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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국사외과학자료윌 

면담 λd 
출생 

�,。,;: 
국가 일시 지역 ID 년도 주요 면접자 

�_::;_、- 별 
(나01) 

(이력) 

한국 
35 남 

한국교육원 이정옥,김필동 
교육원 원장 정근식,박명규 

7.21 알마아타 
식당 $←1 

이정옥, 김필동 
남 1919년 절학교수 

(한국관) 정근식 

$←2 

천산 * 

7.22 이정옥, 김필동 
알마아타 τ λ다.:2: 37 남 1911 년 절학교수 

정근식 

카자르 

스탄 

고려 
38 여 

김필동, 이정옥 

구락부 정근식 

39 남 전 교수 김필동 

7.23 알마아타 

τλ다.:2: 40 남 
고려일보 

김필동 
전발행인 

자택 41 여 1911 년 이동휘 손녀 이정옥 

4 

주요조사내용 

한글교육원 활동, 알마타 종교 

조선민족에 대한 소견, 러시아 민족의 

특성, 40년대 평양에서 통역가로 

있었을 때의 일화, 평양에서 통역활동 

할 때의 일화, 박일이 본 김일성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과정 

천산등정 

어린시절, 밀고자 이야기, 레닌 스탈린 

비판, 복한에서의 활동, 평양에서 
소련으로의 이주, 소련 중앙홀L동에서 

배제된 이유, 결혼생활, 

과학원창립위원회 조직활동, 정치적 

음모 사건,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정책,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복한건설평가, 

소련에서의 활동, 통역가 활동 

이주와 가구수의 변화 및 생활, 가족의 

강제이주 과정, 기억하는 창가, 

고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고려인에 

대한 차별 

생애사, 구국전선창립회의 

문화센터 운영의 문제점, 한국방문경험, 

한국과의 관계, 한국 정부 문제, 
복에서 온 이주자들(언론인들), 출판의 

어려움, 고려일보사 편집방향 변화의 

이유, 고려일보사 내부 갈등, 

고려인단체와 주요 활동가들 

가정생활, 조화와 투쟁, 

이동휘 가계도와 가족사 

자 료 변 호 83-1995-0001

과 제 명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연구책임자 박명규 

시 드C그프/ 〈셔그 
연구채* 연구,;.,;:� 

간 자료 비디오 비고 

(분) 
。口 요약문 요약문 
lT -「

39 0 이정림 

38 0 
이정림 

45 0 

김필동 
189 0 이정림 0 

드口으/ -서 IIf。근 I 

97 0 0 13분12초까지 

되놀이 

11 0 이정림 

162 0 이정림 

6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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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연구책임자 박명규 

면담 λd 
출생 

�� 
시 드C그프/ 〈셔〉 

연구'};:꺼* 연구'};:� 
국가 일시 지역 ID 년도 주요 면접자 주요조사내용 간 자료 비디오 비고 

�_::;_、- 별 
(나01) 

(이력) 
(분) 

。口
요약문 요약문 

lT -「

고려일보의 운영과 이외의 민족신문들, 

7.24 알마아타 
고려 

42 남 
고려일보사 

박명규, 김필동 
이주 이후의 적응양상, 문화재생운동, 

88 0 
김필동 

0 
복음이 중간 

일보사 사장 독립이후 구소련에 대한 생각, 복한 이정림 중간끊김 

유학생과 학생운동 

니콜라 전 신문사 
가족사, 학교생활, 결혼(세번의 결혼), 

예프카 라 
43 여 1912년 

교정직원 
이정옥 신문사 생활, 고려인이 지은 시, 80 0 0 

우안집단 
여성혁명가 

카자르 
경제 

스탄 
7.25 44 남 저〈;〉그」-싣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 4 0 0 

