보하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니었다.173)

172) МИД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

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V. Кры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 :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

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84, с. 131.

173) Советский фактор в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1944-1953, М. 1, М. : РО

ССПЭН, 1999, с. 23-48; 기광서,「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구상과

조선 정체세력에 대한 입장」,『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201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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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회담(П

ртсдамская ко

н ф е р е н ц и я 

1945. 7. 17∼8. 2.))

에 임하여 루즈벨

트 대통령이 필리

핀 사례를 들며,

미소중 삼국이

관할하는 신탁

통치를 지속시

켜야 한다고 제기하자 스탈린은 신탁통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

록 좋다하였으며 더불어 영국이 신탁통치국(a trustee)에 포함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사망한 직후

스탈린은 미국 대통령 대변자인 홉킨스(H. Hopkins)에게 한반도

에서 4대강국 신탁통치안을 미국에 위임한다고 전했다.174) 즉 미

국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한 셈이다. 그러나 소련의 신탁통치안은 영국까지 포함한 다자

신탁통치안이었다. 소련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탁통치 기간보다는

다자간 신탁통치에 있었다.175)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포츠담회담은 얄타회담에서

논의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의 틀 내에서 합의가 도출되었

174) Harry S. Truman, Memoriors, 2 vols,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 Double day and Co., Inc., 1950), pp. 316-317;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7.

175) 그동안 신탁통치 기간에 대한 논쟁시 테헤란회담에서 루즈벨트가 40년

보호기간을 언급했다 하나 미국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 발

언도 테헤란회담장에서가 아닌 태평양전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나왔다

는 주장이다. 기광서, 「위의 논문」, p. 34.

▴일본의�무조건� 항복을� 결정한�포츠담회담�중인�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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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드러낼 수 없었던 세부합의가 있었

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포츠담회의에서 영국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논란이 생기자 구체적인 신탁통치 방안에 대한 논의

는 차후 외상회담 의제로 넘기게 되었다.(포츠담선언문 원문은

부록 No. 9를 참조)

그렇다면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명되기 시작

한 시점은 언제인가? 이 점에 대하여 1944년 1월 10일 소련 외

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마이스키(И. М. Майский)가 위원장

몰로토프에게 보고한 문건은 우리에게 관심을 끈다. 마이스키의

보고 비망록 중 ‘전후 식민지 처리 문제’에서 소련은 평화회의

나 여타 국제회의에서 식민지문제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신속히 작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76)

1944년 7월에는 주일 소련 대사 말리크(Я. А. Малик)가 ‘소

일관계’ 전문보고서를 보내면서 “조선에 대한 어떤 동맹기관들

이 후견 기간을 정하고, 조선의 미래 운명과 존속 및 발전에 소

련의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의 형태와 동일하게 그러한 조치

에 소련이 참여하는 한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문제

제기하였다.177) 이 글에서 소련의 외교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는 한반도 신탁통치(trusteeship)에 대한 언급에서 신탁통치(по

печительство)나 보호관제(протекторат)가 아닌 후견(опек

а)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176) “Записка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миссии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и

ностранных дел(НКИД) СССР по возмещению ущерба, нанес

енного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гитлеровской Германии и ее буд

ушего мира и послевоен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10 января 1944 г.”;

Советский фактор в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1944-1953, М. 1, М. :

РОССПЭН, 1999, с. 23-48; 기광서, 「위의 논문」, p. 34.

177) Б. Н. Славинский,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между СССР и Яп
онией :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1941-1945 гг., М. : Новин

а, 1995, с.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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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미국측 신탁통치를 자기식대로 재해석한 증거는 없지

만 미국측과 다르게 식민지(한국)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일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

년 이내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을 때 후견을 국가적 독립의 확립

을 위한 원조 및 협력 형태로 규정하여 국제 신탁통치의 뜻과

는 다른 차별적 해석을 내린 게 그 근거일 수 있다.178)

미국과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합의하

였다. 그 후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탁치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

자는 것 그리고 어느 일국의 단독통치가 아닌 다자간 국제신탁

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소련은 미국의 주도권을 인

정하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개진할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얄타회담�중인� 미영소� 정상들(선언문� 내용� 외� 비밀합의된�내용이� 많음)

얄타회담에서는 일본 패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논

의가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1945년 6월 29일 주중 소련 대리대

사 스크보르초프(Т. Ф. Скворцов)가 중국 공산당원 왕약비와

나눈 대담록이 발표되었다. 그 속에는 중국 국민당측 인사인 손과

178) 기광서,「앞의 논문」,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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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科)가 얄타회담에서 합의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이면합의 내용

을 <기타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내용이 수록되었다.179)

“<기타항목>

1) 조선에 소련 적군과 미군이 진주한다. 조선에서 일본을 구축

한 후 소, 미, 중 3국의 보호관제(protectorate)가 실시된다.

2) 소련 적군은 일본 북부를 점령하고 미국은 남부를 점령한다.

3) 사할린 남부는 소련에 반환된다.”

이상의 내용은 (구두) 합의는 했으되 얄타회담 선언문에 반영

하지 않은 부분이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상호간 충분한 논의

가 부족했을 것이란 점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조건부 합의는

했으나 사안의 진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일 가

능성이다.

전후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정책 그리고 미국 등 주변 열강

의 한반도 정책은 대일 승전 이후 열강의 자국이익주의의 극대

화와 상호 견제 속에서 교차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미소군

의 한반도 진주와 일본 분할점령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였다. 그

후 역사는 소련이 미국의 반대로 일본을 분할 점령하지 못했고

그 대신 한반도의 신탁통치 후 독립과 한반도 진주 및 친소비

에트 정권수립으로 만족한 것은 아닌지 추리해 볼 수 있다. 즉

179) “1945 г., июня 29. - Запись беседы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СС

СР в Кита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Т. Ф. Скворцов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

ем КПК в Чунцине т. Ван Жофзем по проблемам послевоенн

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ереустройства Китая, политики СССР и 

США в Китае, вступления СССР в войн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

е,”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XX веке. Документы и м
атериалы, Т. IV, М. : Памятники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2000,

с. 70; 기광서, 「앞의 논문」,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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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반도 내 ‘통일한국’으로의 독립은 이미 체제와 이념을

떠나 강대국간 국가이익이 우선시됨에 따라 불가능한 구조로

흘러갔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시 승인외교

임시정부의 독립을 위한 전시 승인외교는 중국, 미국, 소련,

영국 등 강대국의 전후 동북아 질서 구상과 맞물리면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중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결정

을 유보했다. 중국이 미·소의 견제를 차단하고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임시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각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는 것

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행보를 키워 주는 꼴이었다.

미국은 소련을 대일 전장에 끌고 나가야 할 형편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한 마찰을 원치 않았다. 영국 역시 전승국 내 식민

지 독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주저했다. 이들은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소련의 개입

을 허용하는 선에서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독립을 허용하는 카이로 선언

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은 끝내 이

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임시정부가 다 그렇지만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독립을 꾀한다는 것은 유지 자체부터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시외교를 살펴보면 특히 그러하다. 전시

외교의 최종목표는 임시정부 승인과 독립에 있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조치들은 승전국의 지위를 쟁취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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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임시정부는 군사력

을 도모하고 언제나 일소, 일미 전쟁이 개시되면 최후의 전쟁에

참전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 내 조직

분열, 운동세력간 노선 차이 등으로 인해 임시정부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

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틀 후 즉각 대일 선전포고를 행

하였다. 그리고 연합국과의 연대 속에 항일 독립전쟁을 지속했

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연합국과의 공동작전은 우선적으로 중국,

그리고 그 후 전선의 변동에 따라 영국, 미국과 함께 추진되었

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연합국 일원인 소련과의 협력은 거의 성사

되지 않았다. 적어도 소련은 태평양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그에 상응한 한인 독립운동 진영과의 교류가 적었다. 다만 중경

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단체가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양

측의 군사협력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최근 발굴된 자료로서 스탈린에게 서한을 보낸 한인 독립운

동 단체는 조선의용대(1942. 2), 한국광복회(1942. 9), 조선민족

해방동맹(1943. 2) 그리고 공동서한을 보낸 한인정당사회단체

(1943. 5) 등이었다. 대부분 자신의 단체에 대한 소개와 소련 적

군 창설기념일 등에 대한 축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력과 지

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180)

이러한 서신외교에 대한 소련측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1940년에서 1945년 기간에 주중경 소련 대사관에서 일등서기관

180) 염인호, 김동길,「태평양전쟁기 중국 중경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이

소련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들」,『광복 전후 국내외 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한국현대사학회 주최 광복 60주년 기념학술회의,

2005. 8. 20), pp.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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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무한 리도프스키는 주중 한인독립운동 세력의 존재나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나 비공식적이며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즉 소련은 일소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

려 조심했다.181)

제2절 소련 적군의 대일전 참전과 작전계획

1. 참전을 둘러싼 미·소 간 외교

1941년 6월 22일 소련은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은 직후 미국

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군수지원을 받아왔다. 1941년 12월 8일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습격하자 미국은 대일전쟁에 참전하

면서 동시에 소련의 참전을 희망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

미 소련대사 리트비노프(М. М. Литвинов)에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소련은 1941년 4월에 이미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1941년 6월에는 독일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중립조약

을 파기하면서까지 극동지역에 ‘제2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리트비노프는 12월 11일, 모스크바공방전(1941.

10. 2∼1942. 1. 7)이 한창일 때 미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

게 “우리는 일본에 대항해 미국과 협조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독일과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격을 자초

181)『앞의 글』, pp.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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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182)고 통고하여 사실상 참전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을 지속적으로 권유하

게 된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한다면 태평양 지역에 제2전선이

열려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1941년 12월 10일, 미극동군 최

고사령관 맥아더(D. MacArthur)가 육군 참모총장 마셜(G. C.

Marshall)에게 소련의 참전을 권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방면

에서 고려되었다.183)

1942년 6월 4일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

을 격파함으로써 태평양 해상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했다.184) 일

본과의 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해전 과정에

서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뚜(Attu)와 키스

카(Kiska) 섬을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태평양 북부 해상

에 있던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 해전에 합류하기도 전에 대패하

자 방향을 돌려 알류산 열도에 기항하면서 벌어진 사단이었다.

182)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Manuscrip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1955, p. 2.

183)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Soviet-American Cooper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No. 4. The US Navy in the Modern

World Series, Washington :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p. 4.(이하 Project Hula)

184) 1942년 6월 태평양 한복판인 미드웨이 섬 근처에서 벌어진 해상 대

회전을 말한다. 미 해군 총사령관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

은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六)가 이끄는

주력함대의 암호 기동로를 해독하여 대패시켰다. 미 해군은 당시 세

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 항공모함 4척과 함대 비행기를 파괴

함으로써 태평양 해상제해권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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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미드웨이전투�이후� 태평양� 해상의� 미일소간�세력범위

(일본의� 아뚜,� 키스카� 점령)

(출처� :� Thomas� E.� Griess(ed.),� Atlas� for� the� Second� World� War.� Asia� and�

the� Pacific,� Wayne,� New� Jersey� :� Avery� Publishing� Group� Inc.,� 1985,� p.� 16.)

1942년 6월 17일 미소 간 군사협력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루

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소련의 연해 지방

에서 작전을 수행할 유형의 증거(tangible evidence)가 제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185) 그럴 일이 벌어지면 미 공군이 군사지

원 할 것이므로 시베리아에 적당한 상륙 장소(기지)를 제공받았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일본 해군이 점령한 두 섬이

비록 미국령 알류산 열도에 속해 있지만 소련 캄차카 반도에

가까워 소련에게도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스탈린의 즉답이 없자 루즈벨트는 6월 22일 다시 메시지를

보내 알래스카-시베리아 정기운항로(Alaskan-Siberian ferry

route)를 개설하고 러시아내 비행장 부지 및 항로 정보를 제공

185)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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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며 소련의 참전을 위한 협상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186) 그러나 이 역시 소련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진 못했

다. 독일이 모스크바 근교를 위시해 전국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소련 지도부는 태평양전선의 말려 들어갈 가능성을 모두 차단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2년 8월로 접어들면서 전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

였다. 1942년 8월 스탈린은 해리먼(W. A. Harriman) 소련 주재

미국대사에게 러시아의 전통적 적국인 일본의 패망이 자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일본의 시베리

아 침공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대일전”에

참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넌지시 표명하였다.187) 또한 같은 해 11

월 모스크바가 처한 위기를 극복한 즈음 헐리(Patrick Hurley) 미

대통령 특사가 스탈린을 방문했을 때도 스탈린은 대독전 종결 후

에 대일전에 참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188) 소련 지도

부의 입장변화가 모스크바 공방전(1941. 10. 2 ∼ 1942. 1. 7)을

통해 수도를 지켜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지속된 스탈린그라드 전

투(1942. 8. 21 ∼ 1943. 2. 2), 쿠르스크 전투(1943. 7. 4 ∼ 8.

23), 에서의 승리를 통해 전쟁주도권을 확보한 스탈린이 보다 빈

번하게 대일전 참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이

마무리될 즈음 미국 국무장관 헐(C. Hull)은 만찬장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여전히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

186) Ibid.

187) “Report: The United States Military Mission to Moscow, October

18, 1943 to October 31, 1945,” RG165, OPD files, US National

Archives, p. 51

188)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irginia:

Old Dominion, 1983,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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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참전 자체를 아예 반대하지는 않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소련도 극동에서의 대일전 참전을 염두에 두겠다는 표시였다.

즉 스탈린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독일이 패망했을 때 소련은

일본을 패전시키는데 합세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의지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해도 좋다고 말하였다.189)

그 후 스탈린은 1943년 11월 28일 테헤란 회담 회기 중에도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사를 재차 명확히 하였다.190) 테헤란 회담

의 첫째 회의에서 루즈벨트는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의 현황을

언급하였다. 루즈벨트는 태평양전선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 해군

이 병력 1백만 명 이상의 수많은 부대를 투입하였고 호주, 뉴질

랜드와 작전을 수행 중이라면서, 비록 작전구역이 넓지만 성공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였다. 루즈벨트는 태평양 남부로부터는

곧장 일본 남동부로 진격할 수 있으나 태평양 북부에서는 진격

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그 이유로 알류산 열도가 꾸릴열도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차단된 동중국해 노선이 아닌 태평양 북

부노선을 경유해 중국으로 군수물자와 무기를 공급할 길을 개

척하면서 대일전을 수행해야 하고 도쿄와 공업지대를 공습할

목표를 갖고 있다 설명하였다.191) 즉 중국에 군수물자와 무기

189) Cordell Hull, Memoirs, vol.Ⅱ, p. 1113, 1309∼1310.

190)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11, op. cit., с.31;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Сб. документ

ов, М., 1978, Т.2, с.93; FRUS, Cairo and Teheran, 1943, p. 489.

191) Мини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
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

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I Тегера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
ководителей трех союзных держав - 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

британии(28 ноября - 1 декабря 1943 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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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병력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공격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

련의 참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의 현황 설명에 응답하면서 “영미 부대가

태평양 전선에서 버텨내고 있음에 우리 러시아인들은 환영하는

바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영미 친구들의 노력에 참가할 수 없

다. 우리 군사력은 서부전선을 맡고 있어서 반일 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에 있는 소련 적군은 방어만 할

정도이며 공격하려면 최소 3배의 군사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참

전은 독일이 패전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며 비로소 반일 공동전

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192)는 기존입장을 견지하였다.

미일 양국의 군지도자 간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

지만, 그럼에도 군사작전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소련

은 대일전 참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군사 기획가들 사

이에 예상 가능한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연해주의 항공기지를 이용하고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작전을 수행할 준비문제를 언급하였다.193) 이 문제는 물론 비

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부록’으로 건넨 문건에서

소련 측의 입장과 상응한 정보를 주소 미국대사관에 제공해 주길

희망하였다. 여기서 상응한 정보란 연해주 지역의 항공기지와 주

거지, 물자, 통신수단, 기상조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알레스카에서

연해주로 진입할 항공노선 정보가 그것이었다. 미국은 연해 지역

에서 100에서 최대한 1,000대에 이르는 4구동 폭격기와 폭격을 수

в, М. :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78, с. 94.

192) Там же, с. 95.

193) Там же, с.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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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요원들이 머무를 기지를 제공받길 원했다.194) 미국은 작전이

극비리에 즉시 준비된다면 일본에 대한 폭격은 신속히 끝날 것으

로 기대하였다.

1943년 11월 29일 미군은 해군 작전에 대한 예비계획을 스탈린에

게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일본에 관한 군사정찰 자료를 제공해

줄 것, 2) 육해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련 측의 잠수함, 함정기지

용 항구를 미국이 설비를 확충하여 활용할 가능성, 3) 미국이 쿠릴

열도의 북부지역을 공격할 경우 소련 측이 직,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 4) 미국이 소련 측 항구를 이용할 시 항구의 해군 군사력

정보와 하역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195)

이에 대한 스탈린의 대답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은 여전히 극동전선에서 공세를 펼칠 군사력이 부족하며, 참

전한다면 독일 패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다만 스탈

린은 귀국 후 미국 측 요구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

달이 지난 후 첫 번째 요구사항인 일본에 관한 군사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나머지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

렵다고 대답하였다.196) 즉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군사외교로서

전쟁을 치루는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만든 것이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 외교를 구사하였

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소련의 참전 대가에 대한 논의도 자연

194)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енно- воздущных операц

ий в северо-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29 наября 1943

г.),” Мини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
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ом II op. cit., с. 119.

195)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енно- воздущных операц

ий в северо-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29 наября 1943

г.),” op. cit., с. 120.

196) Richard A. Russell, Project Hul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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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떠올랐다. 소련은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빼앗긴 영토와

이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되찾고 중

국의 뤼순 조차권 및 다롄항 개방이 포함된 요동반도 그리고 중

국 동부와 남만주 철도에 대한 우월적 이용권을 요구하였다. 그

후 1943년 12월 소련은 주소 미국대사 해리만에게 군사적 이유로

점령하고 있던 외몽골에 대한 영향권까지 요구하였다.

소련은 1945년 얄타회담에서 대일전에 참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

장을 최종 명문화하였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소련

은 기본적으로 유럽전선에서 독일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에서 극동 태평양지역에서 제2 전선을 열 수 없다 하였다. 즉 서부전

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이동할 조건으로 소련은 최대한의 군수물자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으며 영토적 이해를 관철시켰다.

2. 참전준비와 작전계획

1945년 4월 5일 소련 외무인민위원장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

는 소련 주재 일본대사 사토 나오다케(佐藤尚武)에게 소일중립조약

파기를 통고하였다.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 미국의 속내를 모르는

소련은 얄타회담의 비밀합의에 따라 예정된 참전 준비 일환으로 일

본에게 중립조약 파기를 전하였다. 관영지「이즈베스치야」에 공개

된 소련측 조약 파기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소일 중립조약은 1941

년 4월 13일, 즉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이전, 그리고 일본을 한

측으로 하고 영국과 미국을 다른 측으로 하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

전에 체결되었다. 이후 정세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은 소련

을 침공했고,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은 소련을 상대로 한 독일의 전

쟁에서 독일을 돕고 있다. 또한 일본은 소련의 동맹국인 미국, 영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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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일 중립조약은 의미를 상실했고,

이 조약의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197)는 것이다.

▴대일전�참전� 작전회의�중인� 소련극동군�총사령부
(왼→오른쪽� :� 극동군부사령관� N.� I.� 마스레니코프,� 극동방공군사령관� A.� A.�

노비코프,� 총사령관� A.� M.� 바실례프스키,� 참모장� S.� P.� 이바노프)�

소련을 침공한 독일을 일본이 돕고 있고 일본이 침공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 중립조약 맺은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일본과의 중립조약

은 1941년 4월 13일 5년 기한으로 체결되었고 정세 변화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날 즈음 소련은 정세변

화를 이유로 폐기를 통보한 것이다. 소련은 조약 3조에 명시된

조약체결 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4월 5일 폐기통보 조항

에 따라 페기 통보함으로써 중립조약은 파기되었다.

197)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о денонсации Пакта о ней

тралитете с Японией от 5 апреля 1945 года,” Известия, 6 а
преля 1945 г.;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

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1, с.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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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으로�무기장비�및� 군수물자를�수송하는�시베리아열차

그러나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대일전 참전 대가를

약속받은 상태였으며 그 이전부터 참전을 위한 군사조치를 취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조치는 적어도 일본 관동군 등 전략군

규모에 상응하는 정도가 되어야 했다. 당시 일본군은 1945년 2

월 경 군 구조를 개편하여 크게 4개의 전략집단군으로 구성되

었다. 일본방위군 중 한반도엔 제17방면군,198) 대만에는 제10방

면군 그리고 홋카이도는 제5방면군이 각각 담당하였다.

1945년 2월 소련 적군 총사령부는 부대와 군수장비를 극동으로

집결시킬 계획을 승인하였고, 3월에는 ‘일본 침략 대비 행동절차’

198)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시기에 따라 주차군 시기(1903-1916), 상주군 시

기(1916-1945. 2), 방면군 시기(1945. 2-8)로 나뉜다. 주둔했던 일본군의 조

직형태는 다양했으며 시기별로 꼭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

이 주둔해 왔다. 주차군 시기에는 한국주차군(1904-1910), 조선주차군

(1910-1918)으로, 상주군 시기에는 19사단과 20사단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조선군(1918-1945. 2)으로 그리고 방면군 시기는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

사령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1945년 2월경 4개의 전략방면군은 다음과 같

다. 일본 본토와 한국(제19, 20사단 → 제17방면군) 그리고 대만을 지키는

일본방위군(혹은 내지방위군), 만주지역을 통괄하는 관동군, 동남아와 그 일

대 도서를 담당한 남방군 그리고 중국 본토를 통제한 중국파견군(혹은 지나

방면군)이 그것이다. 조건,「일제강점 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 상주사단의

한인 병력동원 양상과 특징」,『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51집, 2015,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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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달하였다. 중립조약이 파기된 이후인 1945년 5월에는 극동

군 총사령부, 군사평의회 그리고 참모부를 설치하였으며199) 곧이

어 총참모부에 공격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통보하는 선언문이 발

표되자 이후 소련 적군은 극동에서의 군 구조를 전시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였다. 최고총사령부는 7월 30일 자바이칼전선

군, 극동전선군, 연해주군집단군, 태평양함대를 지휘하는 극동군

총사령관에 바실롑스키(А. М. Василевский) 200)를 임명하였다.

