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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하나로 동남아지역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보고서를

불구하고 조사사업을 순조롭게 끝내고 알찬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은 무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남아지역은 항일독립운동

엇보다도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의

의 미조사지역으로 그 실태가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항일유적지 조사

런데 이번 뜻깊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는

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조사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 미조사지역 실태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지역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하기

국민 정신 교육장인 독립기념관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외에 산재해 있

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관계자 여러

는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 복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분과 무더운 동남아지역의 조사를 흔쾌히 동행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

2002년도에는 국외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단이

학자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김희곤 소장과 연구원 여러분의

파견되어 알찬 조사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멕시코·쿠바지역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 비롯한 국외 사적지 조사사업이 시행되어 뜻깊은 보고서가 세상에 빛
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타이
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지역을 대상
으로 광복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동남아지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무대로 주목받은 곳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박은식, 신채
호, 안창호, 여운형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의 거목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
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주한인들은 강인한 민족애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광복군이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
군과 함께 항전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기 강제 동원된
수많은 한국인 가운데에도 독립운동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남아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는 문화적 차이, 기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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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대만·홍콩·싱가포르·태국 지역 김영신(원광대)· 김주용(독립기념관) ·권오수 (동국대)
필리핀·인도네시아 지역 권오신(강원대)· 김도형(독립기념관)· 황선익(국민대)
인도·미얀마 지역 이옥순(연세대)· 김형목(독립기념관)· 박민영(독립기념관) · 김흥남(국가보훈처)

대만·홍콩·싱가포르·태국
조사기간: 2005년 9월 28일∼10월 12일
일 자
9월 28일

일 정
인천-타이페이

조사장소 및 내용
조명하의 사형집행지인 타이페이형무소 구지조사

숙박지
타이페이

대만국사관 관원(臺灣國史館 館員)과 간담회
9월 29일

타이페이-지롱-

신채호가구금되었던지롱수상경찰서(基隆水上警察署) 구지방문조사

타이페이-타이중

타이페이형무소 구지 재조사

타이중

조명하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타이페이고등법원(臺北高等法院 )조사
9월 30일

타이중-타이페이

일제시기 타이중주청사 및 부근의 조명하 의거지 확인

타이페이

타이중시 문화국 방문 조사
의거 후 조명하가 구금되었던 타이중경찰서 조사
조명하 근무지 확인 조사
10월 1일

타이페이

국가도서관에서 대만일일신보 등 조명하, 신채호 관련 문헌 조사와 영인

타이페이

일제시기 타이페이 지도 및 문헌자료 조사
10월 2일

타이페이

10월 3일

타이페이-홍콩

10월 4일

홍콩

국가도서관, 국가도서관 대만분관 문헌조사

타이페이

향강잡지사(香江雜誌社) 터 확인

홍콩

향강잡지사 지번 재확인 차 지정사무소(地政事務所) 방문, 1897년 이후

홍콩

시기별 지적도 확인 구입
첵츄감옥(赤柱監獄) 및 징교박물관(懲敎博物館) 방문 조사
홍콩

10월 5일

홍콩

10월 6일

홍콩-싱가포르

일제시기 싱가포르 관련 문헌 조사

싱가포르

10월 7일

싱가포르

싱가포르대학 중문도서실 문헌조사

싱가포르

홍콩 중앙도서관 문헌조사

창이수용소(樟宜收容所) 및 박물관 조사
전범으로 처형된 한인 포로감시원 및 위안부 관련 조사
10월 8일

싱가포르

10월 9일

싱가포르-방콕나콘빠

주롱수용소, 국민일보사, 홍명희 거주지 조사
나콘빠 지역 포로수용소 및 일본군 부대 확인 조사

싱가포르
방콕

-방콕

10월 10일

방콕-깐짜나부리

깐짜나부리대학 워라웃 수왓나리 교수 면담. 연합군 포로수용소 조사

10월 11일

깐짜나부리-방콕

콰이강의 다리, 깐짜나부리 일대 포로수용소 조사

10월 12일

방콕-인천

깐짜나부리

귀국

9

필리핀·인도네시아

인도·미얀마

조사기간: 2005년 10월 7일∼10월 22일
일 자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

일 정
인천-마닐라

조사장소 및 내용

마닐라 차이나타운 내의 중국기독청년회관 조사
필리핀대학 아베호(Raymud Abejo) 교수와 여운형 사적지 조사 협의
마닐라
중화기독청년회(YMCA ) 확인
자료수집(La Solidaridad, National Book Store)
마닐라-바귀오
안창호 활동 행적 조사
맨션하우스 방문
바귀오시청 방문
John Hay 박물관
윤장원 교수(Benguet State University)와 안창호 행적 조사 협의
마닐라
필리핀대학 도서관 조사
아테네호대학 도서관 조사
로페즈 도서관 조사
마닐라
필리핀 국립도서관 조사
필리핀 문서보관소 조사
필리핀대학 게레로(Gerrero) 교수와 조사 협의
마닐라-싱가포르- 화교문화센터(華裔文化傳統中心) 자료실 조사
자카르타
싱가포르 공항
자카르타 공항
자카르타 교민들과 조사 협의
자카르타
신교환 옹 방문 인터뷰(Puncak)
일본군 제16군 사령부 조사
김만수의 장남 김명진씨와 인터뷰
자카르타족자카르타 공항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 김긍섭 교수와 조사 협의
족자카르타암바라와 이동
암바라와
고려독립청년당 암바라와 의거지 조사
암바라와-세마랑 암바라와 의거 관련 인터뷰
한인군속 활동지 조사
세마랑대학 와시노(Wasino) 박사와 조사 협의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조사
세마랑-가루트- 고려독립청년당 암바라와 의거 관련자 사적 조사
반둥
세마랑 선원학교(BPLP) 조사
양칠성 묘지(가루트 영웅묘지) 조사
세마랑-반둥
수까 미스낀 조사
반둥지역 화교 조사
반둥 교민들과 조사 협의
반둥-자카르타
글로독(Glodok) 형무소 조사
딴중 쁘리옥 항구 조사
찌피낭(Cipinang) 형무소 조사
자카르타
Japan Foundation 자료실 조사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조사
자료수집(서점)
김문환씨와 사적지 조사 협의
자카르타
허영 묘지(Petamburan) 조사
유홍배 부인과 인터뷰
여한종 전대사와 인터뷰
자카르타-인천
귀국