이정옥, 
영아사망률, 한인과 까작인들의 

자택 45 남 1912 으|사 
김필동, 정근식 

산아제한, 가족사, 학력, 58 0 0 0 0 

아버지의 책 출간, 혼인 

7.26 아파트 46 여 1914년 전 배우 이정옥, 김필동 가족이력 배우생활 75 0 0 0 0 

알마아타 
이정옥, 고려인 지인에 대한 설명, 러시아어의 

7.27 식당 47 남 1911 년 절학교수 
정근식, 김필동 보급에 대한 바람, 현재 공산당 운영 

82 0 이정림 

48 남 80서| 전 교장 김필동 폴리토젤 농장 현황 x 0 

7.28 
폴리토젤 관리 

49 남 
폴리토젤 

김필동 폴리토젤 농장 현황 x 0 
사무실 농장부회장 上6 7'ζ그L 

자택 50 남 1920년 
폴리토젤 농장 

김필동 
폴리토젤 농장 현황, 가족이력, 

22 0 0 0 
전 회장 한국과의 산업교류, 폴리토젤의 내력 

우즈베 7.29 사마르칸트 51 남 한인 교수 김필동 
고분질에 대한 설명, 벼농사 상황, 

x 0 0 

키스탄 
도시 아파트 시세 

작업실/ 
52 남 1928년 화가 

정근식, 이정옥 가족이력, 미술학교 진학, 그림이 
51 0 이정림 0 

자택 박명규, 김필동 표현하고자 한 것 등 

7.30 타슈켄트 자택 53 여 80서| 
김필동, 이정옥 

이주내력, 가족사 60 0 이정림 
정근식, 박명규 

자택 54 여 1952년 
저〈;〉그」-싣 가족이력, 이민족과 함께 살아가기, 

35 0 이정림 0 
이정옥, 박명규 집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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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λd 
출생 

국가 일시 지역 ID 년도 �,。,;J 
�!-ι、- 별 

(나01) 
타시켄트대 

7.18 J7 

우즈베 
역사학 교수 

타시켄트 
한국 한국교육원 키스탄 

7.19 33 
교육원 원장 

한국 한국교육원 
7.21 35 남 

교육원 원장 

한국교육원 36 남 1911 년 절학교수 

고려 

일보 
JS 

7.22 알마아타 

한국 
한국대사 Jg 

카자르 대사관 

스탄 

7.24 
고려 

일보 
42 남 고려일보 사장 

라생소포즈 J10 남 1937년 소포즈 부회장 
J11 여 1923년 

7.25 
자택 45 남 1945년 전 의대 교수 

풀리토젤 실로암 
남 으|사 7.28 J12 

콜호즈 진료실 
오쑤트니 

-Z「 E「H

포시올러끄 
J13 남 

주요 면접자 주요조사내용 

정근식 
우즈벡의 복색혁명, 러시아 사회주의 

노선과 붕괴이유, 스탈린의 이주정책 
한국교육원 설립과정, 한글교육시설 및 

��5 -드 . �二」그A 「l 교육현황, 우즈벡 타 민족의 할례식, 

일부다처제에 대한해석 

이정옥, 김필동 
카작공화국 현황 및 고려인 분포, 

교육원개설 및 교육현황, 고려인의 
정근식, 박명규 

효댁어 보급 정도, 카작과 효댁 과의 교류 

땅콕김골몽정근식 
고려신문의 언어표준화 입장, 고려인의 

복한과 남한에 대한 인식, 권력유착과 

정근식 부의 축척, 고려인과 카작인의 

생활수준 및 부의 축척방식, 남효1:71업의 

진출과 고용현황, 민족별 성풍속 
러시아어의 공용어 인정 문제, 

정근식 
이중국정 인정 문제, 카작에서의 

한인의 정치진 출 ,  카작과 한인의 

공존관계, 유학생 현황, 카작의 문제접 
용어제한 및 통제, 30 ∼50년대 

박명규, 김필동 재소한인에 대한 권리제한, 우즈벡과 

카작인의 풍습, 연금제도의 변화 
정근식 소포즈로의 변화와 운영 
정근식 개인내력과 이주, 연금생활, 남편의 장례식 

가족 내력, 고려인의식울속, 고려인의 

이정옥, 김필동 
생활수준과 위상, 고려인의 생활풍습, 

고려인의 특성, 경제적 상황, 으|료현황 
정근식 

및 주요 짙환, 고려인과 카작인의 출산력 

및 산아제한, 자녀교육, 이주와 정착 

우량아 선발대회 추진과 취지 

8 

자 료 변 호 83-1995-0001

과 제 명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연구책임자 박명규 

시 드C그프A 〈그{ 

간 자료 
연구'};:꺼* 연휴양 

비디오 비고 
(분) 。 a

요약문 요약문 
-rr-「

x 0 

x 0 0 

39 0 0 0 

83 0 0 요약문1 참고 

x 0 

x 0 

88 0 0 0 

x 0 주택구조 
x 0 

58 0 0 0 0 

x 0 

주택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