그는 8월 1일 자바이칼, 제1극동전선군, 태평양함대를 편입시켰

고 제2 극동전선군은 8월 5일 연해주 부대가 전환되면서 편입되

었다. 8월 2일에는 연해주군집단을 제1극동전선군, 극동전선을

제2극동전선군으로 개칭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201)

소련 극동군의 전력은 대일전 참전에 대비하여 서서히 증가하였

다. 1943년 7∼8월 경 소련 적군은 쿠르스크 전투(7. 4∼8. 23)를

통해 독일군을 소련 본토에서 대부분 구축하였다. 소련 적군이 유

럽전선에서 전략적 공세로 전환한 이후 극동군관구는 이제 더 이

상 병력을 차출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이후 극동지역의 전력 증강은 1945년 5월 9일 기준으로 병

력 약 120만 명에 달했다. 대포, 탱크, 항공기, 전투함 규모는 아래

표와 같았다. 그 이후 대일전이 시작되는 8월까지 소련 극동군 병

력은 403,305명, 대포 및 박격포 7,137문, 탱크 및 자주포 2,119대

등을 독소전선에서 극동으로 이동시켜 전력 증강을 꾀하였다.202)

199)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с. 193.

200) В. Дайнес, Маршал Василевский, М. : Вече, 2015.

201) 소련측의 대일전 준비를 위한 사전 조치과정은 다음을 보시오. 이재훈,

「소련의 시각에서 본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2016년도 한일 연례

군사학술 워크숍자료집』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관(2016.10.19.), p. 102.

202)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с. 18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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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45년� 5월� 9일� 이후� 극동� 주둔� 소련� 적군� 군사력

일시 병력
대포/

박격포

탱크/

자주포

전투

항공기
전투함

1945년 5월 9일 1,185,058 20,695 2,338 4,314 93

(이후 추가 전력) 403,305 7,137 2,119 - -

이때 이동된 전력은 독소전선에 투입되었던 4개의 전선군, 53개

의 여단 그리고 2개의 요새지역사령부, 모스크바군관구, 최고총사

령부 직할예비대 등에서 차출한 자원들이었다. 이들 병력은 자바이

칼전선군(치타, 사령관 Р. 말리노프스키) 제17, 36, 39, 53군, 제6근

위탱크군, 제12항공군, 소몽연합기병기계화집단 등에 배치되었다.

또 다른 병력은 제1극동전선군(블라디보스톡, 사령관 К. 메레츠코

프) 제1, 5, 25, 35군, 추구옙스크 작전집단, 제10 기계화군단, 제9

항공군 등 단위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제2극

동전선군(하바롭스크, 사령관 М. 푸르카예프) 제2, 16군, 제10항공

군, 제5독립보병군단 등에 배정되었다. 극동에 전개된 소련 적군

병력은 3개 전선군, 공군, 방공군, 해군을 모두 합해 1,747,465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9일 현재 극동에는 일본군을 상

대로 11개 보병군, 1개 탱크군, 3개 항공군, 3개 방공군, 1개 함대

(태평양함대), 1개 소함대(아무르군사소함대) 등이 전개되었다.203)

소련 극동군의 대일전 작전계획은 1945년 5월 초 최고총사령

부가 하달한 공격작전준비 지시에 따라 바실롑스키 원수와 안

토노프 대장이 준비하여 6월 28일 완성하였다. 작전계획은 자바

이칼과 연해주로부터 장춘(만주의 중앙지역)으로 향하는 2개 주

203) 이재훈,「소련의 시각에서 본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앞의 워

크숍 자료집』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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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결정적 타격과 순가리강(Сунгари, 송화강)을 따라 하바롭

스크에서 하얼빈(哈爾濱)을, 그리고 블라고베셴스크(Благовещ

енск)와 자바이칼예(Забайкалье)에서 치치하얼(齊齊哈爾)을,

몽골인민공화국의 남동지역에서 칼간(Калган, 張家口)을 지향

하는 조공 방면에서 동시 타격하여 최종적으로는 만주 중앙지

역에서 적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204) 일종의

포위섬멸작전으로 관동군 주력을 포획하고 관통하여 두 부분으

로 나눈 후 격멸하는 작전이었다.

작전계획에 따라 각 전선군은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자바이

칼전선군은 국경지역에서 적의 저항을 제압한 후 산악지대를 통과

하여 창춘(長春), 선양(瀋阳)을 공략하고, 그곳에서 제1극동전선군

과 합류한다. 자바이칼전선군 좌익은 치치하얼과 하얼빈을, 우익은

요동반도의 서쪽 해안에서 북중국 주둔한 일본군을 관동군과 단절

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제1극동전선군은 연해주 국경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장춘, 심양 방면으로 진격하여 자바이칼전선군과 합류하

는 임무를 맡았다. 제1극동전선군 우익은 하얼빈, 그리고 좌익은

훈춘(琿春), 연길(延吉), 청진을 공략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2극동전

선군은 송화강 지역의 관동군을 격파함에 있어 자바이칼전선군과

제1극동전선군에 조력하고, 하얼빈을 점령하며 블라고베셴스크, 타

타르해협 연안, 사할린, 캄차카 지역 등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태평양함대는 제1극동전선군과 협동작전을 벌여 만주와 한반

도에 전개된 적을 일본 본토와의 교통을 차단, 포위하며 소련 해안

에 대한 일본함대의 행동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205)

204) ЦАМО, ф. 148а, оп. 3763, д. 139, лл. 238-243, 247-250 ; 이재훈,

「소련의 시각에서 본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위의 글』p. 105.

205) 이재훈,「소련의 시각에서 본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위의 글』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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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안령�산맥을� 넘는� 자바이칼전선군�전차

극동군 사령관 바실롑스키 원수는 작전계획과 각 부대의 임무를

직접 지시하기 위해 특별 열차를 이용해 치타로 내려 왔다. 중장 제

복으로 내려온 그는 자바이칼 전선군 사령부에서 작전을 조직하고

부대에게 물질적, 기술적 보장을 위한 군사회의를 거친 후 직접 부대

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작전계획에 수정반영하여 현실화하였다.

모든 전선군은 기다란 전선지대에 걸쳐 공격할 예정이었다. 자

바이칼전선군의 전장은 2,300km(활동구역 1,500km), 제2극동전선

군의 전장은 2,230km (활동구역 520km) 그리고 제1극동전선군의

전장은 700km였다. 자바이칼전선군은 주요 공격지역에 보병

70%, 전차와 포병 90%를 배치하였다. 그 결과 이 방면에서 관동

군의 군사력과 비교할 경우 소련 적군이 보병 1.7, 대포 4.5, 박

격포 9.6, 전차와 자주포(САУ) 5.1, 군용비행기 2.6배로 우세하게

구성되었다. 제1극동전선군이 돌파한 29km 지역에서는 소련 적

군이 일본 관동군보다 보병 1.5, 대포 4, 전차와 자주포가 8배로

많았다. 제2극동전선군 돌파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206)

206) N. F. 니키포로프,「1945년 만주에서의 전략적 공세작전」,『2015 한러

군사학술 공동세미나 자료집 “1945년 한반도 광복 및 대일승전에서

소련의 역할”』М., 201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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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의�대일� 민족해방전쟁도」� 제하의� 소련� 적군의� 대일전� 참전도

(군사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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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만주진공작전에�참여한� 소련� 적군의� 공격� 규모207)

(1945.8.19.� 기준,� 단위 : ㎞)

군대 명칭
이동

거리

작전

지역  

범위

평균

일일

이동거리

자바이칼 전선군

(Забайкальски

й фронт)

주공방향

   제6근위

  탱크부대  

    제39군

    제17군

820

380

450

200

200

200

82

38

45

조공방향

   제36군

  소몽기병  

기계화부대

450

420.550

700

300

45

42.55

제1극동전선군

(1-й Дальне-

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주공방향
제1적기군

   제5군

300

300

135

65

30

30

조공방향
  제35군

  제25군

250

200

250

285

25

25

제2극동전선군

(2-й Дальне- 

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주공방향   제15군 300 330

조공방향
제2적기군 

제16군*

200

30

150

150

20

24

3. 대일 만주진공작전

소련극동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즈음 1945년 7월 26일에

열린 포츠담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

였다. 거절할 경우 급속하고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라 경고하

207) “Акт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1945”, Военная энциелопедия, М.,

1995; В. П. Зимонин, Последний очаг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М.,: Ин

-т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ития Евразии, 2002, с.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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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후 상황 전개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8월 6일 08시 15분에 히로시마, 8월 9일

12시 2분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일본

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 8월 8일 17시 소련 외무인민위원장

몰로토프가 주소 일본 대사에게 선전포고 한 후 소련 적군 최

고사령관 바실롑스키 지시에 따라 익일인 8월 9일 0시 10분 소

련 극동군 자바이칼전선군과 제1극동전선군의 전위대, 정찰대가

만주 국경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비에트정부의 개전 선언문(Зая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

тельства)은 “일본 정부가 항복요구를 거절한 후 연합국은 승

전 기한을 앞당기고 손실을 감소하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회복

하기 위해 소련에게 대일 작전에 가담하라고 제안하였다. 소련

정부는 연합국 앞에 놓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

아들이고 금년 7월 26일 연합국 성명(포츠담회담 - 필자)에 동

참하였다. 소련 정부는 이런 대책이 평화수립, 인민들의 고통과

희생에서 해방을 지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일본 인민은 항복 거절 후 독일 국민이 겪었던 어려운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소련 정

부는 8월 9일인 내일부터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208)하였다. 이에 일본 총리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는 “오늘 아침에 소련이 대일본 전쟁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일

본은 궁지에 몰려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다.”며 절망하였다.209)

208) Вен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

ой войны, Т. III, М., с. 362-363; А. М, Василевский, Дело в
сей жизни, М. : ОЛМА-ПРЕСС, Звездный мир, 2002, с. 518.

209) N. F. 니키포로프,「앞의 글」, p.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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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여름 경 소련 적군이 대일전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때

관동군은 서쪽으로는 몽골 국경지역에서 북동쪽으로는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관동군은 일본군 중 가장 강력한 집단군으로서 2개의 방면군

과 제4군과 공군 제2군 등 2개의 독립부대 그리고 순가리 소함

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만주에는 약 25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한 만주국이 존재했고 몽골 대완군(大碗軍)이 존재하였다.

두만강 하류에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부대로서 한반도에 상주

하는 조선군 제19사단과(1945년 2월 제17방면군으로 개편)이 대

소 견제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동군이 주역할을

맡는 구도였다.

▴제2극동전선군�수륙양용부대의�진군(�제2차� 세계대전사� 3.� 해방,�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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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적군의� 대일전� 참전� 경로

소련 적군의 공격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관동군은 충격에 빠져

부대를 만주 중앙부로 깊숙이 후퇴시켰다. 8월 9일 새벽,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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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군 세 전선군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만주 중심 깊숙이 진

격하였다. 지상군의 경우 몽골 및 자바이칼전선군이 대흥안령 산맥

(хр. Большого Хингана)과 선양시 방향으로 그리고 제1극동전

선군이 연해주에서 하얼빈과 지린 방향으로 각각 진격하여 중

앙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제2극동전선군이 연아무르에서 송화

강 방향으로 진격하여 분리된 관동군을 공격해 나갔다. 해군의

경우 아무르소함대(함대장, Н. 안토노프 해군소장)가 제2극동전

선군 예하 제2적기 부대가 순가리강과 우수리강 서안을 장악하

도록 지원했으며 제16군이 남사할린을 공격하도록 지원하였다.

8월 14일 자바이칼전선군 예하 제39군이 대흥안령을 넘어 반

예먀오(Ваньемяо)를 차지했고 제1극동전선군이 만주 중심의

무단장 시와 링커우까지 진격했으며 제2극동전선군은 헤이헤(Х

эейхэ) 요새지역을 돌파하여 소흥안령 산맥을 넘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 미치노미야 히로히토(迪宮裕仁)가 항복

을 선언할 당시 소련극동군은 관동군의 최후 거점인 치치하얼

과 하얼빈 시 근교까지 진출한 상태였다. 관동군 일선 부대들은

항복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에 8월 17일 새벽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본 관동군은 항복 선언 이후 약 3일간의

전투에서 소련 적군의 작전에 말려 양분된 부대를 제대로 지휘

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 관동군은 8월 18일 3시 30분 항복 조

건을 받아들였고 소련 적군은 일본측 항복 수용과 무장해제 후

익일 선양과 창춘을 점령함으로써 작전을 일단락지었다.210)

210) N. F. 니키포로프,「앞의 글」, pp. 41-4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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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군사령관�야마다의�항복을� 접수하는�소련군(장춘,� 1945.� 8)

(�제2차� 세계대전사� 3.� 해방,� 1999)

1945년 8월 23일 소련 최고사령관 스탈린은 그동안의 대일전을 치

하하면서 “우리 군은 전 만주, 남부 사할린, 그리고 꾸릴 열도 중의

씨무쉬르(Симушир) 섬과 빠라무쉬르(Парамушир) 섬을 점령하였

다. 일본의 관동군은 반격이 실패로 끝난 후 저항을 포기하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는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소련 정부는 대일전에

참가한 각 전선군이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곳을 점령하였으며 태평

양함대는 “북한의 웅기, 나진, 청진, 원산”을 점령하였다고 말하였다.

8월 29일 바실롑스키 원수는 9월 1일부터 소련 극동지역의 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만주와 북한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모두 무장해제되었다. 9월 2일 오전 9시 4분 도쿄만에서

정박한 미국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조인식이 거행되었고, 소련측

은 쿠르마 데레반코(К. Н. Деревянко) 육군 중장이 서명하였다.

만주에서 전개된 소련 극동군의 공격작전은 규모로 볼 때 제2차 세

계대전의 큰 전투 중 하나였다. 작전범위가 4,000km에 달했으며 종심

거리가 800km에 이르렀다. 전투 결과 일제가 항복했으며 일본 군국

주의자들이 자신을 침공하기 위해 마련한 근거지를 잃게 되었다.211)

211) N. F. 니키포로프,「앞의 글」, pp. 42-4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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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제2극동전선군(제25군)의� 대일전� 중� 한반도� 진주도

(출처� :� Внотченко� Л.� Н.,� Побе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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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련 적군의 한반도 진주와 군사정책

제1절 한반도 진주와 군사작전 전개

1. 대일전 참전목표와 한반도 진주

소련의 한반도 진주는 적어도 대일전 참전 결정 과정에서 언

급된 주제는 아니었다.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식민지민족 해방

을 강조하는 소련의 이념적 정당성이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자기부정하거나 식민지 피압박 민족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수

도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전시 연합국 협의체에서 전

후 국제질서를 논의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게

다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미국에 비해 훨씬 늦었고 그에 따

라 주도권을 쥐고 있지도 못했다.

대일전쟁을 주도해 온 미국은 한반도 진주를 대일 작전 검토

과정에서 꾸준히 논의해 왔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1943년

5월 워싱턴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국가에 대한 신탁통

치를 언급한 자리에서도 군사력 투사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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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처음으로 미군 부대의 한반도 진주를 언급한 것은 1944년

초 국무성 내 국간지역위원회(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에서 빈번히 열린 논의과정에서다. 이 국간지역위원회 보고서에

는 한반도의 부분 내지 전체를 점령할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어떠

한 작전이든 미국의 한반도 작전에의 참여와 군정실시 그리고 국

제신탁의 3단계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212) 그러나 한반도로 군사

력을 투입하는 문제는 얄타회담의 비밀 이면합의 중에 검토되었

다는 증언이다.

1945년 2월 개최된 얄타회담 진행 중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

했다는 소식을 들려왔다. 그동안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지속적

으로 요구해 온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긴장감 속에 회담에

임하였다. 미국 참모총장 마샬과 소련 주재 미국 대사 해리만은

미군이 신속하게 한반도 및 중국 동북아로의 군대 전개를 주장

하였다.213) 이러한 배경 속에 한반도로의 미소 양군의 진주문제

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지도부는 대일 전쟁을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수 없

어 얄타회담의 의제로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체적인

작전계획조차도 군에 일임하고 말았다. 따라서 얄타회담에 참가

했던 미영소 각국의 군사지도자들은 한국에서 미국과 소련의 공

군 및 해군의 작전범위를 나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은 했지만

212) 정용욱,「해방 이전 미국의 대한 구상과 대한정책,」『한국사연구』

83, 서울 : 한국사연구회, 1993, pp. 99-100; 정병준,『광복 직전 독립

운동 세력의 동향』천안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 284.

213) Memorandum by 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8 1945

;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10

August 1945, FRUS, 1945, Vol, 7, The Far East, China, p. 967 ;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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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의 작전 및 점령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214)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 개회 직전이 되어서야 미국 군사기

획가(military planner)들은 대일전과 관련하여 한국을 언급하였다.

미국군은 일본 점령을 준비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라는 명령(order)

을 받았다.215) 바로 그 명령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점령지 우선 순

위를 도쿄와 서울에 두었으며, 두 번째 순위로 부산 그리고 다음으로

는 군산에 두었다. 미국 참모총장 마샬은 대통령에게 정보보고하면서

“맥아더가 전쟁 말기에 짧은 시간 내에 사단병력을 부산에 상륙시킬

수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서울과 청진을 전략적 지역으로 고려해야

함을 건의하였다.216) 그리고 마샬은 “만일 러시아가 (한반도를 - 필

자) 점령해 나선다면 청진이 우선일 것이며, 이는 분명히 만주와 중

국 북부로 깊숙이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느 지역

이든 미국이 (상기 지역을 - 필자) 차지하기 위해 일찍 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establish early control)”217)고 부언하였다.

214) 게다가 마샬은 소련군 참모총장 안토노프(A. I. Antonov)에게 일본

의 군사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상륙할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션지화, 김동길 역,『조선

전쟁의 재탐구』서울 : 선인, 2014. pp. 122-123.

215)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7.

216) “General Marshall then informed the President that MacArthur
should be able to land a division at Pusan within a short time of
the end of the war. The other strategic areas in Korea, Marshall
added, were Seoul, near the west coast, and Ch'ongjin, in the north
on the Sea of Japan(East).” James F. Schnabel, op. cit.,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7.

217) “Marshall expected that the Russians, if they participated in the
occupation, would occupy Ch'ongjin and would undoubtedly move into
Manchuria and perphaps into north China. He considered in the
desirable, therefore, to establish early control over any areas to be held
by the Unites States." Lt. Paul C. UcGrath, U. S. Army in the Korean
Conflict, n.d., pp. 26-27 ; James F. Schnabel, op. cit.,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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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소 양국군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참전과정에서의 논의

와는 달리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였다. 얄타회담에서 포츠담회담으로 이어지는 짧고 급박한 순

간에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 진주를 현실화하고 있었다. 당

시 비밀로 부쳐 놓았던 미소 양국군의 한반도 진주는 중립조약을

맺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 지쳐있던 소비에트국민들이나

식민지 한국의 민족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218)

소련은 얄타에서 합의하고 포츠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독

일이 항복한 후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이미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해 조기 종결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버티고 있던 일본은 4월 소련이 중립조약을 철

회한 이후에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

비하지 못한 채 공격을 당해야 했다.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는 제

1차로 제1극동전선군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제25군 휘하의 치스

차코프 대장이 만주 방향 왕청으로 진격할 때 이루어졌다. 제25

군은 일개 분단을 훈춘(琿春)에서 한반도로 진격시켰다.

한반도 진격 작전은 보조적 작전으로 일본 관동군의 퇴각로나

본국과의 연결로를 차단하는 목표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실시되었

다. 주요 진격대상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항만, 즉 웅기, 나진, 경

흥 등이었다. 소련군은 16일에는 항만도시 청진, 17일에는 나남

그리고 18일에는 경성을 함락시켰다.219) 소련군의 제2차 한반도

진주는 제25군 본대가 평양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소련군은 평양 입성 직전까지도 일본군 무장해제 활동을 실시

하였고 8월 25일에는 38도선을 넘어 개성, 해주, 화천, 양양까지

218) 和田春樹, ｢소련의 對北韓政策 1945～1946｣, �分斷前後의 現代史�

일월서각, 1983, p. 237.

2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В. П. Зимонин, “Советск

ий союз вступает в войну на Востоке”, там же, с. 1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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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였다. 소련군은 38도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남북

을 오가는 통행인을 검문 검색하였으며 경의선 등 철도수송망

을 차단하였다. 소련군은 평양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미 38도선

일대를 장악하여 남북간의 통행, 통신을 차단하였다.220)

(표� 9)� 연해주� 군관구� 사령부의�지휘부221)

부  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령부 사령관 메레츠코프 원수 비류초프(상장)

군사회의 위  원
슈티코프 상장

그루쉐비 소장

정치국
국  장 칼라쉬니코프 중장 소로킨, 두봅스키

부국장 바빌로프 대좌 이바노프

정치국 7부 7부장 메클레르 중좌 마르모르쉬체인

▴하얼빈에�도착한� 소련� 극동군� 지휘간부

(↓표시� 인물� 주북� 초대대사�슈티코프,� Win,� 1996. 8)

2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p. 55.

221)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북한정책 관련기구 및 인물분석:해방-1948.

12｣, �현대북한연구�, 1999, p. 129;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2004,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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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시�입성하는�소련군(1945. 8. 21,�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는�조선인� 인파,� Win,� 1996. 8)

스탈린은 8월 15일 트루먼으로부터 전보를 받고222) 16일 한

반도 38도선 분할문제에 관해 동의를 해 주었다. 동시에 스탈린

은 꾸릴열도 상륙문제와 홋카이도 북부 점령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때 트루먼은 소련의 꾸릴열도 상륙에는 동의했으나 홋카이도

북부 점령에는 동의하지 않았다.223) 이런 점에서 얄타회담의 이

면 합의내용인 일본 본토 점령 및 분할문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222)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

н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е
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Второ

й, М. : Го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7, с.

258-263.

223) 일본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트루먼이 소련의 꾸릴열도의 모든 섬을

점령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은 한반도의 남한 점령을 요구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П. Нестеров, Концепции 
“спорных районов” уже более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1996, 28 мар

та; К. Е. Черевко, А. А. Кириченко,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9 ав
г.-2 сен. 1945 г.).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архивы (предистория, ход, п

оселедствия), М., МППА “БИМГА”, 2006, с.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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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적군(25군)의� 한반도� 진주� 및� 태평양함대와의�합동작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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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적군의� 청진⋅나남�작전(1945년� 8월� 13일∼14일)�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청진에�상륙하는�소련�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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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미국이나 소련에게 있어서 남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부산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소련군 제25

군이 평양에 입성한 날은 8월 25일 밤

11시 경이었다.224) 소련군의 한반도 진

주는 매우 신속하게 전개되었으나 북한

을 통치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

근하였다. 다음날 8월 26일 평양으로 입

성한 사령관 이반 치스차코프(И. М. Чи

стяков)는 ‘북조선주둔 소련군사령부’를

설립하였다. 그는 평양 도착 연설에서 자신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

자로 왔으며 자신들의 질서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표� 10)� 제25군� 사령부� 지휘부225)

부  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령부 사령관 치스차코프 근위상장 코로트코프

군사회의

의장 치스차코프

위원

레베제프 소장

로마넨코 소장

프루소프 소장

참모부 참모장 팬콥스키 중장 샤닌

민정기관 부장 이그나체프 대좌

정치부 부장 그로모프 대좌 볼디례프

정치7과 7과정 바가록 소좌 코비젠코

224) 김국후,『소련의 평양 군정』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8, pp. 13-14. 그

는 참전자 증언과 러시아 문서보관소 자료를 근거로 소련군 평양 입성

일이 8월 24일이 아닌 25일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 논거는 러시아 군

사학술연구소 연구원 플로트니코프(Г. К. Плотников)가 문서보관소에

서 직접 이서한 자료였다. ЦАМО, ф. 379, оп. 11019, д. 9, лл. 32-34.