조사기간: 2005년 10월 15일∼10월 31일

숙박지

일 자

마닐라

10월15일

인천-델리

일 정

마닐라

10월 16일

델리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델리
델리
델리-콜카타

마닐라

마닐라
10월 20일

콜카타-임팔

10월 21일

임팔-비센푸르

10월 22일

디마푸르

10월 23일

임팔-콜카타

10월 24일

콜카타

10월 25일

콜카타

10월 26일

양곤

10월 27일

양곤

10월 28일

만달래이

10월29일

만달래이-양곤

10월 30일

양곤-방콕

10월 31일

방콕-인천

마닐라

자카르타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암바라와
세마랑

반둥

반둥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카르타

조사장소 및 내용
인천공항 이륙
델리공항 도착
올드델리 레드포트
델리정션레일스테이션
라자칸(간디 화장터)
아그라 타지마할
마니푸르주 출입 수속
마니푸르주 출입 수속
네루기념관
콜카타공항 도착
호라역, 호라철교
콜카타공항 이륙
임팔 공항 도착
임팔 마니푸르주정부청사 및 CID(정보 범죄 취급기관) 방문
임팔 시내 영국군희생자 묘역
인도군희생자 묘역
비센푸르‘인도평화공원’
비센푸르 시가지
디마푸르역 도착
디마푸르 출발
코히마 영국군희생자 묘역
임팔 도착
임팔 캉글라
임팔공항 이륙
콜카타공항 도착
포트 윌리엄
콜카타방송국, 콜카타 국립도서관, 빅토리아기념관
구 호라항구 자리
콜카타공항 조사
다이아몬드항구
콜카타 호라철교
전쟁기념관 관람
영국군희생자 묘역, 일본인묘지
턱잔 영국군희생자 묘역
양곤 부두
아웅산 묘역, 구 영국버마총독부
‘만달래이 언덕’
사가잉 언덕
만달래이 왕궁
밍에 일본군희생자 위령비, 만달래이공항 이륙
양곤공항 도착
양곤시청 앞 독립기념탑 광장
양곤시 국립양로원
구 영국군사령부 건물(현 미얀마정부청사)
양곤공항 이륙
인천공항 도착

숙박지
델리
델리

델리
델리
콜카타
임팔

임팔

임팔

콜카타

콜카타

콜카타
양곤
만달래이

만달래이
양곤

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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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본도(本島)와 펑후(澎湖)군도, 중국대륙과 지척인 진먼(金門)·마쭈(馬祖)를 포함 3
만 6천㎢의 면적에 2005년 10월 현재 2,275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섬나라이다. 전체 인구의 2

일제강점기 타이완으로 이주한 한인의 숫자는 연해주나 만주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적

％ 정도는 흔히 고산족(高山族)이라 불리는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족(漢族)이

지 않은 한인이 타이완에 이주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타이완 한인사회에서는 해

다. 18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타이완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한족도 그들이 쓰고 있는 방언

외 다른 한인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적극적인 정치·사회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무엇

(方言)에 따라 민남계( 南系)와 객가(客家)로 구분된다. 또한 타이완 이주(移住)의 선후(先後)

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타이완의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타이완

에 기준하여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타이완 독립파는

총독부는 타이완인의 정치 활동을 철저히 감시·통제하였음은 물론이고 타이완 내 한인의 활

1949년 국민당 정권을 따라 대륙에서 이주해온 외성인들을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타이완 내부

동을 감시하기 위해 각 경찰서마다 이른바‘선인계(鮮人系)’
를 두는 등 한인의 활동에 엄중한

에 중국적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여 사회적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있기도 하다.

감시를 다하였다.

처음 포모사(Formosa, 포르투칼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서

1922년 일본공산당 창당과 다음해 발생한 관동대지진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사회운동을 더

양에 알려졌던 타이완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슬픈 역사를

욱 강력하게 진압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1925년 4월 22일‘치안유

지닌 곳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한 정청꽁(鄭成功)과 그의 후손에 의해 20여 년 동

지법’
을 강행 통과시키고, 5월 7일 칙령(勅令)으로 이 법령을 조선·타이완·사할린·관동

안‘반청복명(反淸復明)’운동의 중심으로 자리하기도 하였던 타이완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주·남양군도에서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선포하였다.‘치안경찰법’
과‘치안유지법’
의시

청조가 일본에게 할양하면서 다시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배를 받는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나

행으로 1920년대 초반 문화협회(文化協會)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던 타이완의 정치·사회운동

일본의 타이완 접수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한 타이완

이 움츠러들기 시작할 무렵, 1928년 5월 14일 조명하(趙明河) 의거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인들은 타이완민주국을 성립하는 한편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식민지 통치질서의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던 타이완총독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를 당

은 당시 전국 병력의 3분의 1을 투입하여 반년만에야 겨우 타이완의 반일투쟁을 제압할 수 있

혹스럽게 하여 사건의 책임을 지고 6월 16일 타이완총독이 면직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었다.

었다.

1905년 4월 8일 황해도 송화군 하리면 장천리 310번지에서 출생한 조명하는 1924년 3월 공

타이완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통치 아래서도 타이완인들의 항일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그

립 풍천보통학교 6년 과정을 졸업하였다. 초등교육을 마친 뒤 잠시 고향에서 농사일을 돕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반일투쟁은 1915년 발생한 시라이안(西來庵)사건이었다. 장기간에 걸

1924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송화읍의 공의(公醫) 김윤희(金允熙) 밑에서 약국생으로 일

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가담자 색출에 나선 타이완총독부는 1,957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

하였다. 이어 조용기(趙傭基)의 한약방에서 약국생으로 일을 배웠으나 스스로 의약 방면에 소

데 1,413명을 기소하였다. 기소자 가운데 866명이 한꺼번에 타이난(臺南)지방법원에서 사형

질이 없음을 인정한 조명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일을 도우며 일본어와 영어 공부에 열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15년 뒤에 발생한

중하였다. 결혼 후 1926년 8월부터 한동안 황해도 신천군청 재무과에서 임시고용원으로 근무

원주민의 반일투쟁인‘우서사건(霧社事件)’
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은 폭격기를 동원하여 독가

했던 조 의사는 이후 고학(苦學) 목적으로 1926년 10월 일본으로 도항하였다.

