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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무관심했던 ‘22시간 2분 57초’

신동혁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필자는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디지털

포함된 자료 목록(총 54건) 형태로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아카이브로 보는 일제 강점기 한국과 러시아 한인의 역

보관 자료의 내용은 판본이 다양한 ‘아리랑’을 포함하여

사: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러

‘민요’가 주종을 이뤘다. 녹음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시아국립음성자료보관소(РГАФД, 이후 ‘음성자료보관소’)

로는 “항일 음악인이자 월북 음악인 중 한 명” 혹은 “근

에서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멀지

대 조선의 가야금 연주가이자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가이

않은 바우만공대(МГТУ)와 인접해 있는 음성자료보관소

자 음악 문헌 정리가”인 ‘안기옥(1894~1974)’이 있다.

는 일부 연구자 외에는 국내에서는 낯선 곳이다. 1932년
에 설립된 음성자료보관소는 현재 22만 건 이상의 러시
아와 세계사 사건, 모든 장르에 걸친 문학·예술 작품 녹
음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는 19세기 말부터 현재
까지 음성과 공연 녹음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예를 들
면, 모스크바를 여행한 한국인들에는 ‘톨스토이의 육성’
자료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음성 자료일 것이다. 현재
이 보관소는 러시아국립군사문서보관소(РГВИА)와 함께
한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러시아국립영상사진자료보관소
(РГАКФД)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2019년 12월 예정) 여
기로 이전할 예정이다.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안기옥으로 추정된다.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원출처: https://russiainphoto.ru/

최근 확인된 한국·북한 자료
우선 최근 ‘러시아보관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한 자료 검색과 신청 등 과거와 비교해 훨씬 더 편리해

한국·북한 관련 기존 확인 자료

졌다. 하지만 자료 검색 방법이나 자료 제공량이 보관소

그동안 국내에서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면 잘 알려지

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아직은 홈페이지

지 않은 음성자료보관소 녹음 자료는 박종효 교수가 편

보다는 보관소 내 기록 카드에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역한『러시아 국립사진·영상물보관소/음성물보관소자료집

담당자들의 일관된 안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

(한국·북한 편)』(서울: 선인, 2015)을 통해 간략한 설명이

가 음성자료보관소 자료를 조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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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박종효 교수의 조사 결과에서 ‘연도’가 상당수 빠져

과정 ‘22시간 5분 57초’ 음성 녹음 자료가 보관돼 있었

있었기 때문이다. 정황상 필자의 자료 조사 범위(1910~45

다. 음성 자료의 내용 구성은 소련군 재판관이 질문하면

년)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 속에

통 역 이

혹시 1945년 8월 15일 이전 자료가 하나라도 있지 않겠

피 고 인

냐는 희망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출발점은 기존

일 본 인

정리 자료 54건의 ‘녹음 연도’ 확인이었다. 박종효 교수

전범들에

의 설명대로 기록 카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

게 전달

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보관소 측에서도 표기 못한

하고, 전

연도를 외국인 연구자가 제한된 시간에 어찌 파악한단

범 들 이

말인가? 그런데 막연함이 뚜렷한 결과로 바뀌는 데는 오

하바롭스크 재판 언급 기록 카드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진 술 한

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필자의 절실함이 통했는지, 연

내 용 을

도 미표기 자료들의 연도를 파악케 하는 손으로 쓴 일종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필자는 이 분야

의 ‘일람표’를 찾아냈다. ‘보관소 자료 조사에서는 먼저

연구자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자료가 언제부터 이곳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실망을 해도 늦지 않다’는 나름의 교

보관됐고, 어떻게 취급됐는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훈을 되새겼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득이 있었다. 박종효

궁금했다. 담당자는 “재판 종료 직후부터 음성자료보관소

교수의 자료 목록에 없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에 보관해 왔으며, 특별한 열람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

‘10개’의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다. 역시 1945년 이후 생

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 쪽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산된 북한 관련 자료였다. 모두 ‘전통춤’과 관련된 자료로

2017년 일본 NHK 방송이 이곳을 방문하고 다큐멘터리를

주요 내용은 여러 판본의 ‘아리랑’을 포함한 ‘민요’였다.

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

‘안기옥’의 작품도 확인됐다. 결국, 필자는 음성자료보관

는 2018년 중국 방송국이 찾아온 것도 NHK 다큐멘터리

소에는 필자의 조사 범위인 1910~45년 녹음자료가 없는

를 보고 나서 왔다고 본다. 또한, 이 담당자는 2019년 7

것으로 일단 확인했다.

월 한국에서 음성 자료 전체를 사 갔다고 전해줬다. 필자
는 음성 자료가 처음부터 ‘비밀’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설

1949년 ‘하바롭스크 전범재판’ 음성자료

명에 주목했다. 당시 국제 정세와 자료의 성격상 녹취록

필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 자료

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

를 찾다가 ‘국제군사재판/도쿄 프로세스’라는 기록카드를

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진 책 

발견했다. “이 재판의 음성 자료도 이곳에 있네”라고 생

세균무기 제조·사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군 군무자

각하는 순간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다. ‘하바롭스크 일

사건 공판 자료*(이하 녹취록으로 약칭)를 발견했고

본 전범 재판’이라는 문구였다. 무심코 도교 재판 기록으

어렵지 않게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 책은 1950년 모스크

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는

바에서 출판됐으며, 5만 부가 인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담당자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오기인지? 쉽게 이해하도록

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명은 각각 細菌武器 準備使

도교 전범 재판을 먼저 기록한 것일까? ‘하바롭스크 재

用罪로 起訴된 前日本軍務者事件 公判材料와 Materials

판’, ‘하바롭스크 뉘른베르크’ 등으로 불리는 ‘하바롭스크

on the Trial of Former Servicemen of the Japanese Army,

프로세스’는 1949년 12월 25~30일 동안 하바롭스크에서

Charged with Manufacturing and Employing Bacteriological

열린 군사재판을 말한다. 731부대와 100부대 등에서 생체

Weapons, <<前日本陆军军人因准备和使用细菌武器被控案

실험을 주도했거나 거기에 가담했던 일본인 전범들에 대

审判材料>>이다. 놀라운 사실은 ‘출판 언어’였다. 필자가

한 재판이었다. 음성자료보관소에는 6일간 진행된 재판

확인한 바로는 러시아어 외에 생체실험 피해국 언어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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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중국어로도 출판됐다. 차이점은 언어별 특성으로 인
해 전체 ‘쪽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녹취록을
영어로 ‘www.worldcat.org/’에서 검색 시 일본, 중국, 호주
등 전 세계 대학 도서관 등 소장지 175곳이 표시된다는
점이다. 더 놀라운 점은 필자가 국내에서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녹취록을 러시아어로도,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확인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한국어판을 우연히
발견한 곳은 국내 경매 사이트 ‘옥션’ 두 곳이었다. 그
밖에도 이 책이 소련 시기에 국가 주도로 출판된 점을
고려할 때 내용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전체 녹음 자료와 책 내용이 100% 일치하는지는 보관소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필자는
2019년에 작성된 한 소논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적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KGB 후신) 보관소 자료에 기초해서 작성된 이 소
논문에는 생체실험과 세균전 관련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
인지를 비롯하여 주요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 있었는데,
인용문들은 녹취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전범 재
판 녹음 자료를 조사하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우리는 그
동안 뭘 했나’였다. 오래전 국회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
이 떠올랐다. 질문: “731부대는 뭐지요?” 답변: “항일 독
립군인가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관한 전문 연구 영역에
서 관심은 얼마나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해 본다.

* Материалы суд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делу быв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обвиняемых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именении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Москва,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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