225) 기광서,「앞의 논문」, p. 133; �한국전쟁사 1�, p. 166.

▴청진에서�시가전을�벌이는�

소련�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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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평양근교에�도착한� 치스차코프

(Win,� 1996. 8)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소련군보다 다소 늦은,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지 한달이 지난 1945년 9월 8일이었다. 태평양지

역 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일반명령 제1호｣

를 포고하여 38도선 이북에서와 같이 이남에 미육군 군사정부

(미군정 :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9월 18일 일본의 오

랜 압제에서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국인 스스로가 자유 독립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떠맡기에는 불가피

하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226) 미군정이 시작됨

으로써 신탁통치와 같은 통치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226) Department of States Bulletin, XIII, p. 435; 한철호 역, �미국의 대

한정책 1834-1950. US Policy regarding Korea�, 춘천 : 한림대 아시

아문화연구소, 1998,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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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의 군사활동

북한 정치체제가 형성될 때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은 항일유격

전 출신들이다. 이들은 1935년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 방침에

따라 자신들이 활동하던 중국 내 단일 조직인 ‘동북항일연군(東北

抗日聯軍)’ 제1대대에 편입되어 제1로군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조선으로의 국내진공, 백두산 일대 근거

지 마련 그리고 반일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건설이었다.227)

▴제88독립보병여단의�아무르� 강변� 참호
(2007. 5,� 답사� 촬영)

▴제88독립보병여단�장교묘지
(하바롭스크�뱌츠꼬예,�
2007.� 5,� 답사� 촬영)�

▴뱌츠코예의�제88독립보병여단�본부건물(유성철� 증언)
(출처�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227)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해방 전후사의 인식 5� 서울 : 한

길사, 1989,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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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유격대는 중일전쟁 이후 격화된 관동군의 무자비한 토벌

을 피해 잔존 역량만이라도 보존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소련으

로 월경하였다.228) 1940년 10월 23일 소만 국경지역은 1938년

하산전투 이래 관동군이 임무를 맡아 경비가 강화된 구역이었

다. 소만국경을 넘은 항일유격대는 처음에 하바롭스크 근처 뱌

츠꼬예 마을과 우수리스크 근처 보로쉴로프 마을에 야영소를

설치하였으나 1941년 4월 소일 중립조약이 맺어진 이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하바로프스크 근교로 야영지를 통합하였다.229) 독

소전쟁이 개시된 이후인 1942년 7월 16일 제88독립보병여단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ьковая бригада)이란 명칭으로 극동

전선군사령부 예하 단일한 지휘체계로 통합, 재편하였다.230) 그

22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연구(1925-40)｣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pp. 391, 397.

229) 필자는 2007년 하바롭스크 동북쪽 방향에 위치한 뱌츠꼬예 마을(с. Вят

ское) 현장을 답사하여 현지인의 증언을 들었다. 아무르 강변에 위치한

그곳은 현재 휴양지로 개발된 곳으로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현

지에서 만난 거주민 꼬로뱌꼬프 아나똘리(А. Коробяков, 1930년생)는

동북항일연군이 소련으로 월경한 1940년 당시 10살의 어린이로서 ‘중국

군’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김일성부대가 그곳에 주

둔해 돼지 등 가축을 키우고 농사지으며 생활했다는 것은 후에 알았다

고 한다. 현장에서 조우한 소수민족 하홀족 니꼴라이는 아무르 강변의

88여단 의 통나무 야영지와 참호 그리고 묘지 등을 안내해 현장을 확인

해 주었다. 이곳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낳고 9월 17일 입북하기 직전까

지 머물렀다. 참고로 88여단 야영지에서 김일성과 함께 지냈던 유성철

은 후일 북한 정권의 김정일 출생지 위조 및 백두산 성역화 등을 비판

하는 공개서한을 김일성 명의로 보내 그 구차함을 토로한 바 있다. 유

성철,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Президенту Ким Ир Сен(김일성 주석께

보내는 편지),” Коре ильбо(고려일보) N. 164(1991.8.27.); Ким Герон,

Великое покаление, Бишкек, ИД Салам, 2005, с. 380-393.

230)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제28호, 1998, 260-262, 263쪽. 88독립보병여단

에 대해서는 신주백(｢만주항일유격운동 세력의 동향｣, �한국사연구�

98, 1997)과 이덕일(｢연해주의 소련극동적군 88여단의 결성배경과 성

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의 선구적인 연구성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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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김일성은 대위로서 제1대대를 맡았다.231)

(표� 11)� 제88독립보병여단의�지휘체계

극동전선군 사령부
사령관 아파나센코

참 모 부 군사회의

정치국

정찰부 부장 소로킨

88여단 여단장 주보중

참모부 참모장 사마르첸코

정치부

후방부

군 검찰부

제1대대
김일성

제2대대
왕효명

제3대대
허형식

(왕명귀)

제4대대
시세영
(강건)

독립
통신
대대

독립
포병
대대

자동
소총대대
(1944.2)

(출처：기광서,� ｢1940년대�전반�소련군� 제88독립보병여단�내�김일성�그룹의� 동향｣)

231) 러시아문서보관소 보존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대위는 제2극동군 제

88보병여단 제1보병대대 대대장으로 있었다. 가브릴 코로트코프, 어

건주 역,『스탈린과 김일성』서울 : 동아일보사, 1992, p. 172, 182.

당시 제88보병여단 부여단장 시료진(1951년 당시 하바로프스크 코로

트코프 증언채록)은 김일성이 “진정한 군장교이며 진정한 레닌주의

자였다.”고 평가하였다. 김명섭,「6·25전쟁 연구동향과 전망」『군사』

제100호, 2016, pp.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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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유격대 집단은 1945년 7월말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조선

공작단(朝鮮工作團)을 결성해 조선의 해방과 당 건설사업을 준

비하였다. 군사정치책임은 김일성, 당위원회 서기는 최용건이

맡았고 김책, 안길, 서철, 김일, 최현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하바롭스크에서 군용열차를 이용하여 목단강시, 블라디

보스톡으로 이동했으며, 1945년 9월 19일 그 곳에서 군함으로 원산

에 상륙하는 경로로 입북하였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원산시 군경

무사령관 꾸츠모프, 소련군 장교 태성수, 정상진, 한일무 등이었다.

귀환 자체가 비밀이었지만 대략 60명 정도가 일행이었다.232)

항일유격대에 대한 존재는 이미 미국, 영국 등이 파악하고 있

었다. 1944년 경 미국 국무부는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여 시 북한

지역을 통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한반도의 상

당부분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정이 보유하거나

중국 내 항일조선의용군 등도 있지만 소련 극동군이 훈련시킨 부

대도 주목해야 한다 하였다. 총 3만 5천 명 중 2만 명이 전투원

이며 소비에트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에 교화된 부대로 파악하였

다. 한반도 사정이 호전되는 즉시 소련 지휘부에서 분리되어 독

자적으로 한반도에 전투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233)

232)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11.6;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한

국일보사, 1991, pp. 50-53; 소련 극동전선군 88독립보병여단 소속 인물

명단은 김광운,『북한정치사 연구 I』서울 : 선인, 2003, pp. 116-119; 김

국후,『소련의 평양 군정』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8, pp. 61-65.

233) 미 국무부가 파악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구대열,

『앞의 책』, pp. 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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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군 건설과 소련군의 역할

1. 소련군 기관 – 민정부(民政部)

소련이 한반도 북부로 진군해 올 때 평양에서는 서울에서와

같이 좌우 정치세력들이 이념을 불문하고 자체 정치집단을 결

성하여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미 조선총독부는 여운형에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접촉해 왔기 때문에 서울에

서와 마찬가지로 평남지부가 구성되어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다.

소련군은 행정권과 경찰권 등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게 넘겼

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당분간 일제가 더 장악하도록 하였다. 일본

군의 철수 와중에 벌어질 불상사를 방지할 목적도 있겠으나 지

역에 따라 공산당이 인민위원회를 장악할 시간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234) 이는 미군이 진주한 9월 7일까지 남한에서 일본군이

여전히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동경의 미군사

령부는 한국에 진입할 시간동안 국내 치안을 일본군에게 맡겼다.

소련군은 자신들이 점령군으로 비치는 것을 애써 피하고자 하였다.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인 슈티코프는 만주와 북한을 통치하란

임무를 맡으면서 “북조선 영토에 소비에트 권력기관 및 질서를 도입하

지 말 것이며, 북조선에 부르조아 민주주의 권력 수립을 방조할 것” 등

의 지침을 받았다.235) 이에 근거하여 슈티코프는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234) 이완범, ｢소련 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 1945-1979� 서울 : 성신여자대

학교 출판부, 2005, pp. 97-101.

235) ЦАМО, Ф, 148, Оп. 3763, Д. 111, Л. 92-93; Отношение Советск

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
риалы, М., 1981, с. 13; 기광서, ｢러시아문서보관소 사료로 본 소련

의 대북한 정책, 1945-47년｣, �역사문화연구� 제23집, 2005,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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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을 토대로 하면서 조만식 등 민족주의 대표자들의 협조를 끌어

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소련군은 포고문이나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점령

군이 아닌 주둔군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국인의 자주의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언적 차원의 내용들이 작성되도록 노력하였다.236)

(표� 12)� 소련의� 북한내� 민정부� 조직체계237)

연해주군관구사령부

정   치   국

정 치 7 부

25 군  사  령  부

정   치   부

정 치 7 과

민     정     부

출    판     국

군   검   열   부

라디오방송 편집부

조선신문 편집부

정치고문기관

총

무

부

주

민

사

업

부

출

판

지

도

부

농

업

지

도

부

산

업

지

도

부

교

통

지

도

부

산
업
조
달
지
도
부

통

신

지

도

부

보

건

지

도

부

재

정

지

도

부

사
법
보
안
지
도
부

교

육

문

화

부

간

부

부

행

정

경

리

부

사령관 : 비류조프(상장)⋅부사령관 : 슈티코프(상장)

라사노프⋅사브쉰

볼디래프(대좌)

소로킨(중장)⋅이바노프(대좌)

레베데프(소장)⋅이그나체프(대좌)

마프모르쉬체인(중좌)

코르트코프(중장)

코비젠코(소좌)

도 경무사령부 고  문  관

군경무사령부시경무사령부

236) 이완범, ｢소련 점령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김용직 편,『앞의

책』, p. 101.

237)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북한정책 관련기구 및 인물분석:해방-1948.

12｣,『앞의 책』, 130;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1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장 소련 적군의 한반도 진주와 군사정책 | 203

1945년 10월 소련은 건준 5도 지부를 통치행정기구인 5도행

정국으로 발전시키고, 정당조직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朝

鮮共産黨 北朝鮮分局)을 설치했다.238)

또한 소련군은 북한 주민을 통치할 통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서도 미군이 남한에 미군정청(US Military Government)을 수립

한 것과는 다소 늦은 10월 3일에야 군사령부 안에 두었다. 그

기간에 북한 내에 존재하는 자생적 주민자치조직 중 반소적 입

장에 서 있었던 조직을 재편하였다. 군사령부는 조선 주민에 대

한 지원업무를 특별히 담당할 기관으로 ‘주북소비에트민정부(Уп

ра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е

верной Корее, 民政部)’를 설치하고 로마넨코 소장을 초대 장

관으로 앉혔다. 남한에서 미군정이 실시된 것과는 달리 민정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민정이란 군대의 민간관련 업무

를 일컫는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군정과 다를 바 없었다.239) 또

한 소련군은 민정부 전면에는 한국인이 나서도록 하였지만 소련

군인을 고문관으로 기용하고 소련계 2세들을 행정부서 부책임자

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막후 정치활동(후견)을 실시하였다. 소련

민정부는 소수의 정예요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지원업무를

맡게 하면서도 그 이상을 넘어 은밀하게 통치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련의 북한 진주 이후 정치는 형식에서는 민정부

를 통한 간접통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238)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 청계연구소, 1986, p. 402.

239) 서주석, ｢소군정기 권력투쟁과 공산당의 국가건설｣, �북한해방8년사�

백산서당, 1999, 14; 서대숙, ｢소련군정 개설｣, �아시아문화� 8호, 한

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p. 1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

원 II : 기원과 원인� 서울 : 나남출판, 1996, pp. 85-86; 전현수, ｢‘쉬

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30호, 역

사문제연구소, pp. 142-143;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소련

군정문서, 남조선 정세보고서 1946-1947� 국사편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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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주둔�소련군정지도부

(왼-� 25군사령관�치스차코프�대장,� 오-� 민정사령관�로마넨코�소장)

1945년 12월 하순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Московско

е совещание ин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рех держав)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미국측이 미영중소 4대국이 공동으로 한반도를 관리하면서 단

일한 행정기구를 만들자고 하자 소련측은 ‘한국정부’를 먼저 구성하고

경제, 정치, 문화 분야의 지원을 신속히 하자고 제안하였다. 소련 이외

의 3국이 관할하는 지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정부가 수립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과도정부 수립에 양측의 입장은 선후의

차이로 본 미국이 소련측에 동의해 줌으로써 합의를 이루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 내용은, 1) 한반도의 공업, 교통, 농

업을 발전시킬 정책을 추진할 임시 민주정부를 세우고, 2) 미소

양국군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어 제정당 및 사회단

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남북한을 지원하며, 3) 미소 공동위원회

와 임시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은 4대 강국이 5년간의 신탁통치

를 위해 제시하고, 4)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2주 내에 미소

양국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한다.240)는 것이었다. 비록 4대

240)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Документы, м., 1948,

с. 5-7; В. М. Гришанов, П. Х. Кан(ред.), Корея. расчление, во

йна, объединение, зание, 1995, с.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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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의 합의하에 한반도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그것

은 5년 간의 신탁통치를 받은 이후의 일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회의� 참석한� 하지와� 로마넨코(발언� 중)

(출처� :� NARA� 특수기록관리과-212,� RG111SC� BOX#334)�

1946년 1월 남북한 지역의 정치세력이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으로 양분된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소

련측은 슈티코프 중장과 로마넨코가, 미국측은 하지 중장과 아

놀드 소장이 참가하여 각국 5명씩 위원으로 조직한 공동위원회

를 1개월 내에 서울에 두자고 하였다. 이 사이에 김일성은 소련

의 지원 하에 1946년 2월 5도행정국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北朝鮮臨時人民委員會)를 중앙권력기관으로 세웠다.241)

241) 기광서, ｢슈티코프, 해방 후 북소관계의 실력자｣, �내일을 여는 역사�

서해문집, 제21호, 2006, pp. 148-1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6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미소공위�직후� 회의장을�나서는� 소련측� 대표

(앞왼쪽� 슈티코프,� 뒤왼쪽� 레베제프,� 그� 오른쪽� 툰킨� 1947.8)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신탁통치 추진

방안을 놓고 미소간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러는 와중에 북쪽에서는 1946년 8월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이

연안파가 세운 신민당과 합쳐 북조선노동당(北朝鮮勞動黨)을 결

성하였고 그 다음해인 1947년에는 북조선최고인민위원회(北朝

鮮最高人民委員會)가 결성되어 국가 통치기구를 모두 갖춰 나

갔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임시 과도정부 수

립을 위한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이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무산

되고 말았다. 그 후 미소공동위원회는 계속 열렸지만 미소 양국

은 서로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주장만 펼친 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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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간� 신탁통치�추진에� 반대하는�시위대들

� � (출처� :� NARA� 특수기록관리과-212,� RG111SC� BOX#334)�

2. 북한군 건설과 군사고문단

북한군 건설

광복된 공간에서 곧 건설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보

호하기 위한 군대의 창설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미소 양국이

군정을 펼치고 신탁통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국가형성을 위

한 무력기관을 형성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광복 정국에서 북한의 각 지역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자위

대, 치안대, 적위대 등의 자생적 치안조직이 있었다.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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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소련군 사령부가 보안대 조직을 허용하자 11월 북

조선행정국 산하에 보안국이 창설되었다. 보안국은 경찰조직을

총지휘하는 기관으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도시군면 단위에

보안서를 설립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활용했는

데 이것이 북한 무력기관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북쪽의 무력기관 형성

에는 김일성이 적극적으

로 소련측에 요청해 설

립해 나갔다. 1946년 1

월 정치군사간부 육성을

위해 평양학원을 수립하

였으며 5월에는 중앙보

안간부학교가 설립되어

군 간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였다. 그리

고 철도경비를 맡고 있던 보안대를 철도경비대로 통합하였다.242)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북한군은 광복 후 1년 만에 사실상 북한 권력

을 유지하기 위한 무력기관으로 완성되었다. 북조선최고인민위원회

는 1948년 2월 4일 ｢민족보위국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군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로서 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을 설치하

였고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 창군식을 거행함으로써 정규군이

성립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243) 창군 당시 북한군은 2개 사

단, 1개 여단, 항공대대로 편성되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소련군은 그 해 말 12월까지 철수하였다.

242)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 집문당, 1991, pp. 53-59.

243)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1948. 2. 8),” 서대숙 편,『북한

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 제 IV권.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서울 : 경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252-253.

▴북한군�창군� 당시� 태극문양이�들어간�

마크(1948.� 2,� 국가기록원�수집� 공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5장 소련 적군의 한반도 진주와 군사정책 | 209

▴평양�역전에서�창군식을�끝내고� 시가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1948.� 3.� 8)

군사고문단

항일유격대가 소련에서 소비에트정부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

한 훈련 등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것은 소련의 외국군사전문

가 양성시스템이 작동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외국 군사전문

가 양성을 대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그 대상 국가

는 소련 주변국, 즉 동유럽, 코카서스, 아시아지역 국가들 외에

도 유럽의 독일과 스페인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244)

소련의 대외 군사원조의 활동은 다양하였다. 소련제 군사장비

및 무기에 대한 지원, 습득, 수리 등 운용지도, 외국군 간부 및

군사전문가 양성, 군사기술 협력, 군사작전 계획 수립 및 전시

공동보조 그리고 더 나아가 참전을 통한 직접 지도 등이었

244) А. Р. Криворучко, “Военны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

за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гг. : Взгляды через 50 лет, М. : Грия К,

с.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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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5) 러시아학계에서는 이중 군사고문단의 현지 지도, 특히

신생국 군대 건설에서 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군사고문단

의 협조 없이는 북한군 건설이나 6·25전쟁과 같은 전쟁을 장기

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246)

(표� 13)� 북한에� 파견된� 역대� 소련� 군사고문단장(필자� 정리)

순서 이름 계급 및 직위 재임 기간

1대 스미르노프 소장, 군사고문 1946. 9. ∼ 1949. 4. 21

2대 슈티코프 상장, 대사, 정치·군사고문 1949. 4. 21 ∼ 1950. 5. 23

3대 바실리예프 중장, 국방무관, 군사고문 1950. 5. 23 ∼ 1950. 11. 22

4대 라주바예프 중장, 대사, 국방무관 1951. 1. ∼ 1953. 4.

특히 군사고문관이 정치장교로서도 활약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사고문관의 역할을 추가하는 의미를 갖는데 단순히 군

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장교로서 두 국가의 군사현안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1949년 4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주북 군사고문단장을 겸한 슈

티코프 대사의 역할은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쟁점현안을 푸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245) А. Р. Криворучко, там же, с. 159.

246) Ю. Х. Киршин,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 уроки и выводы,” Матер

иал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 : Институт вое

нной истории МОРФ, 2000; Ю. Х. Киршин,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ы

е советники в КНДР(http://eurasia/upf/org)(검색일 :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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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외국군사전문가 양성 과정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째로는 소련이 등장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는 소비에트 외국군사전문가 양성시스템(Советская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во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ИВС)

이 작동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동맹국들을 소비에트

블록에 흡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련은 외국 군사인력을 자국

에 초청하여 양성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40년대 초 김일성

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제88특별보병여단으로 편성되어 훈련

받은 것 역시 소련의 특수임무 수행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었다.247) 이들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과정에서

조선공작대 일원이나 정찰부대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궁극적

으로는 북한 건설에 핵심으로 자리 잡아갔다.248)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이어지면서 소련의

대외 군사협력 양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동맹국을 구축하고 통제

내지 관리할 수단으로서 군사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

라서 이 시기에는 외국군사전문가 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자국의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전문가를 양

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

에는 소비에트 군사고문관 내지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시스템(Советская система 

отправл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и советских вое

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 СВС)으로 바뀐 것이다.

247) 훈련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글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 서문당, 1991, p. 379.