스를 살포, 900명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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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산업 종사자만도 2천 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타이완의 한인사회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오오사카(大阪)에 거처를 정한 조명하는 낮에는 건전지공장과 메리야스공장에서 잡역부로

한반도와 타이완 사이에 언제부터 직접적인 왕래가 시작되었는지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

일하며 밤에는 상공학교(商工學校) 및 상공전수학교(商工專修學校)에서 수학하였으나 낮은

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타이완에 상주하는

급료와 학업 성취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마침 신문 보도를 통해 타이완의 풍족한 물질환경

한인이 처음 통계에 잡힌 것은 1910년이다. 이 해 겨우 두 명에 불과하던 타이완 거주 한인은

을 접한 조명하는 1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타이완행을 결심 1927년 11월 7일 단신으로 지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20년대 초반에는 1천 명을 돌파하였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基隆)으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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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에서 이 삼일을 머물며 직업을 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타이중으로 내려간 조
의사는 일본 출발 직전 취득한 상공전수학교 재학증명서를 내보이고 타이중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당시 타이중의 상업중심지였던 영정(榮町) 이정목(二丁目) 10번지 소재 일본인이 운영하
는 부귀원(富貴園)이라는 차포(茶鋪)에 월급 10원(十圓)을 받는 점원으로 취업하였다.

전제로 한 실천적 독립운동을 주창하며 1920년대 초반 임시정부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갔다.
1920년대 중반 무정부주의자들과 교왕(交往)한 신채호는 1928년 4월 텐진(天津)에서‘동방
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
에 가입하고 선언문 작성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조 의사가 타이중으로 내려온 지 반년 정도 지난 1928년 5월,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이자 일

무정부주의 활동에 나섰다. 선전잡지 발간과 폭탄 제조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하던 신채호

본 정계의 거물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久邇宮邦彦) 친왕이 육군특명검열사 자격으로 타이완

는 타이완 출신 무정부주의자로 당시 북경에서 활동 중이던 린삥원(林秉文)과 의기투합하여

에 도착하였다. 북부에서 검열을 마친 구니노미야는 5월 12일 타이중에 도착하여 현지 주둔 3

두 민족의 독립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군자금 마련 방안을 연구하였다. 위체(爲替 ; 외국환)를

대대에 대한 검열을 마치고 당시 타이완총독인 우에야마(上山滿之進)와 함께 명승지인 아리

위조하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한 두 사람은 당시 가치로 6만 4천 원에 상당하는 외환을 위조하

산(阿里山)을 관광하였다. 중부에서의 일정을 마친 구니노미야는 타이페이로 향하기 위해 숙

여 그 가운데 일부를 중국에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나머지 위체를 현금으로 소화

소인 타이중주지사(臺中州知事) 관사를 출발하였다.

시키기 위해 일본을 거쳐 타이완으로 향하였던 신채호는 1928년 5월 8일 지롱에 도착하자마

1928년 5월 14일 아침 9시 50분 경 구니노미야를 태운 승용차가 대정정(大正町) 일정목(一

자 일본 본토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기중이던 수상경찰에 체포되었다. 지롱 수상경찰서에서

丁目) 2번지 타이중주도서관 앞을 지날 때, 조 의사는 미리 준비해둔 단도를 꺼내들고 군중 속

간단한 심문을 받고 따롄(大連)으로 압송된 신채호는 따롄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에서 튀어나와 구니노미야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결국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뤼순(旅順) 감옥에서 복역 중 사망하였다.

사건발생 직후 일체의 보도를 엄금하던 타이완총독부와 일본정부는 한달 후인 6월 14일 오후

신채호가 연루된 위체위조사건에서 보이듯 일제강점기 조선과 타이완인들은 동병상련(同病

3시에 이르러서야 일본 내지와 조선·관동주 등지에서 동시에 그간 무성한 소문이 나돌던

相憐)의 감정에서 출발하여 두 민족의 독립 쟁취를 위한 여러 형식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조

‘불경사건’
의 전모를 발표하였다. 이어 사건 발생의 책임을 지고 6월 16일 타이완총독이 경질

선의열단과 타이완 출신 무정부주의자와의 관계, 민족독립운동을 위한 양국 공산주의 세력의

되었으며, 직접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니노미야는 이듬해 1월 사망하

연계, 타이완문화협회를 중심한 타이완 민족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연계 노력 등에

였다.

관한 더욱 활발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 태평양전쟁기 타이완에서 직접 남양

거사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조 의사는 타이중주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은 뒤 타이중형무소를

(南洋)으로 끌려간 다수의 조선 출신 위안부(慰安婦) 문제에 관한 명확한 조사와 연구도 식민

거쳐 타이페이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28년 7월 18일 타이페이고등법원에서 방청이 금지된

지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과 일본의 책임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심도 있게 다루

가운데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경죄의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조 의사는 1심 판결만으로 10

어져야 할 것이다.

월 10일 오전 10시 타이페이형무소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류장리(六張犁) 형무소 묘
지에 매장되었던 조명하 의사의 유해는 1932년 가족들에 의해 고향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조명하 의거는 일제강점기 타이완에서 일어난 거의 유일한 한인에 의한 일제침략 원흉에 대

簡炯仁,『臺灣共産主義運動史』
, 臺北, 前衛出版社, 1997.
魏廷朝 譯,『日本殖民下的臺灣與沖繩』
, 臺北, 前衛出版社, 1997.

한 응징 사건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타이완총독부는 이 사건을 염세주의에 빠져 자살을

黃英哲 譯,『臺灣總督府』
, 臺北, 前衛出版社, 2002.

생각하던 한 청년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진실을 감추려 하였다. 그럼에도

鍾孝上,『臺灣先民奮鬪史』
, 臺北, 自立晩報社, 1988.

불구하고 조명하 의거는 타이완과 중국에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黃榮鐘,『日據下臺灣政治社會運動史』
, 臺北, 晨星出版, 2000.

계기가 되었다.
조명하 의사의 의거가 있던 즈음, 타이완에서는 한인의 활동과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
하였다. 곧 신채호가 지롱(基隆) 수상경찰(水上警察)에 체포된 사건이다. 망국 후 중국대륙에
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신채호는 임시정부의 외교론과 준비론을 비판하고 무력투쟁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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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형무소(臺北刑務所) 구지

주 소
현재상태

臺北市 大安區 金山南路 2段 52號
형무소 외벽은 타이페이 성곽을 허물고 남겨진 석재를 이용하여 1910년대 초기
완성하였다. 1963년 도시계획으로 감옥이 이전된 뒤, 현재는 시 지정 고적(古蹟)
으로 북쪽과 남쪽의 외벽만이 남아 있다.