248)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서동만, 남기정 역),『북조선 – 유격대 국가

에서 정규군 국가로』서울 : 돌베개, 2002, pp.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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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소련의� 외국� 군사전문가�양성� 시스템의�변화

시기별 단계 시스템 명칭 과정

제1단계

(1920∼

제2차세계대전)

소비에트 내 외국 

군사전문가 

양성(ИВС)

I단계 : 현지국의 군사전문가 

양성요청

II단계 : 소련에서 군사전문가 

양성후 파견 

제2단계

(제2차

세계대전∼현재

소비에트 군사고문/

군사전문가 

파견(СВС)

I단계 : 현지국의 군사전문가 

파견 요청

II단계 : 소련의 군사전문가  

파견 후 양성

소련 정부가 북한으로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이 당시 파견장교로 선발된 장성 3명, 장교

343명은 러시아 중앙이나 지방군 조직에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이미 진주해 들어온 제25군에서 차출하였다.249)

주북한 군사고문단장은 북한 민족보위성과 북한군 최고사령

관 산하에 배속되었고 고문관들은 북한군 각 병종의 연대급 이

상의 부대에 배치되었다. 최고사령관 산하의 경우 총참모부와

작전국 내 고문관 그리고 사단 및 각 병종사령관 고문으로 배

치되었다. 특히 여단급 이하 군사학교나 강습소 등에 배치된 고

문관들은 북한군 지휘관 양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소련군 편제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소련군 교육 프로

그램 및 교범에 따라 장교들이 양성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라는 보안대 조직이 편성

되어 있었다. 이 조직이 북한의 첫 정규 무력기관으로 미래의

조선인민군 전신이었는데, 이 곳으로 소련 군사고문단이 집중 배

속되었다. 즉 북한에 도착한 소련 군사고문단은 보안간부 훈련대

249) ЦАМО, ф. 40, оп. 178428, д. 90, л.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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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산하의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 훈련과 간

부 교육을 지원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 목표가 어디에 있

었는지가 짐작가는 대목이다.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의 편제는 북한 군사 최고기관과

예하 단위 및 통합부대에서 군사고문관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 따라서 군사고문단장을

정점으로 군사고문 요원은 현지국 군의 총참모부, 총정치국 그

리고 각종 병종부대와 군사학교 등에 배속시켜 직접적인 지도

와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전쟁 직전 군사고문단은 소련 육군부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

고문관들은 인민군 각 병종 사령관이나 부서장 예하, 그리고 보

병사단과 독립보병여단, 보병 및 포병연대, 독립전투 및 교육부

대, 군관학교 등 연대급 규모 이상에 배치되었다. 군관학교 및

강습소에 배치된 고문관들은 지휘관 양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북한군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소련군 편제에 따라 조직된

것은 군사고문단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범을 전수하였다.250)

북한에 체류하며 복무했던 군사고문의 규모는, 1946년 8월에

는 343명(장군 2명 포함, 혹은 346명)의 장교로 구성되어 초기

에 연대, 대대, 중대급에도 배치되어 활동했으며, 1948년 2월에

는 470명, 3월 1일에는 379명, 3월 16일에는 195명이었다. 1948

년 12월 217명 내지 222명(혹은 209명), 1949년 2월 24일에는

236명, 1950년 3월 1일 148명, 11월 17일 123명, 1952년 2월 15일

250) 기광서,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소련군사고문단의 역할｣, �한러 군사

협력관계의 어제와 오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러 국제학술회

의, 2004,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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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명이 활동하고 있었다.251)

1948년 9월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가

소비에트 부대의 철수를 늦어도 1948년 10월 착수하여 1949년

1월 마지막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252)고 발표하였다. 소련군

군사고문단은 북한인민군 창설을 전후하여 대부분 부대 철수와

함께 귀국함으로써 규모가 축소되었다.253) 그러나 소련 군사고

문단원들은 1948년 12월 말에도 장군 1명, 장교 173명 그리고

하사관 35명 등 총 209명의 군사고문단 인원이 다소 축소된 채

잔류하고 있었다.254)

군사고문단은 전쟁 이후에도 남아 특수분야 군사전문가로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주북한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추가로 군사고

문단장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같이 입북한 장교들로서 기갑분

야 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전 전문가들이었다. 즉 “북한군 철

군증명서”에서처럼 완전 철군한다던 소련군이 여전히 군사고문

단 형식으로 잔류하여 북한군을 지원한 셈이다. 이때 잔류한 군

사고문단원들은 기갑, 포병, 정보 등 특수전 수행을 위한 전문

가 양성을 위해 북한군을 지원했던 것이다.

251) 기광서, 「위의 논문」; 안승환, 「주북한 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

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70.

252) “소련군 철군증명서,”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 99; 심헌

용, 가브릴로프 공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1953 гг. : Историография и археография)』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 408-409.

253)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л. 137-138; 기광서,「앞의 논문」,

p. 46.

254) ГАРФ, ф. 5283, оп. 18, д. 217, л. 25-26; 안승환,「앞의 논문」,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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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에트전문가 한인의 역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북부에도 수많은 정파와 사회단체들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었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각각 점령한 미국군과

소련군이 군정통치를 실시하며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가고자

했지만 남북한 정치세력과의 협력은 쉽지 않았다. 다만 남북한

정치세력들 중 연합국 미국과 소련이 추구하는 각국의 국가이

념과 목표에 맞춰 재빨리 자신의 정치적 조건을 변전시킨 세력

이 정국 주도권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한반도 북부의 경우 소련 군정과 우호적 입장을 취한 세력은

한인공산주의자들인데,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소속의 한인

공산주의자 그룹, 2) 중국 옌안(延安) 출신의 조선독립동맹 그

룹, 3) 김일성과 빨치산 게릴라 그룹 그리고 4) 소비에트한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255)

이 중 소비에트한인 그룹은 다른 한인그룹이 지녔던 정치적

결사체, 즉 조선공산당, 신민당 그리고 동북항일연군 등과 같은

통일적 조직이 없어 단일한 명령체계 속에서 활동하지 못했다.

이들은 소련 정부의 명령에 따라 징집되어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견된 소련 국적의 ‘소비에트사람(советски

й человек)’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 국적이란 동질성

외에 정치집단으로서 횡적인 유대관계가 없는 이들을 소련파로

부르기보다는 ‘한국계 소련인들’, 즉 소비에트한인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코민테른에 소속되어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추

255) 서대숙 편, 이서구 역,「소비에트한인들과 북한」, 『소비에트한인 백

년사』서울 : 태암, 1989, pp. 135-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6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진했던 사람들도 아니었다. 박진순이나 김-스탄케비치 알렉산

드라 페트로브나와 같이 코민테른 집행위원을 역임한 초기 한

인공산주의자들은 일찍 죽거나 은퇴하였고, 마지막 한인공산주

의자랄 수 있는 김미하일은 소련이나 한국의 한인 혁명가들과

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1935년 코민테른 제7차대회

에서 활동한 이래 행방불명되었다.256) 한국계 소련인들은 대체

로 1) 소련 극동전선군 제88독립보병여단 소속 군인, 2) 일제시

기 한국에 파견된 공작원, 3) 소련 정규군, 4) 당, 정권기관, 언

론기관, 교육기관에 종사한 민간인 등으로 분류된다.257)

소련 당국은 대일전 참전으로 확보한 지역을 장악하고 현지

통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당정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

여 파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계 소련인들을 파견한 것은

군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서 현지국의 사회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에트한인을 북한

지역에 파견한 것은 앞서 언급한 소련의 대외(군사)활동의 일환

으로 ‘소비에트 군사고문관 내지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시스템(Советская система 

отправл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и советских во

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 СВС)’이 작동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극동에서 한반도 북부와 남사할린 지역에는 한민족 일원이

집중 거주하고 있어 통치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할 한인자원

이 절대적이었다. 소련 당국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고

려인)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파견된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행정지도 및 교육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부사관급 이하 군인들

256) 서대숙,「위의 글」, p. 134.

257) 김광운,「앞의 글」,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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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당정 등 고위직에 진출한

자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소비에트 한인을 북한으로 파견하기로 징집을 결정한 날은

1946년 5월 22일이었다. 이날 전소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정치국(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은 “조선에서의 사업을 위해

조선민족 출신의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청년동맹원들을 선발”하

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소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간부국, 우즈베키스탄공산당

(볼)중앙위원회, 카자흐스탄공산당(볼) 중앙위원회에 1개월 반

이내에 조선에서 근무할 조선민족 출신의 전소연방공산당(볼)

당원, 후보당원, 전소연방레닌주의공산청년동맹원 200명을 선발

하도록 위임한다. 이 가운데 100명은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사회

주의공화국에서, 100명은 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서 선발한다. 결정서는 몰로토프, 쥬다노프, 쿠즈네초프(중앙위원

회), 수슬로프, 안드레예프(간부국) 동지 및 조직국에 전달되다.

중앙위원회 서기 이. 스탈린”258)

258) 원문은 다음과 같다. (Поручить Управлению кадров ЦК ВКП

(б), ЦК КП(б) Узбекистана и ЦК КП(б) Казахстана в полут

орамесячный срок отобрать для работы в Корее 200 членов 

и кандидатов ВКП(б) и членов ВЛКС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

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з Узбекистанской ССР - 100 челове

к и Казахской ССР - 100 человек. Выпски посланы : т. т.

Молотову, Жданову, Кузнецеву (ЦК) ; Суслову, Андрееву(У

пр. кадров); Оргбюро. Секретарь ЦК И. Сталин. РГАСПИ, ф.

17, оп. 162, д. 38, л. 75-76. Подлинник.) “22 мая 1946 г. Из П

ротокола No 52, Пункт 61, - рещение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

(б) о проведении набора коммунистов и комсомольцев коре

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для работы в Корее,” РГАСПИ, ф.

17, оп. 162, д. 38, л. 75-76.(원본); 안드레이 란코프, 전현수 역,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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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징집해 평양에 급파한 배경은 광복 직

후 소련군 제25군 군사위원으로 평양의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겸 후반기 민정사령관을 지낸 레베데프(Н. Г. Лебедев) 소장

이 증언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259)

“소련군 극동군총사령부(사령관 알렉산드르 바실롑스키(А. В

асилевкий) 원수)가 함흥을 북한 지역의 제1도시로 잘못 알

고 제25군 사령부를 함흥에 주둔시키라고 지시할 정도로 솔직

히 소련군은 북한 사정에 어두웠습니다. 정치·정보 장교들이 북

한에 주둔하면 이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

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소련군 극동전선 총사령부에 보고

했습니다. 그 대책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에 있는 고려인 엘리트들을 평양에 파견해 활용하자는 것이었

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 전

에 이와 같은 사정을 소련군 극동전선 총사령부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를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가 면밀

하게 검토하여 이오시프 스탈린(И. В. Сталин)에게 보고했고,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벼락

같은 징집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즉 북한사정을 잘 아는 소비에트한인을 파견해 소련군이 북

한에서 올바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징집했다는 것이다. 소련 정

부는 긴급동원령을 내려 징집한 고려인을 1945년 8월 초순에

내려 보냈다. 1937년 극동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집단 징집명령이

259) 김국후,『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13,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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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60) 이러한 명령은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만해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전

에 참전하면서 내려졌다. 소련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 자신

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가 아니라 침략국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한인동원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다른 점은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으로 동원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지역은 침략국

일제로부터 식민통치 지배를 받는 한반도였다.

260) 소비에트한인을 북한에 파견한 규모와 시기 그리고 인원에 대한 자

료는 다음을 보시오. 김국후,『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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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

제1조 :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로-헝가리, 불가리아 및 터키는 양측

간의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한다. 이후 해당 국가들은 평화와

선린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조 : 양측은 상대측 정부 혹은 국가제도, 군사제도 등에 대하여

행해 왔던 어떤한 선동 혹은 선전도 자제할 것이다.

제3조 :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규정된 선의 서쪽 지역 및 과거 러

시아에 귀속되었던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다. 규정된 선

은 본 평화조약의 실제적 구성 부분인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러시아-독일위원회에 의해 이 선이 정확하게 획정될 것이다.

이전에 러시아에 속해 있던 지역들 중에서 전술한 지역은 러시아에

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 지역들의 모든 내정 간

섭권을 포기한다. 독일 및 오스트로-헝가리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

교섭하여 장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제4조 : 제4조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독일은 전체적인

평화가 수립되고 러시아에서 전시체제가 해제되는 즉시 제3조의 첫

번째 문장에 제시된 선의 동부지역에서 철군한다.

러시아는 동부 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 별칭 – 필자)로부터의 신속

한 철군 및 동부 아나톨리아의 질서있는 터키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

러시아는 아르다한, 카르스 및 바투미(Ардахан, Карс, Батуми :

러시아 터키 인접지역 도시 – 필자)으로부터도 즉각 철군한다. 러시

아는 이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국가적 권리 및 국제적 권리를 주장하

지 않으며, 이 지역 거주민들이 인접 국가, 특히 터키와의 협의 하에

새로운 체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 러시아는 현 정부에 의하여 재차 조직된 부대들을 포함한

군사력의 완전한 동원 해제를 즉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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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러시아는 즉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평화조약을 체결

하고,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추축국들 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을 인

정한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즉각 철군한다.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정부 혹은 사회기구들을 비난하는 모든 선

전, 선동을 중지한다.

러시아 군대는 에스틀란디아(에스토니아 – 필자) 및 리플란디아

(라트비아 – 필자)에서도 즉각 철군한다. 에스틀란디아의 동부 국경

은 나르바 강으로 정하고, 리플란디아의 동부국경은 추드 호수와 프스

코프 호수의 남서부 유역까지로 한다. 에스틀란디아와 리플란디아는

자국 기관이 사회 안정울 보장할 때까지 독일 정치권력이 통할한다.

러시아군대는 핀란드 및 알란드 제도(Аланские острова :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섬들 – 필자)로부터 즉각 철군하고, 러시아 해군 및 해병

대는 핀란드 항구들로부터 철수한다. ... 중략 ...

제9조 :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전쟁 수행을 위한 예산이나 전쟁에

서의 손실 등 전비(戰費) 지출에 따른 변상권을 포기한다.

제10조 : 본 평화조약은 비준될 것이다. 비준서의 교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베를린에서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2주일 내에 추

축국 가운데 한 국가와의 비준서 교환 의무를 진다. 평화조약은 비준이

되는 순간부터 유효하다.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918년 3월 3일

출처 : ИМЭЛ, ВКП(б) в резолюц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Часть I.(1898-1925), М.:Партиздат ЦК ВКП(б),

1936, с. 286; В. И. Ленин, ПСС, Т. 36, М., 1965. с. 35-36.(이재훈,

『蘇聯軍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54-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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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원문)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ЕЙ, С ОДН

ОЙ СТОРОНЫ, И ГЕРМАНИЕЙ, АВСТРО-ВЕНГРИЕЙ, БОЛГАРИ

ЕЙ И ТУРЦИЕ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3 марта 1918 г.

Статья I Росси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Германия, Австро-Вен

грия, Болгария и Турция -с другой, объявляют, что состоян

ие войны между ними прекращено. Они решили впредь жи

ть между собой в мире и дружбе.

Статья II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будут воздерживатьс

я от всякой агитации или пропаганды против правительст

ва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военных установлений другой с

тороны. Поскольку это обязательство касается России, оно ра

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и на области, занятые державами Четверного 

союза.

Статья III Области, лежащие к западу от установленной 

договаривающимися сторонами линии и принадлежавшие ра

ньше России, не будут более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ее верховной 

властью: установленная линия обозначена на приложенной 

карте...*, являющейся существенной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наст

ояще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Точное определение этой линии б

удет выработано русско-германской комиссией.

Для означенных областей из их прежней принадлежност

и к России не будет вытекать никак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отн

ошению к России.

Россия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всяк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

ние дела этих областей. Германия и Австро- Венгрия намер

еваются определить будущую судьбу этих областей по снес

ении с их населени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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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атья IV Германия готова,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заключен вс

еобщий мир и проведена полностью русская демобилизация,

очистить территорию, лежащую восточнее указанной в абза

це 1 статьи Ш линии, поскольку статья VI не постановляет 

иного.

Россия сделает все от нее зависяще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к

орейшее очищение провинций Восточной Анатолии и их у

порядочен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Турции.

Округа Ардагана, Карса и Батума такж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чищаются от русских войск. Россия не будет вмеш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орган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правовых и междунаро

дно-правовых отношений этих округов, а предоставит насел

ению этих округов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й строй в согласии с со

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особенности с Турцией.

Статья V Росси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оизведет полную дем

обилизацию своей армии, включая и войсковые части, внов

ь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теперешн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атья VI Россия обязывается немедленно заключить мир 

с Украи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признать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эт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державами Четверного с

оюза. Территория Украин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чищается от р

усских войск и русской Крас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я прекращае

т всякую агитацию или пропаганду проти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Украи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

блики.

Эстляндия и Лифляндия такж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чищают

ся от русских войск и русской Красной гвардии. 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Эстлявдии проходит в общем по реке Нарве. Восточ

ная граница Лифлявдии проходит в общем через озеро Чудс

кое и Псковское озеро до его юго- западного угла, потом че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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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з Любанское озеро в направлении к Ливенгофу на Западно

й Двине. Эстлявдия и Лифляндия будут заняты германско

й полицейской властью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общественная бе

зопасность не будет там обеспечена собственными учрежден

иями страны.

Финляндия и Аландские острова также будут немедленно 

очищены от русских войск и русской Красной гвардии, а ф

инские порты - от русского флота и русских военно- морских 

сил. (...)

Статья IX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взаимно отказывают

ся от возмещения своих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т.е. государствен

ных издержек на ведение войны, равно как и от возмещен

ия военных убытков, т.е. тех убыт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чи

нены им и их гражданам в зон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оенн

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и всеми произведенными 

во вражеской стране реквизициями.

Статья X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 консульские сношения межд

у договаривающимися сторонами возобновляются немедленн

о после ратификации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

Статья XIV Настоящ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будет ратифицир

ован (...)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момента его ра

тификации.

출처 :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1914-1945 гг.).

М., 1996. с. 640-642. 전문은 다음을 보시오. Документы внешней по

литики СССР. М., 1957. Т. 1. с.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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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 「소비에트공화국 군사캠프로의 전환 결정문」

소비에트공화국 군사캠프로의 전환 결정문

소비에트공화국을 질식시키고 그 시체를 갈갈이 찢으려 책동하는

제국주의 약탈자들에 직면하여 그리고 외국 제국주의자 들개들을 끌

어들여 노동자-농민 국가를 배신하고 있는 러시아 부르주아의 반계급

적 선동에 직면하여 노동자-농민-적군-코사크대표소비에트의 중앙집

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소비에트공화국을 군사캠프로 전환한다.

공화국의 모든 전선과 군사기관에 각각 1개의 총사령부와 함께 혁

명군사소비에트를 조직한다.

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강도들에 대한 무력투쟁에

투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 및 연령에 관계없이 소비에트정권이 부여하게 될

국방의무를 절대적으로 수행한다.

국가의 모든 노동 인민들의 지원을 받는 노농적군은 소비에트공화

국 영토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강도들을 격퇴할 것이다.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모든 부락, 읍, 및 도시 소비에트, 모든 소비

에트기관들에게 이 포고문을 공개된 장소에 게재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존에 내린 결정을 노동자-농민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공표한다.

출처 :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 3, М., 1964, с. 268.

(이재훈,『蘇聯軍創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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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 제7차 당결의안의 「전쟁과 평화」 항목

전쟁과 평화

“전당대회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전

선부대들의 사기가 병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비록 아주 짧기는 하

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앞

에서 모든 휴식(передышки)의 가능성을 이용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권과 독일 간에 체결된 괴롭고 모

욕적인 평화조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혁명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연속적인 군사적 침략(서

부 및 동부로부터의)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모든 국내적, 계급적,

국제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

회주의 운동 전체, 특히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새로

운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모든 의식있는 프롤레타리아 전위

대, 그리고 소비에트정권이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과제

로 러시아 노동자 및 농민이 자기 규율과 기강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해방전쟁, 조국전쟁, 사회주의전쟁을 역사적 불가피성에 이끌린 이유를

해명하며, 일상적인 혹은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 능력

있고 헌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굳게 단합되고 강철같은 단일 의지

를 지닌 강건한 대중조직을 전국 각지에 창설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들이 군사 지식과 군사 작전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열정적이고 단호하며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 ...

출처 : ИМЭЛ, ВКП(б) в резолюц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

ленумов ЦК, Часть I.(1898-1925), М. : Партиздат ЦК ВКП(б), 1936,

с. 286; В. И. Ленин, ПСС, Т. 36, М., 1965. с. 35-36.(이재훈, 『蘇聯軍創

設期 軍事關係文書選集』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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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 제8차 러시아공산당(볼) 당대회 결의안의「군사사업」

항목

군사사업

“당의 군사 임무는 다음을 기본 내용을 전제로 한다. 1) 제국주의가

부후하고 내전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에 구시대의 군대를 보존하거나

이른바 비계급적 혹은 전민족적 기초 하에 새로운 군대를 건설할 수

없다. 적군(Красная армия)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단으로서 불

가피하게 공개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 즉 적군은 특히나 프롤

레타리아트와 그에 가까운 반프롤레타리아트 농민계층으로 구성된다.

계급의 봉쇄만이 유사한 계급군대가 전인민적 사회주의 경찰로서 전

환될 수 있다. 2)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와 반프롤레타리아트에게 군사

업무를 습득하고 관련 과목을 학교에서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3) 적

군의 군가학습과 훈련은 계급적 단결과 사회주의 교육을 근거로 이루

어진다. 그렇게 때문에 확실히 믿을만하고 자기희생적인 공산주의자

가 정치위원(политические комиссары)이 전투지휘관과 함께( наря

ду с боевыми начальниками) 활동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부대에

부대 내부의 이념적 연대와 의식적 규율 정립을 위해 공산주의 세포

조직(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ячейки)를 조직해야 한다. 4) 구정권 군

대의 체제에 반대하여 단기에 병영생활을 익히며 병영을 군사 및 군

사정치학교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군사구성체(военное формирава

ние)를 작업소, 공장, 직능단체, 농촌 빈농조직와 밀접히 연결시킬 수

있다. 5) 조직적 결합과 견고함이 필수적인 신생 혁명부대(навая рев

олюционная армия)에는, 비록 구성원이 낮은 계급으로 이루어졌지

만 의식적인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지휘부(командный состав)의

도움으로 사업에 보다 유능하고 정력이 넘치며 충성스런 병사를 양성

하여 사령부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야 할 군 창설사업의 하나이다. 6)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적용된

작전적, 기술적 경험은 지난 세계전쟁에서의 경험이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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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직 사업 및 구정권 군대의 학교를 졸업한 군사전문가를 작전지

도 사업에 넓게 참여시켜야 한다. 그같은 유인 조건으로 군에 대한

정치지도와 전면적인 사령부에 대한 통제가 노동자 수중에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군대에 병사들을 계급적으로 복종시키고 직접 이를

통해 노동대중을 선별하고 교육시켰던 부르주아지 군대에 상당한 수

준의 원론적 인식을 갖고 있는 지휘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계급적 노

동자농민 적군에 원론적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선발과 임명에

있어 조화를 이루려면 혁명적 계급군대의 지휘 간부나 군 부대의 단

결 및 부대구성의 수준에 좌우된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생각이다.”

출처 : ИМЭЛ, ВКП(б) в резолюц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Часть I. (1898-1925), М.: Партиздат ЦК ВКП

(б), 1936, с.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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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 하산(Khasan) 호 전투 전개과정과 개관

(『국경 위로 구름은 침울하게 오가네(하산 호 사건 65주년에 즈음

하여)』(Москва, 2003) 중에서 발췌

No. 5-1 : No. 2 사건 일지 : 자오제르나야 고지 지역 사건의 경과

No. 5-2 : No 28 제1독립 적군 사령부 제1부대의 하산호 전투 개관

No. 5-1 : No. 2 자오제르나야 고지 지역 사건의 경과

■ 1938년 8월 [17일]

⁍ 1938년 7월 22일

1. 6:30 수동기관총으로 무장한 10명의 일본-만주군이 호쟈트반디

(Khoziatvandi, 훈춘<Khunchut'> 동남쪽 14km 지역) 남쪽 1km에서

국경을 침범함.

2. 7:00 가재도구를 실은 23대의 수레가 얀칸피엔 마을에서 만토쿠

산으로 이동하였음.

3. 10:00 일본-만주군 41명이 자오제르나야 고지 서쪽 600m에 배치됨.