관련사항

1895년 세워진 타이페이형무소는 원래 타이페이성 내에 있었으나 1903년 1월
성 밖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타이완 각지에서는 항일의병의 무장투쟁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식민당국은 타이페이(臺北)와 타이난(臺南)에 대규모 감
옥을 건설하였는데, 타이페이형무소는 1910년대 초기 대북성곽을 허물고 남겨진
석재를 이용하여 외벽을 쌓았다. 동서남북 각 220미터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외
벽을 둘러친 타이페이형무소의 내부 건물 배치는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이래 서구 감옥 평면배치의 조류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1928년 5월
14일 타이중도서관 앞에서 일본 천황의 장인 구니노미야(久邇宮邦彦)를 처단하
려 하였던 조명하 의사는 거사에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 타이
중경찰서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은 조명하 의사는 타이중형무소를 거쳐 6월 14일
저녁 타이페이형무소로 이송되어 수형자 번호 152번의 명패를 단 채 독방에 수감
되었다. 7월 17일 타이페이고등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오전 10시
형무소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생의 마지막 4개월 가까이 조명하 의사
는 이곳 타이페이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뒤부터 집행되기까지
조명하 의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조용히 수형 생활에 임하였던 것으로 당시 형무
소장은 전하였다.

▲ 타이페이 형무소 구지 표지판(북쪽 외벽 안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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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형무소
구지 남쪽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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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형무소 북쪽 외벽

▲ 타이페이형무소 북쪽 외벽 반대방향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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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형무소 구지 표지판(북쪽 외벽 바깥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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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고등법원(臺北高等法院)

주 소
현재상태

臺北市 中正區 重慶南路 1段 124號
조명하 의사가 재판을 받을 당시의 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에 1934년 새로운 건
축물이 준공되어 현재까지도 대법원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일제강점기 타이완의 최고 사법기관은 타이완총독부에 예속된 타이페이고등법
원이었다. 식민지의 특수한 사법제도를 반영하듯 고등법원은 총독부와 길 하나
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하였다. 고등법원 아래로는 타이페이·타이중·타이
난 3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명하 의거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식민당
국의 필요에 따라 시급히 종결을 요하는 사안은 지방법원의 예심을 거친 뒤 고등
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으로 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28
년 6월 14일 타이중형무소에서 타이페이형무소로 이감된 조명하 의사는 7월 7일
타이페이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황족에 대한 위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았다. 주심 재판관과 4명의 배심관이 배석한 재판에서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하
였다. 반면 조 의사의 변론을 맡은 관선변호사 2인은 조 의사의 정신 상태가 온전
하지 못함을 들어 감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8
일 9시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황족에 대한 위
해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 75조에 의거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선고 후
조 의사는 최후를 각오한 듯 의연한 태도를 되찾고 일어서서 간수 5명이 호송하
는 가운데 퇴정하였다.

▲ 타이페이 고등법원 전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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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고등법원 좌측 전경

▲『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9일자에 실린『조명하 판결문 전문』
▲ 신광타워에서 내려다 본 타이페이고등법원과 대만총독부 건물(현 총통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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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 의거지 - 타이중주 도서관

주 소
현재상태

臺中市 中區 自由路 2段 2號
1928년 10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1년의 공사 끝에 다음해 10월 새 건물이 완
성되어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금융기관인 합작금고(合作金
庫) 타이중 지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1927년 10월부터 1년간 오오사카에 머물며 주경야독(晝耕夜讀)의 힘든 생활을
영위하던 조명하는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 타이완행을 택하였다. 1927년 11월 초
단신으로 지롱에 도착한 조명하는 타이페이에서 몇 일을 머문 뒤 후일의 거사 장
소인 타이중에 도착하였다. 조명하는 이후 반년 정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부귀원
(富貴園)이라는 차포(茶鋪)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다.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 타이중 합작금고

50분경, 특명검열사 자격으로 타이완을 순시하던 일본 천황의 장인 구니노미야
는 중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타이페이로 향하기 위해 숙소인 타이중주지사 관
사를 출발하였다. 구니노미야가 탄 자동차가 숙소로부터 약 3백 미터 정도 떨어
진 타이중주도서관 앞을 지날 무렵, 환송 나온 군중 사이에 서있던 조명하는 미
리 준비한 단도를 치켜들고 구니노미야가 탄 차를 향해 뛰쳐나갔다. 왼손으로 무
개차 뒷부분을 잡고 튀어 올라 오른손에 든 단도로 구니노미야를 처단하려 할
때, 앞자리에 타고 있던 경호원이 몸을 던져 구니노미야를 보호하여 일차 시도는
실패하였다. 이어 운전석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경호원이 차 밖으로 나와 조 의사
를 저지하려 하였고, 순간 자동차가 속력을 내어 멀어지자 조명하는 구니노미야
를 향해 단도를 던졌다. 그러나 구니노미야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투척
한 단도에 맞아 운전수가 등 왼쪽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거사 실패 직후 조명
하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타이중경찰서로 압송되었다.

▲ 조명하의 제2차 거사 장소(구니노미야에게 칼을 던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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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중 시청쪽에서 바라 본 옛 타이중주도서관

▲ 타이중주도서관 앞(사진 좌측)에서 척살을 시도한 후 2차로 단도를 던진 곳(사진 우측)

▲ 타이중 합작금고로 쓰이고 있는 옛 타이중주도서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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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 근무지 - 부귀원(富貴園)

주 소
현재상태

臺中市 西區 繼光街 10號
부근에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부귀원(富貴園) 자리
는 십자로의 모퉁이 요지인지라 일찌감치 아파트로 바뀌었다. 당시 지적도를 확
인한 결과 영정(榮町) 2정목(丁目) 10번지(番地)는 현재의 계광가(繼光街) 10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사항

1년간 오오사카에서 주경야독(晝耕夜讀)하였으나 어려움에 처한 조명하는 신문
보도를 보고 타이완행을 결심하였다. 1927년 11월 7일 단신으로 지롱에 도착한
조명하는 2∼3일간 타이페이에 머문뒤 타이중으로 향하였다. 오오사카상공전수
학교(商工專修學校) 재학증명서를 내보이며 자신을 센다이(仙台) 출신의 평민 명
하풍웅(明河豊雄)이라고 소개한 조명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월급 십원에 당시
타이중의 상업중심지였던 영정(榮町) 2정목(丁目) 10번지(番地) 소재 일본인 지전
정수(池田正秀)가 경영하는 차포(茶鋪) 부귀원(富貴園)에 취업하였다. 후일의 거

▲ 부귀원 터 정면(현재 주상복합건물 ; OK편의점)

사 장소인 타이중주도서관은 부귀원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
다. 타이중주도서관은 구니노미야의 숙소였던 타이중주지사 관사에서 타이중역
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할 곳인데다 도로가 좌측으로 구십도로 꺾여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곳이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배달을 다니
며 주변 지리에 익숙했던 조명하가 도서관 앞을 거사 장소로 정한 것도 결코 우
연이거나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부귀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동안 조
명하는 인근 초음정(初音町) 조선루(朝鮮樓)의 기생으로 당시 26세이던 설순란
(薛順蘭)과 가끔 만나 유천(柳川)을 거닐며 서로를 격려하고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5월 11일 조명하는 곧 조선으
로 돌아갈 것이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조명하는 구니노
미야가 타이중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이미 거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명하 의거를 실의에 빠져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던 식민지
청년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사건으로 규정한 타이완총독부의 발표는 사건의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 부귀원 터(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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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경찰서(臺中警察署)

주 소
현재상태

臺中市 西區 三民路 1段 178號
체포 직후 조명하 의사가 수일 동안 구금되었던 곳이다. 1934년 구청사를 허물
고 원래의 자리에 신축한 건물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타이중경찰국
제1분국(分局)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1928년 5월 14일 10시경 거사 현장인 타이중주도서관 앞에서 체포된 조명하는
즉시 현장에서 수백 미터 정도 떨어진 타이중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처음 자신을
센다이(仙台) 출신의 명하풍웅(明河豊雄)이라고 주장하였던 조명하는 계속되는
엄중한 심문에 조선 출신임을 실토하였다. 첫 번째 심문 직후부터 15일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여러 차례 구토가 이어지고 조 의사가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빠지
자 유치장에는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났다. 15일 새벽 4시 20분 조명하의 구토물
가운데 종이에 쌓인 염산몰핀이 발견되었다. 후일 조사 결과 이 약물은 조 의사
가 오오사카에서 구입한뒤 계속 몸에 지니고 있던 것으로, 거사 직전 도서관 앞
에서 복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장(灌腸)과 위 세척은 물론 장뇌유(樟腦油) 주
사까지 맞은 뒤에도 조 의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17일까지도 의식이 몽롱하

▲ 타이중주경찰서 건물 정문

고 두 차례나 설사를 하였다. 이후 의식이 점차 회복되자 5월 19일 오후 타이중지
방법원으로 이첩된 조명하는 엄중한 감시 속에 타이중형무소 미결감 독방에 27
일간 수감되었다. 타이중에서 세 차례 예심을 받은 조명하는 6월 14일 오후 1시
53분 형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주이펀(追分)역에서 열차편으로 타이페이로 압송
되어 6시 40분 타이페이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조명하가 체포되어 처음 수감된 타이중주경찰서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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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롱수상경찰서(基隆水上警察署)

주 소

基隆市 中正區 中正路 5-1號

지롱수상경찰서
(현(지롱항무경찰국)

현재상태

신채호가 체포되어 취조 받았던 일제시기 지롱수상결찰서 자리는 현재 지롱항
무경찰국(基隆港務警察局)이 들어서 있다.

지롱세관
지롱항

관련사항

로
중정

일본과 가장 가까운 데다 천연적인 양항(良港)의 조건을 갖춘 지롱항은 또한 타

창롱(長榮)호텔

이페이와도 가까워 일제강점기 타이페이는 물론이고 타이완의 관문(關門) 역할

시정부(市政府)

을 하였다. 당시 지롱항은 타이완과 조선·일본·중국을 오가는 각종 선박이 쉴
새없이 오가는 중요 항구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타이완으로 이주한 한인(韓人)
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롱항을 통해 타이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일제강점기 지롱
은 타이페이주(臺北州)에 예속되어 있었다. 당시 지롱에 설치된 경찰기구로는 경
찰서·수상경찰서·소방경찰서가 있었는데, 각 기구는 독립된 단위였다. 1928년
4월 천진에서‘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에 가입한 신채호는 당시 북경 화북물산공
사(華北物産公司)에 근무하던 타이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린삥원(林秉文)과 뜻
을 같이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체(爲替)를 위조하였다. 위
조한 위체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신채호는 나머지를 소화하기 위
해 일본 고베(神戶)를 거쳐 모지(門司)에서 항춘환(恒春丸)에 승선하여 1928년 5
월 8일 지롱에 도착하였다. 이미 중국대륙에서부터 신채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

▲ 지롱 수상경찰서(현재 지롱항무경찰국) 정문

던 일본당국은 타이완총독부에 신채호의 출발 일자와 탑승선박명을 타전하였고,
지롱항에 도착하자마자 수상경찰에 체포되어 5월말 따롄(大連)으로 압송될 때까
지 수상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신채호가 타이완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대련
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은 이유는 사건의 발단이 된 위체 위조 장소가 중국대륙
이었기 때문이다.

▲ 지롱항입구에서 바라본 수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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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롱 수상경찰서(현재 지롱항무경찰국) 전경

▲ 멀리 지롱수상경찰서가 보이는 지롱항 전경

▲ 창롱(長榮)호텔 쪽에서 바라 본 지롱수상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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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기 반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현재

책동지이기도 하였다. 중국근현대 혁명사의 진행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홍콩은 또한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이며, 중국 정부

1925년 6월 18일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6개월이나 계속된 성항(省港)대파업에서 보이듯 식민

에서 임명하는 행정장관(行政長官)을 수반으로 하고 있다. 1,092 ㎢의 면적에 700만의 인구

당국의 감시와 압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족운동의 중요 거점이기도 하였다.

를 지닌 홍콩은 크게 홍콩섬(香港島), 구룡(九龍), 신계(新界)의 세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44

근대 이후 홍콩은 비록 식민지이기는 하였으나, 서구 민주주의의 모델인 영국의 지배를 받

홍콩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인 진한(秦漢)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은 탓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었고 직접적으로 식민지당국에 위해가 되지 않는 이상 정

중엽 이전까지는 한낱 변경의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편전쟁(鴉片戰爭)에서

치적 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된 곳이었다. 따라서 20세기 초 중국의 많은 정치인물들은 물론이

승리한 영국이 홍콩의 지리적 이점에 착안하여 청조에 홍콩의 할양을 요구하였고, 남경조약

고, 한국이나 베트남 등 식민지 애국지사들의 민족운동 또한 홍콩을 무대로 펼쳐졌다. 이 무

(南京條約)을 통해 청조가 정식으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면서 이후 1백 수 십 년에 걸친 영국

렵 홍콩을 무대로 전개된 한인지사의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것이 박은식(朴殷植)의 활동이다.