4. 18:00 케무루쿠키 남쪽 1km에서 말뚝에 매인 100여 마리의 말이

발견되었음.

5. 19:00 토리톤(Toriton) 마을 주민을 소수라돈(자오제르나야 남쪽

15km) 마을로 소개시킴.

6. 12:50 민간인 복장의 네 사람이 디가쉘리 북서쪽 500m 지역의

국경을 침범해 우리 영토로 500m 정도 들어옴.

7. 13:00 하투헤자(Khatukheza) 동쪽에서 백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한문 서신이 발견되었음: '속히 답장을 바란다. 당장 하

산 호 지역의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라. 만약 후퇴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다. 일전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우리는 훈춘(Khunchun) 국경 초소에서 언제든 협상할 준비

가 되어 있다. 귀측의 의견을 알려 주기 바란다.' 편지에는 서명은 없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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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7월 23일

1. 09:30 일본-만주군 20명이 호모쿠 북쪽 1km에 참호를 구축함.

2. 14:00 북서 방향으로부터 경풍(Kienfun) 지역에 화물차 14대와

수송차 4대의 보병이 연대에 도착함. 포병과 탱크는 포착되지 않음.

3. 15:40 동일한 방향에서 대대 병력의 움직임이 포착됨. 도착한 보

병은 경풍 지역에 배치되었고, 500대 정도의 짐마차 대열이 관측됨.

4. 18:50 쿠무루쿠히 지역에서 두 차례의 포격이 있었으나 방향은

확인되지 않음. 포시예트국경수비대의 보고에 따르면 23일, 24일 야간

의 정탐과 원격항공 관측을 통해 포병, 탱크로 무장한 3천명 이상의

일본군이 자오제르나야, 쿠무루쿠히와 경흥 전선으로 집결한 것이 확

인되었다 함.

⁍ 1938년 7월 24일

우리 측 영토에 대한 관측이 진행되고, 경풍, 쿠무루쿠히, 말라야

사벨로브카 지역으로 부대와 화물의 집결이 계속되고 있음. 적위군

극동전선 군사평의회 7월 24일자 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하

달됨.

제118, 제119보병연대의 보충대대는 각각 포병대대, 탱크중대, 2개

대전차 방위 포병중대와 방공소대를, 그리고 제121기병연대는 2개의

기병중대와 연대와 중대로 구성하여 자레치예와 산도칸짜 지역에 집

결시킨다. 제39군단 포병연대와 제40고사포포병대대는 노보키옙스코

에 지역에 집결한다. 자레치예와 산도칸짜 지역의 부대는 제40보병사

단 사단장과 지휘관에게 합류한다.

바라바쉬 방어 지역의 제40, 제92보병사단은 부대의 전투준비를 완

전히 갖추도록 하고, 제118, 제119보병연대에는 필요한 경우 동계막사

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보충대대에 합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모든 부대는 비행대와의 통신을 위해 전위대임을 표시하는 흰색 시

트(중대별로 8개)를 소지한다.

지령에 따라 태평양함대의 군사평의회에 비행대와 방공소대의 해안

방어를 통해 함대의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블라디보스톡과 아메리카

(America) 만(灣), 포시예트 지역 방어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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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해양 정찰 및 항공해양 정찰을 강화한다. 보병 훈련을 중지한다.

일본군이 전면적인 적대 행위를 해올 경우를 대비하여 태평양함대의

조선의 항구와 공항 및 경풍, 한춘(Khanchun)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을 준비하도록 한다. 기뢰부설대는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돌입,

기뢰 부설에 대비한다. 공군 군사평의회와 제1군에 대해 11:00까지 제

48전투비행대의 I-15 비행중대 1개 편대를 전면전에 대비하여 바라바

쉬 비행장에 배치하도록 지령을 하달한다. 제40 전투비행대의 I-15 비

행중대 1개 편대를 슬라반캬 비행장에 재배치한다. 11:00까지 제25 항

공기지의 고속폭격기 1개 편대를 우글로바야(Uglovaia) 비행장에 재배

치한다. 제8 항공공습연대의 R-5 2개의 공습 편대를 쉬코토보

(Shkotovo) 비행장에 재배치한다. 7월 24일 6:00부터 제25비행여단의

제36고속폭격기 비행연대와 제5비행여단의 제47고속폭격기 비행연대

를 최고의 전투준비 상태로 전환시킨다.

군사작전 시 (제36고속폭격기 비행연대와 제47고속폭격기 비행연대

를 제외한) 선발된 모든 비행대는 제1군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다. 목표: 비행폭격중대는 두만강 근처의 시루미 산(서쪽 경사면) 지역

의 적군 보병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여야 한다. 고속폭격기중대는 경풍

과 한춘 시에 집결해 있는 군대의 폭격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40보병

사단 사단장과 슬라뱐카와 바라바쉬의 폭격기 중대와 안전한 연락망

을 확보한다. 전투행동을 위한 출격은 본인의 허락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 7월 24일자 지령에 따라 비행대의 모든 부대는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하고, 각 부대는 당직 중대를 꾸려 긴급 전투 출격 태세를 갖추도

록 한다.

공군정찰대의 모든 체계와 방공방위 무기들은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제2군 군사평의회와 하바롭스크 방위군에 공군정찰대와 방공방

위 체계와 비행의 전투준비의 실행에 대한 지령이 하달되었다.

또한 아무르 적위군 소함대 사령관에게도 지령이 내려졌다.

슬라뱐카 제40보병사단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32특수탱크중대를 신

속히 출동시키라는 지령이 제1군 군사평의회에 하달되었다. 국경지역에서

의 지휘 피켓 편성에 관하여. 제2기계화여단의 전투준비 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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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7월 25일

7월 25일 밤 포시예트 방향은 평온하였음. 13:45 제7번 국경표지 지

역에서는 일본-만주군이 베즈이먄나야 고지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아

군 국경수비대에 40여 발의 총격을 가해왔는데, 참호 작업을 진행한

제7번 국경표지 북쪽 1km 지역은 50여 명이 점유하고 있음. 경풍, 쿠

무루쿠히, 말라야 사벨로브카 지역 군대에 군수물자 운송이 이루어짐.

아군 상황

제118보병연대는 자레치예, 제121기병연대의 중대는 산도칸짜 북서

쪽 4.5km, 제121기병연대의 중대는 체르토바 고르카 남서쪽 3.5km,

제119보병연대의 대대는 산도칸짜 106.9 고지에 위치하고 있음. 제

118, 제119보병연대와 제121기병연대의 나머지 부대는 노보키옙스코

예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며, 다른 부대는 상시주둔지역에서 전

투준비를 진행 중임.

16:00경에 제121기병연대의 중대는 슬라뱐카 휴게지에, 제40포병연

대의 제2부대는 노보키옙스코예에 위치하고 있고, 제39군단포병연대

의 제2부대와 제40고사포 포병대대의 중대는 노보키옙스코예 방향으

로 이동 중임. 제32보병사단의 탱크대대는 20:30까지 자나드보로브카

휴게지에 도착함. 보로쉴로보(Voroshilovo)의 제2기계화여단은 출전

준비를 완료함.

비행대

하바롭스크 공군의 제2군과 제1군의 공군 부대는 비행장에서 전투

준비를 진행함. 비행장의 부대 재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아브구스토브카(Avgustobka)에 제40폭격기 비행연대의 I-15기 14대,

자나드보로브카에 제48폭격기 비행연대의 I-15기 14대, 우글로바야에 제

36고속폭격기 비행연대의 고속폭격기 11대, 쉬코토보에 제8비행연대의

R-5 SSS 21대가 배치됨. 부대의 당직 중대는 긴급 출격 준비를 완료함.

제40보병사단 사단장은 아브구스토브카와 자나드보로브카의 폭격기와 쉬

코토보의 공습기, 우글로바야의 고속폭격기와 교신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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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보병사단은 국경 지역에 대한 지휘 관측을 조직함. 지역방어

대, 제2군 하바롭스크 방위방공대는 전투태세에 대비 중임.

아무르 적위군 소함대는 보로네쥐(Boronezh) 공습에 대비해 함대를

분산배치 시키는 한편, 방공방위 무기들은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있음.

보고에 따르면 태평양 함대는 상륙에 대응하고 적군에 반격할 준비

가 되어있다고 함. 해안방어는 준비 3단계, 포병대대는 준비 2단계, 대

공방어 강화 태세. 세 척의 잠수정과 한 척의 지뢰정이 본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음. 항공정찰을 시행함. 태평양함대 정찰대의 정보

(확인이 요구됨)에 따르면 소수라(Sosura), 유키(Yukki), 라신(Rasin)

항에 3천명에 이르는 제19보병사단 병력이 상륙하였고, 7월 23일 친

다오(Tzindao) 항으로 60기에 이르는 중무기(重武器)가 도착해 차량으

로 선적되었다고 함. 대련(Dairen, 大連)에서는 7월 19일 보병연대, 포

병연대, 전차중대가 하선하였음. 오사카(Osaka) 항으로 도착한 제10

보병사단이 7월 15일 승선함.

7월 25일

지령 하달 : 출정 시 주둔군 배치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 생화학 무

기는 소지하지 말 것. 부대의 화학보호장비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1938년 7월 26일

1. 7월 26일 밤 일본군은 자오제르나야 고지에서 북서쪽으로 600m

지점인 고지 서쪽 측면에 철조망 1개를 설치함.

2. 19시에 25대 가량의 병력수송 차량이 쿠무루쿠히에서 말라야 사

벨로브카 지역으로 향하였음.

3. 14시에 체르토바 산에서 78명의 일본만주군이 참호와 철조망을

구축함.

4. 16시에 쿤쭈렌카(Kuntzurenka; 리스트 0.29) 마을 지역에서 115

명의 일본만주군이 참호 설치와 소개 작업을 하고 난 후 18시 40분

북서쪽으로 이동함.

5. 18시 40분 쿤쭈렌카 마을 북서쪽 6km 지점에 위치한 차미첸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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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ichentza) 마을 지역에서 26명의 일본만주군이 철조망 보수 작

업을 하였음.

⁍ 38년 7월 26∼27일 아군 부대의 상황

국경수비대는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제119보병연대

의 중대는 팍세코리를, 제118보병연대의 제1부대와 제40곡사포 포병

부대의 제1부대, 연대포병의 중대는 자레치예를, 제121기병연대 중대

는 121.0 고지를, 제119보병연대의 제3부대, 대전차중대, 연대포병, 제

40포병연대의 제2부대는 106.9 고지를, 제121 포병부대의 중대는 산도

칸짜 서쪽 3km 지점을, 제39 포병연대의 제2부대는 노보키옙스크를,

제32특수전차대대는 슬라뱐카를 점령하고 있음.

⁍ 1938년 7월 27일

1. 10시 정찰에 따르면 시루미 산 관측소로 일본만주군의 부대 이

동이 확인되었는바, 그곳으로 보병 11명, 기병 3명이 도착하였고, 14시

에는 20명의 군인이 더 도착하였음. 16시 55분 군인 3명이 시루미 산

25m 지점까지 국경을 침범하였음. 국경수비대와의 거리 때문에 침입

자에 대한 발포는 하지 못하였음.

2. 10시 두만강을 건너 호모쿠 남쪽에 위치한 “PAR” 지역으로 일

본만주군 소대 36명이 들어와 호모쿠 북쪽을 따라 이동하였고, 같은

시간에 자오제르나야 고지 서쪽 600m 지점에서 일본군 30명과 장교

20여명이 아군 지역을 정찰하였으며, 16시 50분 일본만주군 30명은

이곳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두만강을 건너감.

3. 11시 30분에 체르토바 고르카 고지에서 일본인이 설치한 참호 3

개와 철조망 4개가 관측됨,

4. 14시에 경풍 쪽으로부터 말라야 사벨로브카 지역으로 6대의 수

송차량과 2대의 짐수레가 도착함.

1938년 7월 28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음.

⁍ 1938년 7월 29일

16시에 자오제르나야 고지 북쪽 1.5km 지역인 베즈이먄나야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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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본만주군 2개 부대의 공격이 확인됨. 고지에는 아군의 국경수

비대 11명이 주둔하고 있음. 50명으로 구성된 일본만주군 1개 부대가

북서쪽에서, 100명으로 이루어진 다른 부대는 남서쪽에서 공격을 해

옴. 일본군은 베즈이먄나야 고지를 점령하였음. 국경수비대원 5명이

사살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음.

일본만주군의 공격에 대항해 브이홉쩨프(Bykhovtzev)가 이끄는 13

명이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는바, 17시경에 이들은 전투지점

에서 30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였음. 남쪽에서는 라트닉(Ratnik)이

이끄는 부대원 28명이 공격을 개시하였고, 17시 30분에는 팍세코리로

부터 제119보병연대의 중대가 전투지점을 향해 접근하였음. 브이홉쩨

프 중위는 중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지 공격 명령을 내렸고, 17

시 35분에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이어 지원중대도 고지에 도착함. 고

지에는 일본만주군이 보이지 않았는데, 안개로 인해 언제 고지에서

일본만주군이 퇴각했는지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음. 베즈이먄나야 고

지에서 아군은 사상자와 부상자 및 무기를 수거하였고 일본 소위의

시체도 발견하였음. 19시 30분 제118보병연대의 중대는 68.8 고지로

접근함. 베즈이먄나야 고지는 브이홉쩨프 부대와 제119보병연대의 중

대와 탱크소대가 점령하고 있음.

적위군 극동전선 군사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제1-op호 훈령을 하달

하였음.

제118보병연대의 보충대대는 페도토프 대령의 작전권에 귀속되어

팍세코리, 노보셀키로 즉각 이동한다. 자레치예 지역으로 제119보병연

대의 보충대대가 집결할 것이며, 아울러 제40보병사단 지휘부가 도착

하도록 한다. 자이사노브카와 노보키옙스코예 주둔군은 산도칸짜 지

역에 집결하고, 나머지 제40보병사단과 제32보병사단의 탱크중대는

자이사노브카와 노보키옙스코예 집결하며 제39보병군단의 고사포 포

병대대도 그곳으로 집결한다. 158.8 고지, 산도칸짜 국경도로와 푼크

토이의 제6번 국경선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또

한 시루미 산 방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기계화여단을 수이푼

강 서안의 라즈돌노예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제32보병사단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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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라바쉬, 슬라뱐카 지역으로 집결한다. 제39보병군단 지휘부는 야

전사령부에서 슬라뱐카로 이동한다.

제26보병사단은 완전 전투 준비를 갖춘다.

포들라스(Podlas) 대대장의 보고(슈테른(Shtern) 군단장과의 대면 논

의)에 의거하여 제40보병사단 전 부대에 즉각적인 행동 개시 준비태세

를 갖추라는 명령이 하달됨. 제32탱크대대는 크라스키노로 이동한다.

제120보병연대는 (시디미(Sidimi)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자이사노브카,

크라스키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제39보병군단의 고사포 포병

연대는 크라스키노로 이동한다.

⁍ 1938년 7월 30일

포시예트 지역에서 일본만주군은 방어선 구축 작업을 계속하며 군

대를 국경 쪽으로 집결시키고 있음. 전투 이후 (자오제르나야 고지 북

쪽 1.5km 지점인) 베즈이먄나야 고지는 어두워지면서 조용해짐. 7월

30일 새벽부터 일본만주군 진영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됨.

7시 30분에 몬토쿠산에서 호모쿠로의 보병대대 행군 행렬이 포착됨.

9시 15분에 일본만주군 2개 소대가 자오제르나야 고지 남서쪽

400m 지점에 참호를 구축했고, 14시에는 이 지역에서 경기관총 7자루

로 무장한 보병중대가 확인됨. 14시에 츄운사치오폰(Chiuunsachiopon)

지역에서 보병 2개 중대가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좀 더 서쪽에 위치

한 일본만주군 중대 병력도 확인됨. 몬토쿠산 북동 경계지역에서는

화포 5기가 확인됨. 몬토쿠산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얀칸피엔 지역

으로 보병중대가 이동하였고, 동쪽 강변을 따라 추가로 60명이 접근

하였는데, 중기관총 1자루가 확인됨. 디가쉘리 지역에는 50명이 4개의

참호에 주둔하고 있음. 몬투쿠산, 호모쿠 지역에서는 포병정찰과 강변

측량이 관측됨. 항공정찰(적위군 국경수비대로부터 접수됨, 확인 필요

함)에 의하면 경풍 지역에 화포 30기, 중화기 10기와 전차 22대로 무

장한 일본만주군 1,500명이 집결하였고, 몬토쿠산 지역에 2,000명까지

집결하고 있다고 함. 체르토바 산 지역에는 100명 규모 주둔군의 존

재가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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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7월 30일 24시 부대 상황

페도토프(Fedotov) 대령 휘하 부대들. 1개 중대가 빠진 제119보병연

대 대대, 제40포병연대의 제2부대, 기병중대, 탱크중대는 팍세코리와

노보셀키에 주둔함. 제118보병연대의 중대는 기관총 소대, 탱크소대

및 국경수비대 10명과 더불어 자오제르나야 북쪽 베즈이먄나야 고지

에 주둔함. 자오제르나야와 베즈이먄나야 사이에는 국경수비대 28명,

1개 보병소대, 1개 경기관총 소대가 배치됨. 자오제르나야 고지는 국

경수비대 50명이 배치됨. 2개 보병중대, 탱크중대, 연대포병대대, 기병

중대(제118보병연대의 보충대대)로 구성된 공격 부대는 자오제르나야

북동쪽 경사 지역에 배치되었음. 포드고르나야 북쪽 고지에는 제119

보병연대의 1개 중대, 제40곡사포 포병연대의 제1부대는 68.8 고지 남

동쪽 1km 지점의 거점지에 배치됨.

제40보병사단 부대들: 제118보병연대(제3대대, 연대포병대대, 대전차

부대 제외)와 제40곡사포 포병부대(1개 대대), 제40고사포 포병대대,

제39군단포병연대의 제2부대, 제119보병연대(1개 대대, 중대, 연대포병

대대, 대전차대대 제외), 제121기병연대(2개 중대 제외), 제40특수정찰

대대, 제32특수전차대대는 7월 30일 10시에 산도칸짜, 자레치예에 주

둔 중임. 제120보병연대는 노보키옙스코예, 제40포병연대의 제1, 3부대

는 노보키옙스코예, 제40보병사단 야전사령부는 자레치예에 주둔함.

제32보병사단의 제96보병연대는 수송차량을 이용해 슬라뱐카로 이

동하였고, 제95, 94 보병연대, 제32곡사포 포병연대, 제32경포병연대는

바라바쉬로 진군 중이며, 18시에는 페냐쥐노(Peniazhino), 구세브카

(Gusevka)로 행군함. 제2기계화연대는 24시에 페냐쥐노를 지나감. 제1

군의 나머지 부대는 주둔지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음.

7월 30일 제306호 훈령이 하달되어 다음과 같이 지역이 구분됨. 페

도토프 대령은 제2번 국경선에서 포드고르나야와 이하 남쪽까지 우리

측 국경이 절대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제118, 제

119보병연대의 보충대대를 그의 지휘권 아래 둔다. 제40보병사단 사

단장은 제2번 국경선으로부터 노바야 제레브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

경이 북쪽에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만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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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키옙스코예와 자이사노브카 까지 일본만주군의 출입을 허용해서

는 안된다. 제32보병사단은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자이사노브카와 슬

라뱐카로의 집결을 계속한다. 제2기계화여단은 제39보병군단 사령관

의 지휘권에 있는 노보키옙스코예, 니즈나야 바라노브카로 즉각 집결

한다. 제39보병군단 사령부는 일본만주군이 우리 영토로 침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경을 넘기 전에 우리 영토에서 그들을 섬멸

한다.

⁍ 1938년 7월 31일

3시부터 소총, 기관총과 포격의 엄호 아래 일본군이 자오제르나야

고지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하였고, 6시 경에 국경수비대 60명으로 구

성된 주둔군이 점령 중이던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탈취하였음.

4시 30분에 제118보병연대의 중대가 북쪽 방향에서, 그리고 제119

보병연대 중대가 포드고르나야의 남쪽으로부터 자오제르나야 고지로

진격하였음.

9시 30분 적군은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방어하고 있음. 적군의 주력

부대는 고지 북서쪽 경사 지역에 주둔한 2개 대대와 고지 남쪽 경사

지역 반대편에 집결한 1개 중대, 그리고 치엠누프(Chiemnup) 지역의

대대병력으로, 자오제르나야 지역 전체에 집결한 적군의 병력은 연대

규모를 넘어섬.

11시 45분에 적군이 대구경 화포로 자레치예 지역에서 포드고르나

야와 68.8 고지까지의 도로를 향해 사격을 가해 옴.

12시에 일본군 보병 대대급 규모가 제6번 국경선 지역에 집결함.

포드고르나야에서 진격한 아군 중대가 일본군에게 포위당하였으나

10시경 포위에서 벗어나 포드고르나야 62.1 고지로 퇴각하였고, 13시

경 그곳으로 기병중대와 대대가 도착하였음.

제118보병연대의 대대가 68.8 고지와 남쪽의 62.1 고지까지 점령함.

62.1 고지는 제119보병연대의 중대가 점령함. 제119보병연대의 대대와

탱크중대가 68.8 고지 지역에서 자오제르나야 고지로 진격을 시도함.

포병은 68.8 고지 북동쪽의 거점을 확보함. 사전 정보에 의하면 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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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연대의 중대는 탱크 4대와 50%까지 피해를 당했음. 포드고르나야

로 후퇴한 중대는 사상자 3명, 부상자 2명의 피해를 당함. 12시경에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점령했던 국경수비대 60명 중에서 12명의 부상

자가 팍세코리로 이송됨.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대

는 고지로 접근을 시도함. 제118, 제119보병연대의 중대는 자오제르나

야 고지에서 북쪽 출구와 남쪽 출구를 방어하고, 제119보병연대의 제

3부대는 격전지로 근접함.

제40보병사단의 부대 : 제120보병연대와 제40포병연대의 제1부대와

제3부대, 제39 포병연대의 제2부대는 카란틴과 푼크토이 지역에 집결

함. 제119보병연대와 제40포병연대의 제2부대는 산도칸짜에, 제118보

병연대와 121 기병연대(2개 대대 제외)는 106.9 고지 지역에 집결함.

제2기계화여단은 바라바쉬를 통과하였고, 슬라뱐카로 이동하여 그곳

에서 8월 1일 하루를 보낼 노보키옙스코예로 이동함.

진군 중인 제32보병사단 : 제95보병연대는 슬라뱐카에서 노보키옙

스코예로 이동하는 수송차량에 탑승하고, 제32보병사단의 나머지 부

대는 바라바쉬에 도착하고 있으며, 제95보병연대는 노보키옙스크로

이동하기 위해 자나드보로브카 지역에서 수송차량에 탑승함. 지난 이

틀 동안 내린 비로 인해 나빠진 도로 상태 때문에 군대의 진격이 어

려움.

페도토프 대령에게 지원군 도착 전까지 자오제르나야 고지 북쪽과

남쪽 출구를 저지하고, 당면한 상황에 따라 하산 호 남쪽 62.1 고지와

하산 호 북쪽의 68.8 고지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짐. 베

즈이먄나야 고지의 북동쪽 경사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국경수비대와

대대병력이 포위당할 위험에 처할 경우 68.8 고지로 퇴각하며, 자오제

르나야의 재점령을 위한 결정적인 행동은 군사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슈테른 군단장, 세묘놉스키(Semyenovskii) 여단장은 전선 참모부

위원들과 함께 사건 발생 지역으로 출발함.

7월 31일이 마감될 무렵에 적군은 강력한 화포 공격의 지원 아래

공격으로 전환하였음. 일본군 2개 대대는 제119보병연대의 대대를 포

위할 듯 위협하며 그 측면을 우회하기 시작함. 대대는 퇴각하면서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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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변해버린 68.8 고지로 후퇴하기 시작함. 적군은 이를 이용하여

4개 여단 이상이 포격을 시작하며 북동쪽으로 전진을 개시함. 24시경

일부 대대 병력이 집합하였고, 대대는 68.8 고지 북동쪽, 86.8 고지 남

서쪽 베즈이먄나야 고지를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였음. 적군은 베즈이먄

나야, 68.8, 64.8(8월 1일 보고에 의하면 적군은 하산 호와 도리치니

(Doritzini) 사이의 점령지에서 어둠을 틈타 퇴각하여 베즈이먄나야, 자

오제르나야 고지와 그 남쪽을 강화함)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음. 페도

토프 대령의 보고에 의하면 호모쿠 지역과 베즈이먄나야 고지에는 적

군 약 1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음. 시루미 산과 케루무쿠히 지역에는 1

개 보병대대와 포병이 집결하였음. 말라야 사벨로브카 지역에는 포병과

탱크와 더불어 보병대대가 집결함. 판자우(Panzau) 지역과 제2번 국경

선에는 보병대대가 집결함. 아고치(Agochi) 역과 시카이(Sikai)에는 보

병과 포병의 도착이 확인됨. 시카이 지역에서는 적군이 장갑열차로부터

원거리 포격을 개시함.

8월 1일 00시 무렵 다른 부대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제40보병사단 : 제120보병연대와 탱크중대, 제39군단포병연대의 제2

부대, 제40포병연대의 제3부대가 제3번 국경선 카란친 지역에 위치함.

제118보병연대는 34.2 고지, 304.0 고지에 주둔하고, 제119보병연대

와 탱크중대, 제40포병연대의 제1부대, 제40곡사포 포병연대의 제1부

대는 460.1 고지, 팍세코리, 194.0 고지를 점령하고 있음. 대대 지휘부

는 106.9 고지를 주둔함. 7월 31일 22시경 제32보병사단, 제32전차대

대와 제95보병연대는 노보키옙스크에 위치해 있고, 제96보병연대는

슬라뱐카로 진군 중이며, 제94보병연대 포병부대와 제32보병사단의

수송부대는 바라바쉬 지역으로 진군 중임. 제2기계화여단은 20시경 시

디미 지역에 도착함. 제39보병군단의 기병연대와 기계화여단은 노보키

옙스크에 배치됨.

군사 활동 지역은 구름이 낮고 강한 안개로 뒤덮여 있음.

7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제12/1/00309호 지령이 하달되었음.

제40보병사단은 자오제르나야 고지 탈환의 임무를 띠고 산도칸짜

지역에 집결할 것이며, 제32보병사단의 주력부대는 수송차로 산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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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지역으로 급파할 것. 제2기계화여단은 노보키옙스크와 자이사노브

카 지역으로 즉각 이동할 것. 제39보병군단 사령관에게는 사령부와

함께 산도칸짜 지역으로 이동할 것. 제1군 군사평의회에는 제39보병

군단 사령관에게 중대를 맡겨 1개 전투기비행중대로 포시예트 방향을

강화할 것. 제39보병군단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39보병군단의 고사

포 포병대대를 즉각적으로 보낼 것. 태평양함대 군사평의회에는 포시

예트 좌측 방향을 확보하기 위한 병력 선별 가능성과 전투 지역으로

슈테른 연대장과 세묘놉스키 여단장의 출동이 가능한지를 문의함.

제39보병사단의 전투준비태세와 진영 포기, 제66 보병사단의 전투

준비태세와 이맘스키 방어 진지 점령에 관한 제12/1/255호 지령이 하

달됨. 제21보병사단은 카멘-르이볼로프(Kamen-Rybolov)에 집결하고 제

31기병사단은 호롤스크(Khorolsk)에 집결하여 제21보병사단과 제31기

병사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할 것. 포시예트 방향에 주둔하여 그곳

에 집결한 군대에는 각각 전투정량 3개를 지급하고, 슬라뱐카 지역에

는 전투정량 5개를 집중 지급함. 포병창고와 정비 부대는 전시 체제

로 편성함. 포시예트 방향에 배정된 비행대 이외에 전선의 공군 군사

평의회는 다우비헤(Daubikhe) 계곡에 1개 전투폭격기연대를 동원하여

완전 전투 준비태세를 갖출 것. 전선의 모든 비행대는 각 비행장에

집결하여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 전선의 대공방어 사령관

은 예비군에서 편입군을 소집하여 즉각 전시 체제의 인원에 따라 대

공방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충하도록 할 것.

⁍ 1938년 8월 1일

낮에 일부 부대가 준비하여 정찰과 공격 태세를 갖춤. 적군이 자오

제르나야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68.8 고지의 적군 존재를 확인하

기 위해 유능한 정찰대를 파견함. 아군 포병은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향해 포격을 가함. 소니온(Soniin) 역 방향으로부터는 장갑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포격이 있었으며, 그 지역에는 적군의 보병부

대가 5km까지 길게 주둔하고 있음.

13시 30분부터 17시 20분 사이에 제40보병사단의 공격준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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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의 비행대가 자오제르나야와 68.8 고지로 출격함. 출격에는 고속

전투기 53대, R-Zet 16대, I-15 48대가 참여했음. 정찰 보고에 따르면

출격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폭탄 대부분이 호수나 고지 경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적군은 아군의 비행대가 접근하는 것

을 보고 신속하게 고지에서 퇴각하였다가 공격이 끝나자 다시 고지를

점령한 것이 확인됨. 공격 결과 아군의 비행대도 손실을 입었는데, 적

군의 포격에 비행기 2대가 피격되었고, 그 중 한 대는 적군 진영에,

한 대는 아군 진영에 추락하였으며, 2대는 심한 손상을 입었음. 고사

포 포병중대 2개 중 하나는 68.8 고지 서쪽 경사 지역에, 다른 하나는

두만강 건너 다리 근처, 하산 호 고지 서쪽, 고지 바로 근처에 포진함.

16시에는 계획에 따라 제40보병사단이 적군을 공격해야 했지만, 제40

보병사단의 전투 준비 부족과 제40보병사단 지휘부의 정찰 부재로 공

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제40보병사단의 확보하고 있는 위치 :

제119보병연대 - 포드고르나야 고지와 그 이북 지역

제118보병연대 - 194.0과 68.8 고지

제120보병연대 - 64.8 고지

제2기계화여단은 이바노브카, 자이사노브카 지역에 위치함. 중기관총

대대와 정찰대대를 신흐도이와 푼크토이 지역으로 급파함.

제32보병사단 : 제95보병연대의 제1대대는 산도칸짜에, 제95보병연

대의 제2대대는 8월 2일 12시 산도칸짜로 이동함.

제96보병연대는 2개 대대와 함께 자이사노브카 서부 경계 지역에

집중함.

제94보병연대, 제32보병사단의 포병부대와 수송부대는 슬라뱐카 지

역으로 이동함.

19시 사투헤자 북동쪽 1800m, 베즈이먄나야 고지 근처에서 방수포

로 엄폐한 탱크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짐.

제21보병사단은 전투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이동하여 체르느이

쉐브카(Chernyshevka)에서 밤을 지냄. 제26보병사단은 전투준비 태세

를 완전히 갖춤. 22시 30분에 라즈돌노예로 출발함. 제66 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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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기병사단, 제23기계화여단은 전투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춤.

적위군 극동전선 군사평의회는 8월 1일 보로쉴로프로 출발함.

⁍ 1938년 8월 4일

적군은 포병과 함께 2개 보병연대까지 갖춘 화력으로 연락망 참호

와 철조망이 구축된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방어함. 적위군 극동 전선

군사평의회의 지령에 따라 제40보병사단의 부대는 10시에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함. 제119, 제120보병연대와 제32탱크대대는 68.8 고지

에, 제118보병연대와 제40탱크대대의 2개 중대는 62.1 고지에 방어선

을 구축함.

제40경포병연대는 68.8 고지 동부 고지, 194.0 북동 고지와 포드고

르나야 동쪽 거점에, 제39군단 포병연대의 제2부대는 자레치예 지역,

194.0 고지, 삭포우 호수에, 제32보병사단, 제95보병연대의 제1부대는

194.02 고지의 동부 비탈 지역에, 제95보병연대의 제8부대는 노보키옙

스코예에, 제96보병연대는 삭포우 호수 동쪽 1km 지점의 베즈이먄나

야 고지의 동부 비탈 지역에, 제94보병연대, 대대사령부와 나머지 부

대는 자이사노브카와 노보키옙스크 지역에 집결을 함. 제2기계화여단,

소총대대와 특수정찰대대는 산도칸짜에, 제1, 제2 대대와 포병중대는

푼크토이에, 여단의 나머지 부대는 자이사노브카 지역에 집결함. 제

121기병연대의 제5부대는 돈소이, 사하르나야 골로브카 전선에 방어

선을 구축함. 제39군단 포병연대와 제1, 제3포병대대는 슬라뱐카에서

노보키옙스크로 이동 중이며, 3~5시 사이에 도착 예정임.

화포 진지에 주둔한 제39고사포 포병대대 현황 :

a) 제1 포병중대는 106.9 고지에

b) 제2 포병중대는 68.8 고지에

c) 제3 포병중대는 86.8 고지 남쪽 1km에

d) 제39보병사단의 고사포대대는 노보키옙스크 화포 진지에 주둔하

여 자이사노브카와 노보키옙스크 지역을 방어함.

제43고사포 포병대대는 2개 포병중대로 자이사노브카와 노보키옙스크

지역을 방어하며, 제3포병중대도 바로 그 지역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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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보병연대와 제39경포병연대는 육군원수의 지시에 따라 블라디

보스톡에서 엑스페디찌야 만(포시예트 만)으로 이동함. 제39기병사단

의 제1기병연대는 포병대대와 함께 8월 3일 20시까지 쉬마코브카 역

에서 탑승하여 라즈돌노예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노보키옙스크까지

도보로 이동함. 골렌키에서 주둔한 제215포병연대의 대대는 블라디보

스톡까지 철도로 이동한 후 해상으로 포시예트 만으로 이동함.

제26보병사단은 수이푼-라스돌노예 강 서안에 집결함.

휴게지에 있던 제21보병사단은 8월 3일 23시부터 모우(Mou) 강변

에 집결함.

제31기병사단은 스파쓰크(Spassk) 북쪽 우스펜카에서 휴식을 취함.

연해주 방향의 전 국경선을 따라 10일 동안 참호 축조, 철조망 설

치 등 방어선 구축 작업을 강행함. 특별히 방어지역에 주목함. 작업은

장교의 지도 아래 일본군이 진행함. 일반인에게는 작업을 부가하지

않음.

적위군 극동 전선 군사평의회에 의해 작전 수행 시 제39보병군단

사령부와 지휘권 지명에 대한 제3/op호 지령이 하달됨.

⁍ 1938년 8월 5일

하루 동안 화포 사격이 전개됨. 아군 부대는 전선 군사평의회의 지

령에 따라 방어 지역을 점령함. 군수물자 수송을 함. 적군의 참호 축

조와 철조망 설치 등 방어 진지 구축이 확인됨.

8월 5일 24시 자오제르나야 고지 점령에 대한 제39군단 사령관의

전투 명령 제01호가 하달됨.

⁍ 1938년 8월 8일

4시 보고몰나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전개됨.

6시에 적군은 일련의 화력으로 무장하고 엄폐된 지점인, 보고몰나

야 고지, 풀레묘트나야 고지와 자오제르나야 고지 남쪽 비탈 지역에

서 저항이 심하였음. 적군의 포병은 만토쿠산, 츄우산동, 이옌쯔 호수

에서 화포 공격을 지속함. 제32, 40 보병사단의 부대는 적군의 토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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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임무를 띠고 보고몰나야와 풀레묘트나야 고지에서 공격으로 전

환하여 7시경에 나왔음.

제32보병사단 : 제96보병연대는 자오제르나야 고지 북쪽 경사면에,

제96보병연대는 베즈이먄나야 고지 점령을 위해 전투를 벌임.

제40보병사단은 남쪽 경사면을 제외한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제118

보병연대가 점령함.

제119, 제120보병연대는 국경선을 따라 풀레묘트나야 고르카를 쟁

취하기 위해 전투를 벌임.

제115보병연대의 대대는 자오제르나야 남동쪽 경사면에 주둔함.

대대의 일부 부대는 자오제르나야 고지 방어선 구축 작업을 진행함.

나머지 부대는 앞서 언급한 지점을 점령함.

제75기병연대는 날이 저무는 시점에 산도칸짜 지역으로 접근함.

14시 베즈이먄나야 고지 좌측면에 대한 공격은 중단됨. 치엠누프,

세오쯔(Seotzy) 지역의 측면 가장자리에서 보병전이 전개됨. 우측면에

서는 아군 보병이 적군이 점령중인 풀레묘트나야 고지 앞에서 대치하

고 있음. 만토쿠산, 나무폰(Namupon), 이옌쯔 호수 지역에 주둔한 6∼

7개 중대에 이르는 적군의 포병부대는 아군 보병의 진격을 저지함. 하

산 호에서 동쪽으로 난 모든 도로는 사격 위치에 놓여 있음.

게다가 자오제르나야 고지에서는 적군이 지속적으로 포격을 전개함.

17시 특수정찰대대 병사 6명은 자오제르나야 고지 남서쪽 경사면에

서 일본군 소대를 섬멸시키고 기관총 3자루, 소총과 포로 2명을 생포

함. 동시에 아군의 포격으로 적군 1개 중대를 섬멸하고, 2개 중대는

화포 사격을 피하여 포격이 전개된 두만강으로 도주함. 만토쿠산 남

쪽 고지에서 적군의 대전차 및 고사포 여단이 탐지됨. 만토구산 지역

에서 경여단과 대대 규모의 보병의 집결과 활기찬 기차 운행 등이 탐

지됨.

21시 30분 일본군이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공격하였지만 공격은 격

퇴됨.

19시 항공정찰로 말라야 사벨로브카 동쪽 2km 지점의 고지에 일련

의 콘크리트 지점이 발견되었고, 정상에는 강력한 콘크리트 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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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됨, 고지 서쪽 500m 지점에는 엄폐물을 구축함. 경풍에서 남동쪽

으로 500m 지점, 두만강 서안에는 엄폐물이 경풍 강의 다리를 엄호

함. 오르테폰(Ortepon) 산악 지역에는 황색 나뭇잎으로 엄폐한 전차나

장갑차가 30대까지 발견됨. 또한 참호와 철조망이 구축된 시루미 산

지역과 국경선 제3번과 4번 지역에서 다량의 무기가 확인됨.

⁍ 1938년 8월 9일

제1군 사령부의 통보: 올해 8월 4일 시게미츠(重光) 대사가 리트비

노프(Litvinov) 동지에게 평화 제안을 한 다음 날 일본 군대는 하산

호 뒤에서 소련 영토를 향하여 집중 공격을 개시함. 전 구경의 수많

은 화포 및 중화기로 만주국에서 사격을 개시하였고, 소련군에 대항

하여 공격을 하는 일본군 보병을 엄호하였음. 소련군은 화포 반격을

개시함. 3∼4시간의 포격 이후 결과적으로 일본 포병은 제압당하였고

소련군은 소련 비행대의 출격으로 반격을 가하며 아군의 국경 지역을

굳게 방어하여 아군 진영에서 일본군을 소탕함.

12시 적군은 여전히 철저히 엄폐되고 공고히 구축된 토치카와 저격

병을 구축하여 보고몰나야, 풀레묘트나야와 베즈이먄나야 고지를 사

수하기 위한 방어를 지속함. 적군의 포병은 몬토쿠산, 이옌첸, 츄운사

치오폰 지역에서 장갑기차에서 공격함.

제39보병군단이 당도한 경계선을 속히 강화하고 적군을 아군 진영

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임무를 받고 방어로 전환함.

적군은 새벽에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공격은 격퇴됨.

보고몰나야, 풀레묘트나야 고지에 대한 아군의 공격은 베즈이먄나

야와 풀레묘트나야 고지의 엄폐되고 강화된 적군의 토치카와 강력하

게 충돌하였음. 적군은 수류탄과 지뢰로 자오제르나야 서쪽에 있는

소니온(Sonion) 산에서 자오제르나야 고지를 향하여 공격함.

⁍ 1938년 8월 10일

일본군은 보고몰나야, 베즈이먄나야와 풀레묘트나야 고지를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방어를 계속하여 아군의 위치에 따라, 특히 제오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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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고지와 제40보병사단 사령부를 향해 하루 종일 끊임없는 포격을 전

개함. 적군은 기관총과 포격을 제96보병연대에 집중한 후 대포 1정과 기

관총 2정을 설치하고 공격으로 전환하여 자오제르나야 고지 정상을 점령

함. 20시 제96보병연대는 대포와 기관총을 파괴하고 반격을 가하여 적군

을 격퇴하고 자오제르나야 고지 정상을 점령함. 제118보병연대와 대립하

여 적군은 중대까지 화력으로 공격을 명하였지만, 큰 피해를 입고 격퇴

됨. 제32, 제40보병사단은 전투를 전개하고, 동시에 적군의 끊임없는 포격

아래 점령한 진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는데, 작은 성공은 감소함.

⁍ 1938년 8월 11일

적군이 이전 지역을 점령함. 12시에서 13시까지 자오제르나야 고지

를 향하여 강한 화포공격을 전개함. 13시 15분부터 공격이 그치고 17

시까지 단 한 번의 포격만 있었음.

18시 30분 일본군 장교 12명과 병사 40명이 들것을 갖고 국경 40m

지점까지 접근하여 몸을 숨김. 풀레묘트나야 고지에는 굉장히 활기가

넘침.

대략적으로 전리품을 세어본 결과 중기관총 5정, 경기관총 2정, 장

총 8정, 탄환 3,313정, 권총 33정, 방독면, 지도, 철모 등이었음.

슈테른 군단장에게 보낸 당국의 통지 발췌문 :

“8월 11일 12시 모든 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한다. 점령한 국경선에

주둔하면서 동시에 특히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군의 어떤 공격

시도에도 전력을 다하여 반격한다.”

제1군 부대는 완전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군은 휴전

조건을 도출하지 못하여 12시 이후 13시까지 포격이 전개되었고, 공

격은 적군의 포병진지 지역을 따라 가한 아군의 화포 반격 뒤에 끝이

났다. 11시 군사 활동의 중단에 대한 국방인민위원의 지령과 협정 체

결에 대한 통보를 받음.

⁍ 1938년 8월 12일

아군 부대는 현재 위치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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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축을 강화함. 슈테른 군단장 동지를 의장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는

1938년 8월 11일 오후부터 12일에 일본 대표와 협상을 진행함(국방인

민위원 블류헤르 원수에게 보낸 슈테른 군단장 동지의 보고서를 보라).

⁍ 1938년 8월 13일

상황에 변화는 없음. 협상은 끝나지 않았음. 아군은 방어 작업을 계

속함.

РГВА, ф. 35083, оп. 1, д. 35, л. 4-29. подлинник(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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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2 : No. 28 제1독립 적군(赤軍) 사령부 제1부대의 하산호

전투개관

“1938년 8월 하산호수에서의 일본군 섬멸”에서

- 분쟁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전쟁활동무대의 성격과 전투행동과

정과 더불어

1941년 3월 7일

분쟁의 발생

하산 호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탈취한 문서에서는 일본 군부와 부분

적으로는 조선군사령부(조선 영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가 자오제

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된 군대는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일본군이 공

격을 위해 선택한 지역으로 새로운 부대와 보충 물자를 집결시켰다.

예를 들면, 일본군 전시체제의 인원(73∼76 보병사단)으로 제19보병

사단, 제25산악포병연대, 중포병대대, 기병연대, 공병연대와 70대의 비

행기까지 이동시켰다. 추가로 국경에 접근시킬 목적으로 조선과 만주

의 군대를 재배치하였다.

춘춘(Chunchun) 방어지역의 주둔군 부대들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

었다.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본군은 중기관총좌 30군데가 설치된 풀레

묘트나야 야산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만토쿠산(투비양산-역자)과 보고

몰나야 고지(장군봉) 지역에는 고사포의 화력진지를 구축하였다.

일본군은 7월 8일부터 준비된 습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국경과 매우 가까운 호모쿠 마을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공격의 위협을 감지한 아군 국경수비대는 7월 9일 1개 분대 병력으

로 이전에는 순찰대만을 보냈던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하

고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의 아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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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59국경수비비대의 중대 병력을 자레치예

에 배치하고, 제40보병사단의 제119보병연대의 제2중대를 팍세코리로

이동시켰다.

7월 15일 일본군 헌병 2명과 민간인 3명이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

봉) 지역에서 국경을 침입하여 아군 국경수비대의 활동에 대한 정찰

을 시도했다. 국경수비대는 침입자를 향해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 결

과 헌병 1명이 사살되었다. 7월 17일 바로 그 지역에 조선 사령부 지

휘관을 필두로 하여 민간인 복장을 한 일본군 장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지역 정찰을 진행했다.

명백한 국경 위반과 공격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군은 외교적

교란 작전에 호소했다.

자신들의 지도에서 국경선을 조작하여 그들은 하산 호 지역은 만주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것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주재 일본대사 시게미츠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은 무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하면서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서 소련 국경부대의 철수라는 무

뢰한 요구를 우리 정부에 해 왔다.

외무인민위원회는 시게미츠에게 1866년에 중국과 체결한 훈춘 협정

에 의거하여 하산 호 지역은 원래부터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설명하

였다. 외교적 협박과 더불어 일정한 무력행사 위협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는 모스크바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외교관에게

지적했다.