식민지배의 막이 올랐다. 이는 또한 홍콩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게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

1911년 6월 국내에서의 애국계몽운동을 접고 서간도로 망명한 박은식은 1912년 5월 북경으

하였다. 영국이 홍콩을 접수한 직후의 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홍콩의 인구는 1만 5천 정도였

로 활동의 중심을 옮겼으나 9월 일본공사관에 구금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그 해 말경 북

다. 점유 초기 식민당국은 당시 국왕인 빅토리아(Victoria)여왕의 위업을 기리는 의미에서 시

경을 떠난 박은식은 상해와 남경 등 창쟝(長江) 일대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제사(同濟社)

중심의 대도(大道)를 황후대도(皇后大道, Queen’
s Road)라 명명하였다.

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합작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조직하는 한

홍콩섬의 맞은편에 중국대륙과 접해 있는 지역을 구룡(九龍)이라 칭한다. 지리적으로 보면

편으로 중국의 혁명파 인사들인 황씽(黃興), 천치메이(陳其美) 등과 교유하였다. 당시 중국은

구룡은 사자산(獅子山)과 비아산(飛鵝山) 이남 지역을 이른다. 1860년 영·불연합군의 북경

신해혁명이 발발한 직후로 쑨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의 국민혁명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위

점령 이후 체결된 북경조약(北京條約)에서 현재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는 앙선주(昻船洲)

앤스카이(袁世凱) 중심의 정치 세력이 점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던 무렵이었다. 혁명

를 포함하여 구룡반도 침사추이(尖沙咀)에서 계한가(界限街) 이남을 영국에 할양하고，계한

파의 세력이 비교적 강했던 남방(南方)에서 활동하며 혁명당과 교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박

가 이북에서 사자산에 이르는 지역은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후일 영

은식의 관심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언론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

국이 청조를 압박하여 신계(新界)를 조차하면서 계한가 이북에서 사자산에 이르는 지역도 함

취에 있었다. 박은식이 상해에 머물고 있던 1913년 여름, 중국에서는 쏭쟈오런(宋敎仁) 암살

께 영국에 조차되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신계 조차와 더불어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계

사건, 대차관안, 외몽고문제, 국민당적 3도독(都督) 해임안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한가 이북 지역을 신구룡(新九龍)이라 칭하였다.

여 벌어진 반위앤스카이투쟁, 곧 2차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새로운 조계(租界)라는 의미를 지닌 신계(新界)는 무력을 앞세운 영국이 홍콩섬과 구룡에 이

공화와 반공화를 둘러싸고 중국 내의 사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던 중 박은식은 잡지 발

어 청조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열강의 중국에서의 세력범위 획정이 한창이던 1898년 영국은

간을 요청하는 김범재(金凡齋)의 초청을 받아 1913년 10월 홍콩으로 향하였다. 10월 7일 홍콩

청조를 강박하여 탁전홍콩계지전조(拓展香港界址專條)를 체결, 현재 홍콩국제공항이 있는 대

에 도착한 박은식은 홍콩의 중심가인 황후대도중(皇后大道中, Queen’
s Road Central) 88호

여산(大嶼山)과 기타 부속도서를 포함한 심천하(深土川河) 이남에서 계한가(界限街) 이북의 토

의 2층에 머물며 잡지 발행을 준비하였다. 두 달 가량의 준비 끝에 1913년 12월 20일『향강잡

지를 99년간 조차하였다. 99년이라는 조차 기한의 명시는 또한 1997년 홍콩 반환의 법적 근

지(香江雜誌)』창간호가 발행되었으나 그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창간호를 제외

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 후속호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향강잡지는 3~4호까지 발간하고 1914

중국대륙과 지척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홍콩은 청말(淸末)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한 혁명

년 봄에 정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강잡지의 정간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확실한 이유를 찾

세력의 거점으로 자리하였고, 혁명당이 주도한 최초의 무장혁명거사인 광저우(廣州)거사의

을 수 없다. 정간의 원인이 잡지에 위앤스카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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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박은식 스스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 어쨌든 이 무렵은 2차 혁명이 실패로 마감

전선이 확대되자 안정근은 가족을 이끌고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떠나 홍콩으로 피신하였

되어 대부분의 혁명당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혁명파의 후원을 받던 잡지사가 재정적

다. 한편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안공근은 일본군의 상해 침공이 임박하자 김구 선생의 모친

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2차 혁명을 신속하게 진압하

만을 모시고 급히 상해를 빠져나와 쟈씽(嘉興)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상해에 남겨진 자신의

여 혁명당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정적들을 제거한 원세개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인지라

가족과 안중근 의사의 유족을 구하기 위해 몰래 상해로 잠입하였던 안공근은 자신의 가족만

비록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 하여도 만약 향강잡지에 위앤스카이를 비판하는

겨우 구출해내었을 뿐 안중근 의사의 유족을 구해내지는 못하였다. 충칭(重慶)을 거쳐 홍콩으

글이 실렸다면, 당시 위앤(袁)의 영향력으로 보아 홍콩당국을 통해 잡지의 정간을 관철시킬

로 활동무대를 옮긴 안공근은 형 안정근과 함께 여전히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당시 창사(長

수 있었을 것이다.

沙)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일원으로 홍콩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

박은식은 현지의 중국인들과 합동으로 향강잡지를 발행하였다. 중국인들과 합동으로 발행

신한 인물들로는 안정근, 안공근 외에도 사촌인 안경근(安敬根), 김인(金仁), 안우생(安禹生)

하게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한 관계를 긴밀하

등이 있었다. 이들은 홍콩에서 항일선전자료 및 기타 정보 수집에 매진하였다. 한편으로 동지

고 절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두 민족의 장래를 위해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규합에 노력하였으나 당시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韓人)은 대부분이 노인이었던지라 이 방면

러나 애초부터 단명으로 잡지를 끝낼 의도가 없었으니, 이는 창간호에 잡지구독료를 매월, 반

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년, 일년 단위로 명시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1930년대 초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홍콩의 대외무역액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었다. 이 해 수정(修訂)된「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
과「용병강령(用兵綱領)」
에서 일본 군

보였다. 그러나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의 폭발 이후 일본군에 의해 중국 동부해안의 중요

부는 장래 영국과 작전 시 영국의 동아시아 근거지를 철저히 파괴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항구들이 점령되자 홍콩은 중국 내지와 해외를 연결하는 보급선이자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였다. 다만 이때는 작전목적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 일본

군사무기의 반입항으로서 중국의 항일전쟁(抗日戰爭)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 홍콩 점령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39년말이다. 1940년 7월 남진(南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남방의 몇몇 항구들이 중국 정부의 물자보급선으로 자리하자 일본은

進 ; 홍콩과 말레이 및 필리핀 등지를 포함)을 위해‘신속한 중국사변의 해결’
을 결정한 일본

1937년말 광동 남부 따야만(大亞灣)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작전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것

육군성은 홍콩 침공을 위한 작전 준비를 서둘렀다. 1941년 11월 6일 일황(日皇)의 최종 공격명

은 1938년 10월 12일이었다. 10월 21일 광저우(廣州)가 일본군 수중에 들어가고 선전(深土川)까

령이 하달되자 이를 접수한 중국파견군총사령은 제23군 38사단을 홍콩 공격의 주력으로 정

지 일본군이 진주하였으나 홍콩은 아직 전란에 휩싸이지 않았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대

하였다.

륙으로부터 다수의 난민이 홍콩으로 유입되었다. 결정적으로 광주 함락의 영향을 받아 홍콩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동시에 홍콩 침공을 개시한 일본군은 13일까지 홍콩섬을 제

으로 몰려든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일전쟁 발발 직전 100만 정도였던 홍콩

외한 신계(新界)와 구룡(九龍) 전역을 점령하였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홍콩섬에 포격을

의 인구는 일본군이 홍콩을 침공한 1941년 말에는 160만으로 증가하였다.

가했던 일본군은 18일 저녁 홍콩섬 동북의 폭콕(北角)에 상륙하여 25일에는 홍콩섬 전역을 장

중일전쟁 발발 전 상해를 비롯하여 중국 내 여러 곳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요인들과 여타

악하였다. 일본군의 홍콩 침공 시 보병 4천 명, 캐나다 지원군 2천 명, 중국·영국·호주·미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전쟁이 시작되자 내지(內地)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국 및 기타 국가 인사로 구성된 홍콩의용군 1,600명, 2천 명의 영국 포병부대를 포함 1만 4천

고달픈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독립지사 가운데 일부는 아직 일본의 마수가 미

명에 이르렀던 홍콩수비군 가운데 5,300명이 전투 과정에서 혹은 포로 생활시에 사망하는 참

치지 않은 홍콩으로 활동의 중심지를 옮겨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는데 안중근 의사

담한 희생이 있었다.

의 형제인 안정근(安定根), 안공근(安恭根)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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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처음으로 홍콩 점령을 장기적인 목표로 정한 것은 중일전쟁 도발 1년 전인 1936년이

홍콩섬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날인 1941년 12월 26일 일본군은 군정청(軍政廳) 성립에 착수

47

하였다. 예하에 총무(總務)·민정(民政)·경제(經濟)·사법(司法)·해사(海事)의 5부를 둔 군

전쟁포로 가운데 3천 명을 일본본토로 보내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1,100

정청 최고장관은 홍콩침공군사령관이 맡았다. 1942년 2월 20일 홍콩이 자신들의 점령지임을

명의 포로가 일본으로 가던 도중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희생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홍콩

공식 선언한 일본은 기존의 군정청을 폐지하고 정식으로 점령지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일본

에 남겨진 포로들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로 보수와 비행장 확장공사에 동원되는 등 강제노

전시내각 직할기구의 하나였던 홍콩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홍콩은 일본의 영지(領地)로 자리하

역에 혹사당하였다.

게 되었다. 이로부터 홍콩의 지위는 조선·대만과 동일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남아 여타 점령
지와는 달리 일본은 홍콩에 이른바‘자치·괴뢰정부’
를 두지 않았다.

전쟁포로 외에 이전 홍콩총독부 관원과 상인 및 그 가족 약 3천 명의 외국인들도 일본의
홍콩점령과 동시에 강제수용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전(戰前) 감옥으로 이용되던 첵츄(赤柱)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진주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른바 위안소(慰安所)가 설치되어 일

감옥과 그 인근의 스테파니서원(聖士提反書院)에 분산 수용되었다. 홍콩 점령기간 일본은 여

본·조선·대만·중국 출신의 위안부가 파견되거나 혹은 점령지의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도

러 곳의 전쟁포로 수용소와 민간인 수용시설에 강압적으로 모집한 한인포로감시원을 배치하

하였다. 점령기간 일본군은 역시 홍콩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홍콩을 점령한 직후인 1942년

였다.

초, 위안소 설치에 관한 상부의 명령을 받은 군정청은 완짜이(灣仔) 일대를 위안구(慰安區)로

1942년 5월부터 모집된 약 3천 명의 포로감시원은 부산 서면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하고 사전 예고 없이 3일 내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지를 옮기도록 명령하였다. 이어

동남아 각지로 분산 배치되었다. 이 가운데 홍콩에 배치된 포로감시원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

구룡 지역에도 설치된 위안소는 주로 홍콩 점령 전 화남지역에 파견되었던 위안부들로 채워

지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재차 홍콩을 접수(接收)한 영국군은 홍콩주둔 일본군과 군속

졌다.

을 구류(拘留)하고 한교(韓僑)를 집중 수용한 뒤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1946년 4월 9일 홍콩

1938년 11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대만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위안부는 2,268명에 이르렀다.