자신들의 무뢰한 요구가 당연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본 침략자들은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군사 활동 지역의 간략한 특성

일본 군부가 공격을 위해 선택한 포시예트 지역은 소련 극동에서

가장 멀고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일본해(동해)가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조선 및

만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포시예트 지역의 전략적 의미, 특히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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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한편으로는 조선과 만주 쪽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해안 진입의 경로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시예트 만 방향에

서 우리 국경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일본군이 구축한 훈춘 방어 지

역에 대하여 측면의 위치를 점한다.

지형학적 관계에 있어서 포시예트 지역의 남쪽 지방은 대규모의 연

합 군대가 활동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많은 강과 하천과 호수로 이루

어진 지대가 낮은 늪지대이다. 그러나 국경이 통과하는 서쪽에는 저

지대가 높지 않은 구릉지로 바뀐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는

150m까지 이르는 자오제르나야와 베즈이먄나야 야산이다.

만약 일본군이 이 야산들을 점령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

더라면 그들에게 포시예트 만으로부터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우리 영

토의 전 지역이 공격과 감시 아래 놓일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러면 그들은 포시예트 만과 블라디보스톡 방향의 모든 해안을 위협했

을 것이다.

국경을 따라 평행하게 4~5km 길이로 늘어선 하산 호는 동쪽과 소련

쪽에서 직접 야산과 인접해 있다. 호수의 남북 끝과 국경 사이에는

150~200m를 넘지 않는 자그마한 회랑만이 남아 있다. 소련 쪽에서 이

야산으로 접근하려면 이 좁은 회랑을 따라 북쪽이나 남쪽으로 하산

호를 우회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1938년 포시예트 지역의 남부 지방에는 보로쉴로프 시에서 포시예

트 남쪽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가 하나뿐이었다. 일본군이 라신 항구

에서 국경을 따라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격을 위해 하산 호 지역을 선택한 일본 침략자들은 소련군

이 진군하거나 군사 활동을 하기에 대단히 나쁜 지역적 조건임을 예상

하고 우리에 비해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고려하였다.

군사 활동 제1기 (1938년 7월 29∼31일)

7월 28일과 29일 밤에 일본군은 보고몰나야 고지(장군봉) 북서 경사 지

역에 보병중대를 집결시키고 29일 약 16시에 국경을 건너 베즈이먄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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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에는 마할린(Makhalin) 중위의

지휘 하에 아군 국경수비대 11명만이 남아 있었다.

분명한 일본군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경수비대는 거센 저항을 하

며 그들과 격전을 벌였다. 전투는 격렬한 백병전으로 변하여 약 3시

간 정도 계속되었다.

5명이 전사했고, 나머지 6명도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국경수비대는

동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고지를 점령하였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렙첸코 중위 휘하의 제40보병사단 제119보병연대의 제2중대와 제59

포시예트 국경수비대의 국경경비대가 팍세코리에 68.8 고지를 거쳐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다. 전투대열을 전개하며 이들 부

대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18시 30분에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를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자기 군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고 국경 너머로 퇴각하였다.

국경수비대와 협력하여 베즈이먄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를 탈환한 제119보병연대의 제2중대는 방어로 전환하였다.

일본군의 침략과 관련하여 소련군 사령부는 극동전선 제1군에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제

40보병사단이 카란틴, 산도칸짜와 푼크토이 지역에 집결하였다. 제119

보병연대의 제1부대(제40곡사포연대의 제1대전차탱크대대와 기병중

대)와 제118보병연대의 제3부대(제40경포병연대의 제1부대, 대전차탱

크대대, 연대포병대대, 제40탱크대대의 탱크중대와 기병중대)의 2개

증강대대는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격하였는데, 제1부대는 팍

세코리로, 제3부대는 자레치예로 진격했다. 제32보병군단은 바라바쉬

와 슬라뱐카 지역(제32탱크대대는 크라스키노)에 집결해야 했다. 제2

독립기계화여단은 제39보병군단의 지휘권 하에 넘겨주고 세이풍

(Seifun) 강 서안에 있는 라즈돌노예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하

달되었다.

제39보병군단 사령부는 슬라뱐카로, 제40보병사단은 자레치예로 옮

겼다. 국경에서 산도칸짜 방향의 중요한 의미를 고려하여 제1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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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 지역과 158.8 고지와 푼크토이 방향의 제6번 국경선의 도로

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지원대대(제119보병연대의 제1부대와 제118보병연대의 제3부대)는

극동전선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 수행 시 하산 호 지역의 국경수

비대의 행동을 연합하는 적군(赤軍) 국경수비대 부사령관 페도토프

대령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7월 30일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다만 그날 저녁 일본군 포병은 화

력거점을 탐지하고서 베즈이먄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의

아군 부대 배치지역에 사격을 가하였다.

제1군 부대는 지시한 집결지역으로 진군 중에 있었다.

7월 31일 2시 쯤에 일본군 2개 보병연대가 포병의 지원 아래 자오

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군의 제1부대는

디가쉘리 지역 남서쪽에서, 제2부대는 북서쪽에서 각각 2개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격렬한 전투가 끝난 후 7시 즈음에 적군(日本軍)은 아군 부대를 격

퇴시키고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할 수 있었다. 자오제르나

야 주둔군은 하산 호 동쪽 고지로 후퇴했다.

일본군은 나고르나야(Nagornaya)에서 노보셀키와 자레치예와 북쪽

으로까지 전 지역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전개하였다.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향해 공격하는 동시에 일본군 중대는

말라야 사벨로브프가 지역의 제6번 국경선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했지

만 적군(日本軍)은 이 지역의 국경선을 넘지 못했다.

충분하게 조직되지 못해 분리되고, 포병과 탱크부대와의 적합한 협

력도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지원대대의 반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2시경에 일본군은 소련 영토 4km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64.8 고지,

86.8 고지, 68.8 고지를 점령했다.

제119보병연대의 제1부대와 제118보병연대의 제3부대는 엄청난 희

생을 치르고 일부 병력은 노보셀키와 팍세코리로 퇴각하였고, 일부는

194.0 고지와 자레치예로 퇴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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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활동 제2기

(1938년 8월∼6일)

소련 영토로 침략한 일본군은 점령한 베즈이먄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극동전선 사령부에 일본군 침략자들을 소련 영토에서 몰아내라는

임무가 하달되었다.

전투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제40보병사단이 있었다. 일부 부대가 8월 1

일 아침에 산도칸짜, 크라스키노, 자레치예에 집결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제40보병사단은 8월 1일이 저물 무렵에 일본군이 점

령한 지역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제119와 제120보병연대는 194.0 고지

에 도달하였다. 제118보병연대는 호수 남동쪽, 62.1 고지 쪽으로 진격

하였다.

제40보병사단 사령관의 계획에 따라 총공격은 8월 2일 예정되었다.

제119연대와 제120연대는 제32탱크대대와 2개 포병대대의 증강부대와

함께 북쪽에서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에 일격을 가해야 했다. 제

118 연대는 남쪽에서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에 재차 공격을 가했

다.

바로 앞에 펼쳐진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과 적군(日本軍)의 배치에

대한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원포병과의 연락과 상호작용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부 부대는 8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68.8 고지 정상에 도달했지만,

보고몰나야(장군봉)와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에서 만난 맹렬한 화

포와 기관총 공격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연대포병은 보병으로부터

뒤떨어져서 보병부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제120

보병연대가 포병을 관리하였다.

탱크는 앞으로 전진하였지만 제대로 탐색되지 못한 지형을 따라 움

직이면서 습지와 시궁창에 빠져버렸다.

전투과정에서 마침내 지원포병과 연락망이 설치된 그날 오후에 북

부 부대의 보병은 앞으로 전진을 재개할 수 있었다.

날이 저물 무렵 제119와 제120보병연대의 부대는 적군(日本軍)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8 |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강력한 공격을 극복하고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 북동쪽 비탈 지

역에 도달하였다.

밤이 되자 피로가 겹치고 부대 전투대열이 흩어지면서 차후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제118연대 지역에서는 보다 덜 조직적인 공격

이 전개되었다. 연대에 증강된 포병은 공격을 개시할 때 늦게 도착했

는데, 연대포병은 지난 밤까지 제119보병연대에 배속되었었다.

11시에 공격을 시작한 제118 연대는 62.1 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진

격하였다. 적군(日本軍)은 이 고지에 없었다. 앞으로 전진할 때 연대

는 풀레묘트나야 고지로부터의 강력한 포격과 기관총 공격을 당해 멈

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포병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적군(日本軍)

의 화포 진지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병연대가 화력 거점을 점령한 바로 그 날 오후 연대는 풀레묘트

나야 고지에서 적군(日本軍)의 강력한 화력을 극복하고 공격을 재개

하였고, 날이 저물 때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남쪽 비탈에 도착하

였지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차후의 공격은 남쪽 지역에서 좌절되었다.

8월 2일 제40보병사단에 부여된 베즈이먄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

(장고봉)를 점령하라는 임무는 완수되지 못했다.

분명한 준비 부족을 고려하여 제40보병사단의 차후 공격은 극동전

선 사령부에 의해 취소되었고, 전투에서 후퇴하라는 지령이 하달되었

다.

8월 3일 아침부터 제40보병사단은 후퇴하기 시작하여 5일 아침에

적군(日本軍)과의 전투 접촉을 피하고 제119와 120 보병연대가 하산

호 북쪽 2.5~3.5km 지점에, 제118보병연대는 62.1 고지 지역에 방어진

형을 구축했다.

제40보병사단의 공격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1. 사단은 사전 준비도 없이 곧 바로 공격에 투입되었다. 그때 일본

군은 이미 강력한 방어 체계를 조직하였다.

2. 적군(日本軍)의 배치에 대한 사전 정찰과 진격 행로에 대한 정찰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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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병은 증강 보충 포병과의 상호작용 및 연락이 부재하였다.

4. 포병은 늦게 도착하였고, 수행 여단(5개 포병대대 중에서 실제로

몇몇 중대만 전투에 참여했음)은 보병과 거리가 멀었다.

5. 남쪽과 북쪽 부대의 공격 시간을 서로 일치시키지 못했다.

6. 안개 때문에 비행대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

7. 모든 전투 지휘는 비조직적이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 행동

에 개입한 지휘관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40보병사단 사령

관은 지시와 임무를 전선 사령부로부터 받는 동시에 제1군 군사평의

회와 제39보병군단장으로부터 하달 받았다.

군사 활동 제3기

(1938년 8월 6∼11일)

하산 호 지역에서의 일본 침략자 격멸

작전 준비

하산 호 지역에서의 지휘책임자 부재와 전투 활동에 대한 운영 조

직 미숙으로 스탈린, 몰로토프와 보로쉴로프 동지가 극동전선 건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보로쉴로프 국방인민위원 동지는 8월 4일 직접통화로 극동전선 사

령부에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

시와 함께 용의주도한 훈령을 하달했다.

보로쉴로프 동지의 지령

1. 모든 작전 수행을 제39보병군단에 일임하여 전투 지역에서 명확

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전선 사령부 사령관이자 군단장인 슈테른 동

지를 작전 수행 시 지휘부의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2.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는 데 필요한 만큼의 군대를 포시예트 지

역으로 급파한다.

3. 검정된 강력한 항공과 포병의 사전 준비 이후에만 공격을 개시

한다.

4. 적군(日本軍)의 포병을 침묵하게 만든다.

5. 일본군이 자신들이 점령한 고지에서 방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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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고성능 항공폭격으로 그들을 섬멸한다.

6. 탱크공격은 강력한 화포공격을 동반하여야 한다.

7. 보병, 비행대, 포병, 탱크의 상호작용적 조직에 특별히 주목한다.

8. 모든 단계에서 군대 병과 간의 끊임없는 연락망을 확보한다.

9. 준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군부대와 연합부대의 모든 사령부

에게 지시하고 확인한다.

10. 산도칸짜 방향에서 일본군 측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보로쉴로프 인민위원의 훈령은 제39보병군단의 새 사령부로 하여금

결정적인 작전을 준비토록 하는 전투 프로그램이었다.

이 훈령에 근거하여 군단장은 즉각적으로 일련의 수많은 준비 조치

를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39군단 참모부가 설

립되었고, 그 안에 그때까지 참모부에 들어오지 않았던 정찰대장, 포

병대장, 공병대장 같은 책임자를 두었다. 군사 활동 지역에 대한 철저

한 정찰에 대한 지시도 내려졌다.

이를 위해 4개의 정찰부대가 설치되었다.

1) 제32보병사단의 부대는 (적이) 68.8 고지로부터 쵸르나야

(Chernaya) 고지와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 지역으로 공격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팍세코리, 68.8 고지, 194.0 고지에 대한 정찰 임무

를 맡는다.

2) 제40보병사단의 부대는 62.1 고지로부터, 풀레묘트나야 고지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지역으로 공격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

산 호 남쪽 변경과 62.1 고지에 대한 정찰 임무를 맡는다.

3) 제2독립기계화여단(동 여단은 제39보병군단의 작전 시 증강된다)

의 부대는 제40보병사단의 부대와 공동으로 정찰 임무를 맡되, 풀레

묘트나야 고지를 남서쪽에서 우회하여 62.1 고지 지역으로부터 공격

을 취하거나 서쪽에서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공격해 올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참모부대에는 군단과 사단 및 이들 조직을 지휘할 지점을 선택

할 의무가 부여된다.각 정찰부대에는 지역을 잘 아는 국경수비대 지

휘관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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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부대들은 모든 부대가, 탱크부대장으로부터 승무대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정찰의 의무를 맡는다.

특히 보병, 탱크, 포병 간의 상호협력 조직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졌다.

보충포병으로 증강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들에게는 지역

과 직접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 문제를 분석하고 확인할 것과 지휘소

와 관측소 배치 위치 및 부대 이동 방향과 서로의 명칭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었다.

사단 공병에게는 2.5km 이내에, 군단 포병은 적군(日本軍)의 방어진

지로부터 3~4km 거리의 화력거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공격 준비 완료 시한은 8월 5일 밤부터 6일로 정해졌다. 8월 4일

마감 시점부터 5일 전일에 걸쳐 모든 부대와 참모부의 지휘관들에게

작업이 할당되었다.

작전 계획

8월 6일 밤에 공격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군단으로 하달되었다.

명령서가 말하고 있듯이, “일본 침략자들이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

봉)를 계속 점령하고 있다. 군단의 임무는 증강 부대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8월 6일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하고 감히

우리 소비에트 영토를 침략한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공격 계획의 안은 2개의 강력한 부대가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가해 하산 호와 국경선 사이의 지대에서 적을 압박

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32보병사단에게는 탱크대대 2

개 병력으로 일단 시루미(460.1) 방향의 우측을 확보한 후 노보셀키와

68.8 고지, 그리고 하산 호와 두만강 사이의 지대를 공격하라는 명령

이 하달되었다. 사단의 당면 과제는 증기선으로 얀칸피엔(양관평) 인

근 두만강 동부 강변에서 베즈이먄나야와 보고몰나야 고지(장군봉)를

점령하는 것이다. 그 후에 자오제로나야 고지 북쪽과 북서쪽 비탈을

따라 공격하여 제40보병사단과 협공으로 이들 고지를 점령한다.

제40보병사단의 3개 탱크대대와 제2독립기계화여단의 무전대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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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르나야 - 62.1 고지 - 하산 호와 두만강 사이 지대를 공격하여

1.5 표지 근처에서 적군(日本軍) 방어 지역을 점령하라는 임무가 부여

되었다. 이후에 보병과 탱크가 호모쿠를 공격하여 아군의 좌측을 공

고히 하면서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남쪽과 남서쪽 비탈을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제32보병사단과 협공으로 이들 고지를 점령한다. 군

단 공병대장에게는 제40보병사단과 제32보병사단의 포병들 사이에,

특히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점령을 위한 전투 수행 시 정확하게

일치된 군사행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제39군단공병연대 부대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만토쿠산(투비양산-역자), 이엔첸, 나무폰(남봉-역자), 호모쿠, 츄운

사치오논(Chiuunsachionon), 이얀찌(Iiantsi) 호 지역에서 적군(日本軍)

을 포격으로 압박한다.

2) 시루미와 제40보병사단의 좌측방향으로부터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만토쿠산(투비양산-역자), 나무폰(남봉-역자), 남치엔산돈

(Namchien sandon) 지역으로부터의 두만강을 통한 도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8월 6일 12시에 포격을 개시하도록 준비함.

8월 6일 10시 30분에 비행대가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함.

항공 포격 준비 계획 :

8월 6일 12:00∼12:15 비행대 출격

8월 6일 12:15∼13:00 포대 공격

8월 6일 13:00∼13:15 비행대 재출격

8월 6일 13:15∼14:00 포대 공격

8월 6일 14:00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

아군 비행대가 출현할 때는 특별 훈령에 근거하여 중대 별로 하얀

색 천 2개 이상을 전면에 펼치라는 지시가 각 부대에 하달되었다.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과 동시에 각 부대는 방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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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보루를 구축한다.

특별 지령으로 비행대에 주어진 임무는 다음과 같다.

8월 6일에는 60대의 폭격기가 각 2회씩 출격한다.

제1출격 - 목표는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로 주로 남쪽과 남동쪽

비탈 방면과 보고몰나야 고지(장군봉)다. 임무 - 적군(日本軍) 포대에

대한 압박과 보병의 섬멸. 목표 지점 출현 시점은 8월 6일 12시임.

제2출격 - 목표 지점 출현 시점은 13시임. 목표와 임무는 동일함.

예비부대에 시루미 산악 지역에서 가능한 활동에 대한 준비를 갖춘

60대의 폭격기를 배당하였다.

산도칸짜와 103.1 고지에 배치된 군단의 좌측을 확보하기 위해 제

115보병연대, 자동소총대대, 제40독립탱크대대, 제2 독립기계화여단의

제1대대, 그리고 제121기병연대를 배당했다.

8월 6일 전투 활동

8월 5일 하루 종일과 6일 밤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포격이 전개되었

다.

짙은 아침 안개를 이용해 제39보병군단의 부대들이 8월 6일 11시

경 출전 태세를 갖추었다. 제32보병사단은 68.6 고지 지역에서 하산

호의 최북단으로부터 국경까지, 제40보병사단은 62.1 고지에서 출발하

였다.

11시 30분 아군 부대가 일본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하였다. 적은 ‘붉

은 군대’의 공격을 최고사령부에 경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아군의 통신첩보대에 의해 공군의 동원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

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동경으로부터의 답변도 감청되었다. 12시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공격 준비를 완료한 부대들은 항공포격의

개시를 기다렸다. 그러나 비행대는 출현하지 않았다. 기상보고에 따르

면 전투지역에 짙은 안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행대의

출격이 지연되었고 15시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공격 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공격의 개시 시점

을 17시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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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대 제1편대가 목표지점에 출현한 것은 15시 30분이었다.

습격기와 전투기들은 적군(日本軍)의 포대를 공격하여 적의 활동을

제압하였다. 그 뒤를 이어 TB-3기가 출격하였다. 1000, 500, 250kg급

의 폭탄들을 적재하고 일본군의 병력과 방어거점에 대한 폭격을 개시

했다.

대부분의 비행대가 일본군 예비부대에 대한 공격에 투입되었고, 이

들 일본군은 최대 4개 대대를 상실하여 아군 보병이 공격하는 시점에

는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의 자기 부대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비행대가 계획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행대 지휘부의 주도 아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행기가 이

륙하였다. 여러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편대는 시간을 아끼려고 집결

지를 향해 목표지점으로 곧바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비행대의 공격

은 1시간 반 이상 거의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었다.

포병은 항공포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다.

포병대의 공격은 비행편대의 폭격기들이 출격하는 5∼6분 간의 휴지

기 동안에만 이루어졌다.

17시 무렵에 마지막 비행편대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 폭탄

을 투하하였다. 17시에 전 전선을 향해 탱크와 보병의 공격이 개시되

었다.

제32보병사단은 다음과 같은 전투대열로 공격을 진행하였다. 좌측

에서는 제95보병연대가 초르나야 고지를 공격하였고, 그 왼쪽에서는

68.8 고지 인근에 출전 대세를 갖추고 제96보병연대가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를 공격하였으며, 제97보병연대의 2개 대대는 시루미 산

쪽에서 사단의 우측을 엄호하고, 1개 대대는 얀칸피엔(양관평) 인근을

도강해 장악하고자 출진하였다.

공격 목적으로 편성된 제95, 제96 연대의 제1편성 대대는 초르나야

고지와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 북쪽 비탈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제2편성 부대의 지원을 제때에 받지 못해 불가피

하게 약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보병은 적군(日本軍)의 강력한

포격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제96보병연대의 1개 대대는 베즈이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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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고지(사초봉)를 우회하여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동북쪽으로

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제94보병연대의 대대는 곧바로 얀카누이엔(Yankanuien)을 점령하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이 거점을 방어하였다.

제32사단에 증강된 탱크는 습지대인데다 일본군 대전차 방어군의

저항으로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를 돌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제32보병사단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근본적

인 원인은 일본군의 방어 시설에 강력한 폭격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

고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의 토치카들이 상당 부분이 보전되어

있어 아군 보병이 공격으로 전진할 때에 다시 살아났던데 기인한다.

보다 성공적인 전투 활동은 제40보병사단의 작전 지역에서 전개되

었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

제118보병연대는 하산 호 서쪽 연안을 따라 사단의 우측에서 공격

하면서 반드시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남동쪽 비탈로 전진하여

고지를 공격해야 한다.

제120보병연대에게는 제118 부대 좌측을 공격해 풀레묘트나야 고지

를 점령한 뒤에 남쪽으로부터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공격하라

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119보병연대에는 풀레묘트나야 고지를 우회하여 사단의 좌측을

공격하고 서쪽에서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공격하는 임무가 부

여되었다.

제40보병사단에 증강된 모든 탱크들은 제2 독립기계화여단 사령관

의 지휘 아래 연합하였다.

탱크들은 보병들 앞에서 진격해 제119보병연대의 행군로를 뒤따르

면서 서쪽으로부터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공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제40보병사단의 연대는 중기관총 30대로 구성된 일본군 기관

총 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풀레묘트나야 고지 쪽으로부터의 강력한 포

격과 기관총 공격을 바로 돌파해야 했다.

제118보병연대는 호반 갈대밭의 엄폐 가능성을 이용하여 앞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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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 저녁 무렵에는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 동쪽 비탈에 공격을

위한 출전 태세를 갖추었다.

제120보병연대는 불가피하게 정지하여 풀레묘트나야 고지로 향하는

진입로에 매복했다.

풀레묘트나야 고지를 우회하여 진격하던 제119보병연대는 측면에서

강력한 화포 및 기관총 사격을 당했다.

연대는 경로를 바꾸었고, 제120보병연대의 후방을 따라 제118보병

연대 진격로 쪽으로 빠져나가, 저녁 무렵에는 제118연대 인근 지점에

서 공격을 위한 출전 태세를 갖추었다.

탱크들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진군 경로에 논이 있어 더 갈 수가 없

었다. 단지 몇 대만이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 도달하였다.

8월 6일 저녁 제40보병사단의 연대가 풀레묘트나야와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싸움은 아군의 강력한 총

검 공격이 먼저 있은 뒤에 이후 분대 간의 치열한 백병전으로 전개되

었다.

적군(日本軍)의 기관총 거점 및 참호들에는 수류탄 투척이 이루어

졌다. 개별적이고 공고히 구축된 특화점(特火點, 토치카)들은 고성능

폭탄으로 폭파되었다.

22시에 “스탈린을 위하여”, “스탈린 헌법을 위하여”라는 함성과 더

불어 제118과 제119연대의 부대들이 적군(日本軍)을 격퇴하고 자오제

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하였다. 모쉴랴크(Moshlyak) 대위 동지가

처음으로 고지에 적기(赤旗)를 꽂았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투 활동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점령하자 제40보병사단 부대가 제43

공병대대와 더불어 즉각적으로 방어 구조물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은 고지 서쪽 비탈로 퇴각한 일본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려

고 시도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이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군은 두만강의 범람으로 인해 새로운 부

대들을 집결시켜서 20회에 이르는 반격으로 전환했지만 매번 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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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낸 채 퇴각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32보병사단의 부대가 진행한 베즈이먄나야 고지(사

초봉)와 보고몰나야 고지(장군봉)에 대한 반복된 공격은 아무런 결과

도 얻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적군(日本軍)은 이들 고지에서 장기

화력거점 형태의 공고히 구축된 특화(特火) 진지(tochika)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군단 사령관은 화포공격으로 모든 토치카들에 사격을 가하며

더욱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에

대한 총공격일을 8월 11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총공격은 성사되지

않았다. 일본군이 자오제르나야 고지(장고봉)를 지독하게 고수하는데

다 소비에트 정부가 제안한 조건으로 군사 활동 중단을 요청해야 했

기 때문이다.

8월 11일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양측은 이미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군사 활동을 중단하였다.

섬멸된 일본 군대는 최종적으로 소비에트 영토에서 철수해야만 하

였다.

자오제르나야와 베즈이먄나야 고지(사초봉)를 방어전에서 일본군은

600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고, 2,50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들은 수많

은 전리품, 대포, 기관총, 소총과 많은 양의 폭탄을 남겨두었다.

아군의 피해는 사상자 236명과 부상자 611명이었다.

결론

하산 작전은 내전 이후 붉은 군대가 제국주의 군대와 충돌한 최초

의 대규모 무력충돌이었다. 이 작전은 제한된 전투 무대(전선의 폭은

10∼12km를 넘지 못했다)라는 독특한 조건 속에 펼쳐졌고, 시간적으

로도 길게 전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부터 대단한 작전상의 결론

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침략자들을 섬멸함으로써 소

비에트 기술력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비행대와 포병

대, 그리고 적군(赤軍) 구성원 각각의 영웅심과 높은 도덕적 우월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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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하산 호 지역에서의 전투는 군의 전략 연구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모종의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부분적으로 그 자료들은

강화된 포격의 위력과 원거리 화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근접전이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총검과 수류탄을 사용

할 수 있는 불굴의 능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하산 전투는 또한, 결과적으로 소 분대와 부대들의 숙달되고 주도

적인 행동이 전투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잘 훈련

을 받고 기강이 잡힌 분대, 소대, 중대와 대대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보증이 된다.

쉬쉬킨(Shishkin) 대령

РГВА, ф. 35083, оп. 1, д. 85, л. 4-24. подлинник(원본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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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 소일중립조약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МЕЖДУ СССР И ЯПОНИЕЙ

13 апреля 1941 г.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

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Его Величество Император Японии, руководи

мые желанием укрепить мирные и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обеими странами, решили заключить Пакт о нейтрали

тете, и для этой цели назначили своими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

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Вячеслава Михайловича Молот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Нар

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и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

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Его Величество Император Японии:

Иосуке Мацуок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Жюсанми, Ка

валера ордена Священного сокровища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и Иос

ицугу Татекава,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в Со

юзе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генерал-лейте

нанта, Жюсанми, Кавалера орден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перво

й степени и ордена Золотого Коршуна четвертой степени,

Которые, по предъявлении друг другу своих соответственн

ых полномочий, призванных составленными в надлежащей 

и законной форм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нижеследующем:

Статья первая 

Обе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обязую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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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рные и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обой и уважат

ь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целостность 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друго

й Договаривающейся Стороны.

Статья вторая 

В случае, если одна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окажется 

объектом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одной или нескол

ьких третьих держав, другая Договаривающаяся Сторона буде

т соблюдать нейтралитет в продолжении всего конфликта.

Статья третья 

Настоящий Пакт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о дня его ратификации 

обеими Договаривающимися Сторонами и сохраняет силу в т

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Если ни одна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не денонсирует Пакт за год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он будет сч

итать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родленным на следующие пять лет.

Статья четвертая 

Настоящий Пакт подлежит ратификации в возможно коро

ткий срок. Обмен ратификацио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должен пр

оизойти в Токио, также в возмож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В удостоверение чего поименованные выше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подписали настоящий Пакт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 составленных н

а рус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и приложили к нему свои печати.

Составлен в Москве 13 апреля 1941 года,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

т 13 дню четвертого месяца 16-го года Снова.

Молотов 

Иосуке Мацуока

Иосицугу Татекава

출처 : Известия от 6 апреля 1945 г.; http://bdsa.ru/ index.php/со

внарком-1941-год/1797-384-13-1941(2016. 11.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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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 카이로선언문

The Cairo Communique at 3 December 1943

The following communique is for automatic release at 7:30

P.M., E.W.T., on Wednesday, December 1, 1943.

Extraordinary precautions must be taken to hold this

communication absolutely confidential and secret until the hour set

for automatic release. No intimation can be given its contents nor

shall its contents be the subject of speculation or discussion on the

part of anybody receiving it, prior to the hour of release.

Radio commentators and news broadcasters are particularly

cautioned not to make the communication the subject of speculation

before the hour of release for publication.

STEPHEN EARLY

Secretary to the President

President Roosevelt,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Prime

Minister Churchill, together with their respective military and

diplomatic advisers, have completed a conference in North Africa.

The following general statement was issued: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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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록 | 273

(러시아어 원문)

КОММЮНИКЕ СОВЕЩАНИЯ (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Каир, 1 декабря 1943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Китая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военными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

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закончили конференцию   в  Северной  А

фрике. Опубликовано  следующее  общее заявление:

"Несколько военных   миссий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будущих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ях  против  Японии. Три  великих  союзни

ка  выразили  свою решимость  оказывать  неослабевающее  

давление  на  своих жестоких врагов на море, на суше и в 

воздухе. Это давление уже усиливается.

Три великих союзника ведут эту войну,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и покарать агрессию Японии. Они не стремятся ни к каким за

воеваниям для самих себя  и не имеют никаких помыслов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экспансии. Их цел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бы лишить Японию всех островов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которые  

она  захватила  или оккупировала с начала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14 года, и в том, чтобы все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Япония отторгла у китайцев, как, например, Манчжури

я, Формоза и Пескадорские острова,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Китай

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Япония будет  также  изгнана  со  всех  

других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е  она захватила  при  помощи  

силы  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воей   алчности.

Вышеуказанные  три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 помня о порабо

щенном народе Кореи, решили, чтобы в должное время  К

орея  стала  свобод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Имея в виду эти ц

ели, три союзника, в согласии с теми из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

и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с Япони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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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вести серьезные и длительные операци

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говорочну

ю капитуляцию Японии".

출처 : US NARA(RG 59), Cairo Communiqué, December 1, 1943;

Japan National D iet L ibrary . December 1, 1943.

https://en.wikipedia.org/wiki/1943_ Cairo_Declaration (2016.11.16. 검

색);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

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

пуск XI, М., 1955, с. 105-106; А. А. Кошкин, Паp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М. : Вече, 2010, с. 4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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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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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 얄타협정문(발췌)

Ялти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тре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о вопроса

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е (ткест выработан на Ялтинской конф

еренции в феврале 1942 г.)

Руководители тре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 согласил

ись в том, что через два- три месяца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Гер

мании и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в Европе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ступ

ит в войну против Японии на стороне союзников при услов

ии:

1. Сохранения status quo Внешней Монголии (Монгольско

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2.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инадлежавших России прав, нарушенн

ых вероломным нападением Японии в 1904 г., а именно:

а) возвращения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южной части о. Саха

лина и все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ней островов,

б)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торгового порта Дайрена с обе

спечением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этом порту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аренды на Порт-Артур, как на 

военно-морскую базу СССР,

в) совмест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Китайско- Восточной желе

зной дороги и Южно- Маньчжур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дающ

ей выход на Дайрен, на началах организации смешанного С

оветско-Кита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преимуществе

нных интерес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и этом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Китай сохраняет в Маньчжурии пол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3. Передачи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록 | 277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оглаш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Внешней 

Монголии и вышеупомянутых портов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пот

ребует согласия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Чан Кай- ши. По совету Ма

ршала И. В. Сталина Президент примет меры к тому, чтобы 

было получено такое согласие.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 Тре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согласились в то

м, что эти претенз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лжны быть безуслов

но удовлетворены после победы над Японией.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ыражает готовность з

аключить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Кита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ак

т о дружбе и союзе между СССР и Китаем для оказания ем

у помощи своим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в целях освобожде

ния Китая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1945 года, 11 февраля

И. Сталин

Франклин Рузвельт

Уинстон Черчилль

출처 :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

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С., 1947, с. 111-112; А. А. Кошкин, Паp

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М. : Вече, 2010, с.

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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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 포츠담선언문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Issued, at Potsdam, July 26, 1945

1. We-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representing the hundreds of millions of

our countrymen, have conferred and agree that Japan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nd this war.

2. The prodigious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United States, the

British Empire and of China, many times reinforced by their armies

and air fleets from the west, are poised to strike the final blows upon

Japan. This military power is sustained and inspired by the

determination of all the Allied Nations to prosecute the war against

Japan until she ceases to resist.

3. The result of the futile and senseless German resistance to

the might of the aroused free peoples of the world stands forth in

awful clarity as an example to the people of Japan. The might that

now converges on Japan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that which,

when applied to the resisting Nazis, necessarily laid waste to the

lands, the industry and the method of life of the whole German

people. The full application of our military power, backed by our

resolve, will mean the inevitabl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and just as inevitably the utter devastation

of the Japanese homeland.

4. The time has come for Japan to decide whether she will

continue to be controlled by those self-willed militaristic advisers

whose unintelligent calculations have brought the Empire of Japan

to the threshold of annihilation, or whether she will follow the path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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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llowing are our terms. We will not deviate from them.

There are no alternatives. We shall brook no delay.

6. There must be eliminated for all time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for we insist that a new order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will be impossible until irresponsible

militarism is driven from the world.

7. Until such a new order is established and until there is

convincing proof that Japan's war-making power is destroyed,

points in Japanese territory to be designated by the Allies shall be

occupied to secure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objectives we are

here setting forth.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9.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fter being completely disarmed,

shall be permitted to return to their homes with the opportunity to

lead peaceful and productive lives.

10. We do not intend that the Japanese shall be enslaved as a

race or destroyed as a nation, but stern justice shall be meted out

to all war criminals, including those who have visited cruelties upon

our prisoners.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remove all obstacles

to the revival and strengthening of democratic tendencies among the

Japanese people. Freedom of speech, of religion, and of thought, as

well as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hall be

established.

11. Japan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such industries as will

sustain her economy and permit the exaction of just reparations in

kind, but not those which would enable her to re-arm for war. To

this end, access to, as distinguished from control of, raw materials

shall be permitted. Eventual Japanese participation in world trade

relations shall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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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 shall be withdrawn from

Japan as soon as thes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and

there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Japanese people a peacefully inclined and responsible

government.

13. We call up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claim now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Japanese armed forces, and to provide

proper and adequate assurances of their good faith in such action. The

alternative for Japan is prompt and utter destruction.

출처 : Potsdam Declaration(N ational Science D ig ita l

Library) h ttp ://base. garan t.ru /2569367(2016.11.16.검색 );

https://en.wikipedia.org/wiki/PotsdamDeclaration(2016.11.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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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원문)

Заявление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Соеди

ненн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и Китая (Потсда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

тсдам, 26 июля 1945 г.)

1. Мы, президент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

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итая и премьер-минис

тр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сотни миллионов наши

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овещались и согласились в том, что Я

понии следует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2. Огромные наземные, морские и воздушные силы Соеди

ненных Штатов, Британской Империи и Китая, усиленные 

во много раз их войсками и воздушными флотами Запада, и

зготовились для нанесения окончательных ударов по Япони

и. Эта военная мощь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и вдохновляется реши

мостью всех союзных наций вести войну против Японии д

о тех пор, пока она не прекратит св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3. Результат бесплодного и бессмыслен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Германии мощи поднявшихся свободных народов мира с ужасн

ой отчетливостью предстает как пример перед народом Япон

ии. Могучие силы,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приближаются к Японии, н

еизмеримо больше тех, которые, будучи применены к сопроти

вляющимся нацистам, естественно, опустошили земли, разруш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нарушили образ жизни всего германск

ого народа. Полное применение нашей военной силы, подкре

пленной нашей решимостью,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еизбежное и о

кончательное уничтожение япо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толь 

же неизбежное полное опустошение японской метрополии.

4. Пришло время для Японии решить, будет ли она по- пр

ежнему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властью тех упорных милитаристич

еских советников, неразумные расчеты которых привели япо

нскую империю на порог уничтожения, или пойдет она п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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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ути, указываемому разумом.

5. Ниже следуют наши условия. Мы не отступим от них. Выбо

ра никакого нет. Мы не потерпим никакой затяжки.

6. Навсегда должны быть устранены власть и влияние те

х, которые обманули и ввели в заблуждение народ Японии,

заставив его идти по пути всемирных завоеваний, ибо мы 

твердо считаем, что новый порядок мир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

раведливости будет невозможен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безответст

венный милитаризм не будет изгнан из мира.

7.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такой новый порядок не будет устан

овлен, и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буд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убедитель

н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что способность Японии вести войну ун

ичтожена, - пункты на япо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буду

т указаны союзниками, будут оккупированы для того, чтоб

ы обеспечить осуществление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которые мы 

здесь излагаем.

8. Условия Каир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и япо

нский суверенитет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 островами Хонсю, Хокка

йдо, Кюсю, Сикоку и теми менее крупными островами, кото

рые мы укажем.

9. Японским вооруженным сила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и будут 

разоружены,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очагам с воз

можностью вести мирную и трудовую жизнь.

10. Мы не стреми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японцы были порабо

щены как раса или уничтожены как нация, но все военные 

преступники, включая тех, которые совершили зверства над 

нашими пленными, должны понести суровое наказание. Япо

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устранить все препятствия к в

озрождению и укреплению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тенденций сре

ди японского народа.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вобода слова, рел

игии и мышления, а также уважение к основным человечес

ким прав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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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Японии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иметь так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оддержать ее хозяйство и взыскать справ

едливые репарации натурой, но не те отрасли промышленно

ст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ей снова вооружиться для ведения во

йны. В этих целях будет разрешен доступ к сырьевым ресу

рсам, в отличие от контроля над ним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Яп

онии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ировых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ях.

12. Оккупационные войска союзников будут отведены из 

Японии, как только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эти цели и как толь

ко будет учреждено мирно настроенное и ответственное пра

вительств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бодно выраженной волей 

японского народа.

13. Мы призыва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провозгласить т

еперь же безоговорочную капитуляцию всех японских вооруж

енных сил и дать надлежащие и достаточные заверения в с

воих добрых намерениях в этом деле. Иначе Японию ждет б

ыстрый и полный разгром.

출처 :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

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уск XI,

М., 1955, с. 104-106; А. А. Кошкин, Паpтитур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Гроза на Востоке, М. : Вече, 2010, с. 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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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 소련(러시아)의 역대 국방장관 명단

[военные министры(министры обороны) СССР и РФ]261)

직책 이름 계급 생몰연대 직무기간

군사인민위원장
포 드 보 이 스 키  
N. I.

- 1880-1948 1917. 11. - 1918. 3

군사인민위원장/
육해군인민위원장/Р
ВСР위원장/РВС
위원장

트로츠키(브론쉬
타인) L. D.

- 1879-1940

1918. 3 - 4./
1918. 4 - 1925. 1./
1918. 9. - 1923. 8./
1923. 8. - 1918. 1.

육해군인민위원장/Р
ВС위원장

프룬제 M. V. - 1885-1925 1925. 1 - 10.

육해군인민위원장/국
방위원장

보로쉴로프 K. E. 원수 1881-1969
1925. 11 - 1934. 6./
1934. 6 - 1940. 5

국방위원장 티모쉔코 S. K. 원수 1895-1970 1940. 5. - 1941. 7.

국방위원장/소련군인
민위원장/소련군장관

스탈린 I. V. 대원수 1879-1953
1941. 7. - 1946. 2./
1946. 2. - 3./
1946. 3. - 1947. 3.

소련군 장관/소련 육군
장관/소련국방장관

불가닌 N. A. 원수 1895-1975
1947. 3. - 1949. 3./
1953. 3./
1953. 3. - 1955. 2.

소련군장관/
소련육군장관

바 실 옙 프 스 키 
A. M.

원수 1895-1977
1949. 3. - 1950. 2./
1950. 2. - 1953. 3.

소련국방장관 주코프 G. K. 원수 1896-1974 1955. 2. - 1957. 10.

소련국방장관
말 리 노 프 스 키  
R. Ya.

원수 1898-1967 1957.10. - 1967. 3.

소련국방장관 그레츠코 A. A. 원수 1903-1976 1967. 4. - 1976. 4.

소련국방장관
우스찌노프 D. 
F.

원수 1908-1984 1976. 4. - 1984. 12.

소련국방장관 소콜로프 S. L. 원수 1911 1984. 12. - 1987. 5.

소련국방장관 야조프 D. T. 원수 1924 1987. 5. - 1991. 8.

소련국방장관 샤포쉬니코프 E. I. 공군원수 1942 1991. 8. - 12.

러시아국방장관 옐친 B. N. - 1931 1992. 3. - 5.

러시아국방장관 그라쵸프 P. S. 상급대장 1948 1992. 5. - 1996. 6.

러시아국방장관 로지오노프 I. N. 상급대장 1936 1996. 7. - 1997. 5.

러시아국방장관 세르기예프 I. D.
러시아 
연방원수

1938 1997. 5. - 2001. 3.

러시아국방장관 이바노프 S. B. 중장(예) 1953 2001. 3. - 2007. 2.

러시아국방장관 세르주코프 A. - 1962 2007. 2. - 2012. 11.

러시아국방장관 쇼이구 S. 상급대장 1955 2012. 11. - 현재

261) 300 ле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анкт-Петербу

рг : Славия, 2003, c. 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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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 소련의 역대 총참모장 명단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СССР]262).

직책 이름 계급 생몰연대 직무기간

총참모장 대행
마루셰프스키 
V.V.

중장 1874-1951 1917. 9-11.

총참모장 포타포프 N. M. 중장 1871-1946 1917. 11. ∼ 1918. 5.

전로참모장 스토고프 N. N. 중장 1873-1959 1918. 5-8

전로참모장 스베친 A. A. 소장 1838-1938 1918. 8-10

최고군사평의회의장/
러시아혁명군사평의회
사령관/전로참모장

랏텔(Раттэ
ль) N. N.

소장 1875-1939
1918. 6-9/ 9-10/
1918. 10 ∼ 1920. 6

전로참모장 사모일로 A.A. 중장 1869-1963 1920. 6 ∼ 1921. 2

러시아혁명군사평의회
육군참모장

마이구르
P(Peter). M.

대위 1889-? 1918. 10

러시아혁명군사평의회
육군참모장

코스탸에프
F. V.

소장 1878-1925 1918. 10-1919. 6

러시아혁명군사평의회
육군참모장

본취 -브루예비치
M. D.

중장 1870-1956 1919. 6-7

러시아혁명군사평의회
육군참모장/ 노농적군
사령관

레베제프 P. P. 소장 1872-1933
1919. 7-1921. 2/
1921. 2-1924. 4

노농적군사령관 프룬제 M. V. - 1885-1925 1924. 4-1925. 1

노농적군사령관 카메네프 S. S.
제1등 

군 사령관
1881-1936 1925. 2-11

노농적군사령관
투하체프스키 
M.N.

원수 1893-1937 1925. 11-1928. 5

노농적군사령관 /
노농적군총사령관

샤포쥐니코프
B. M.

원수 1882-1945
1928. 5-1931. 6/ 
1937. 5-1940. 8/ 
1941. 7-1942. 5

노농적군사령관/
노농적군총사령관

예고로프 A. I. 원수 1883-1939
1931. 6-1935. 9/
1935. 9-1937. 5

노농적군총사령관 메레츠코프 K. A. 원수 1897-1968 1940. 8-1941. 2

262) 러시아연방군총참모부 & 러시아연방군총참모대 군사학술연구소,『러시아

연방군총참모장』, 모스크바 : 로스아바론엑스포르트, 2012, p. 241-247.(부

록 3. 러시아, 소련, 러시아연방군의 총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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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이름 계급 생몰연대 직무기간

노농적군총사령관 주코프 G. K. 원수 1896-1974 1941. 2-7

노농적군총사령관/

소련군 총참모장

바실리옙스 키 

A. M.
원수 1895-1977

1942. 5-1945. 2/

1946. 3-1948. 11

노농적군총사령관 안토노프 A. I. 상급대장 1896-1962 1945. 2-1946. 3

소련군 총참모장/

지상군총참모장

쉬테멘코

S. M.
상급대장 1907-1976

1948. 11-1950. 2/

1950. 2-1952. 6

지상군총참모장/

소련군총참모장

소콜로프스 키 

V. D.
원수 1897-1968

1952. 6-1955. 9/

1955. 9-1960. 4

소련군총참모장
자하로프 

M. V.
원수 1898-1972

1960. 4-1963. 3/

1964. 11-1971. 9

소련군총참모장 비류조프 S. S. 원수 1904-1964 1963. 3-1964. 10

소련군총참모장
쿨리코프 

V. G.
원수 1921 1971. 9-1977. 1

소련군총참모장
오가르코프 

N. V.
원수 1917-1994 1977. 1-1984. 9

소련군총참모장
아흐로미예프

S. F. 
원수 1923-1991 1984. 9-1988. 12

소련군총참모장
모이시예프

M. A.
상급대장 1939 1988. 12-1991. 8

소련군총참모장 로보프 V. N. 상급대장 1935 1991. 8-12

소련군총참모장/

독립국가연합군총

참모장/러시아연방

군총참모장

삼소노프 

V. N.
상급대장 1941

1991. 12-1992. 1/ 

1992. 1-1992. 5/ 

1996. 10-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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