으로부터 동포 290명이 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귀환하였다. 이 가운데 158명은 일본 군속으로

이 가운데 상해와 화북지역에 파견된 129명을 제외한 2,139명이 화남지역에 파견되었고, 그

근무하던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동포들이었다. 해방 이후 1949년 1월말까지 홍콩에서

가운데 일부는 후일 홍콩에 설치된 위안소로 재차 파견되었다. 동일기간 대만을 통해 중국으

귀환한 동포가 302명이었다. 싱가포르 등 여타 지역에서와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전시 홍콩에

로 파견된 조선인 위안부는 681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한 674명이 화남지역에 파견되

서 포로감시원을 담당했던 한인은 전후(戰後) 단 한 사람도 전범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지거나

었고, 이후에도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직접 한반도에서 동남아로 파견되거나 대만을 통해 각

장기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지로 파견되었다. 다만 일본점령기 홍콩에 파견된 조선인 위안부의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
기 어렵다.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한 이후 파악한 전쟁포로는 부상병을 포함하여 10,947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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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전쟁포로는 구룡 병영(兵營)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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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1942년 1월 하순 구룡 병영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 가운데 약 2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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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을 각기 분산 수용하여 더욱 엄격한 감시를 진행하였다. 1942년 가을부터 일본은 홍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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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강잡지(香江雜誌)사 구지

주 소
현재상태

香港 中環 皇后大道中 88號
홍콩섬의 중심가에 자리한 탓에 이미 고층빌딩(勵精中心)이 들어서 있다. 1977
년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84호에서 90호까지 한 지번(地番)으로 통합되었다.
이전 향강잡지사 자리는 현재 건축물의 중간에서 우측으로 치우친 곳으로 생각
된다.

관련사항

중국
여행사

1859년 9월 30일 황해도에서 출생한 박은식(朴殷植)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

皇 后 大 道 中

대 대통령을 지낸 독립지사이자 애국계몽운동가요 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다.『황성신문』주필로서 한일합병 이전 이미 일제의 침략정책을 비판하고, 국민
勵精中心(
84~90호

들에게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1904년에는『대한매일신보』주
필로 대한제국의 취약성과 일제의 잔혹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을사조약이

향강잡지사(구지

강제 체결되자 조약의 진상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을사조약 이후 대한자강회, 신
민회 등 애국계몽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교육 개혁과 유
교 개혁을 통해 민력 개발과 국력 강화를 강조하였던 박은식은 한일합병 후 망
국의 한을 달래며 복국(復國)의 뜻을 굳히고 1911년 6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만주에서는 직접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다양
한 한국고대사 관련 서적을 저술하였다. 1912년 5월부터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
며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 지사를 만나 독립운동의 방법을 협의한 박은식은 이
해 7월 상해에서 신규식(申圭植)·홍명희(洪命熹) 등과 동제사(同齊社)를 조직하
였다. 당시 중국의 혁명파 인사들과 널리 교유하였던 박은식은 동제사를 기반으
로 한중(韓中) 양국민의 결속 강화를 위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조직하였
다. 위앤스카이(袁世凱)의 전제적 통치형태에 반대하는 혁명파와 교류를 가지고
는 있었지만 박은식의 관심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언론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에 있었다. 마침 이 무렵 김범재(金凡齋)의 요청이 있자 이에 응
하여 1913년 10월 7일 상해로부터 홍콩에 도착한 박은식은 황후대도중(皇后大道
中) 88호 2층에 기거하며 이곳에서 두 달의 준비를 거쳐 1913년 12월 20일 정론
성잡지(政論性雜誌)인『향강잡지』
를 발행하였다. 1914년 봄 재정적인 이유 혹은
위앤스카이의 간섭으로 잡지가 정간되자 상해로 되돌아갈 때까지 반년간 박은식
은 잡지사에서 숙식하며 오로지 집필과 편집에 몰두하였다.

▲ 향강잡지사 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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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바뀐 향강잡지사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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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후대도가 오른쪽에서 바라본 향강잡지사 구지
▶ 향강잡지 창간호 표지

▲ 황후대도가 왼쪽에서 바라본 향강잡지사 구지
▲ 주소 표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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첵츄수용소(赤柱收容所, Stanley Prison)

주 소
현재상태

香港 東頭灣道 99號
1937년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태평양전쟁기에는 민간인수용소로 이용되기
도 하였다. 현재는 홍콩정부 징교서(懲敎署) 관할의 감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에 홍콩징교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관련사항

홍콩에 처음 감옥이 세워진 것은 1841년 8월이다. 곧 청조로부터 공식적으로
홍콩을 할양받기 이전에 영국은 감옥을 두었고 감옥에 관한 법례(法例)가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였다. 첵츄감옥은 1937년 1월부터 사용되었다. 홍
콩을 점령한지 1개월 정도 지난 1942년 1월 하순, 일본군은‘적성은행(敵性銀
行)’청산에 동원시킨 고급은행원을 제외한 전 홍콩총독부 관원과 상인 및 그 가
족 등‘적성국민(敵性國民)’약 3천 명을 첵츄감옥과 스테파니서원 일대에 조성
된 첵츄수용소에 수용하였다. 이들 가운데 2,325명은 영국인이었고, 미국인은
29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서구인이었다. 수용자들은 수
용소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여러 위원회(委員會)를 조직하였으며 전 보정사(輔
政司) 존슨이 수용자 대표로 선출되어 일본과의 교섭에 임하였다. 초기부터 수용
소 내부의 질서가 잘 유지되었기에 후일 한인포로감시원들이 이곳에 배치된 이
후에도 감시원과 수용자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
기 남양 각지에 배치된 한인포로감시원들이 일본군의 지시를 받아 전쟁포로나
민간인 수용자들을 가혹하게 대하여 전후(戰後) 전범으로 몰려 사형되거나 고초
를 당하였다. 이에 비해 홍콩에 배치된 포로감시원들이 전쟁이 끝난 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질서는 제대로 유지되었으나 수용소의
공간이 비좁은데다 식료품이 부족하여 3년 8개월이라는 장기 구금으로 수용자들
은 대부분 극심한 영양불량·기아와 질병에 시달려 150명이 사망하였다. 이 가
운데 일부는 감시를 피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다 발각되어 처형된 경우이다. 그러
나 전쟁기간 일본에 의해 점령된 동남아 여타 지역의 수용소와 비교해보면 첵츄
수용소의 사망률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첵츄반도(赤柱半島)의 자연환경이 비교
적 좋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일본 군속으로 근무했
던 한인과 위안부 및 일반인이 귀환하기 전까지 수용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 첵츄감옥 앞 홍콩징교박물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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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징교박물관 본관

▲ 첵츄감옥 전경

▲ 첵츄감옥 안내소와 정문
▲ 홍콩징교박물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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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과 태평양의 접점(接點)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말레이연방에서 독립

상적인 거점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특히 그는 싱가포르를 무관세의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

한 독립공화국으로 정식명칭은 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다. 전체 면적은

위해 노력하였다. 특수한 지리위치를 지닌 데다 관세(關稅)가 없는 싱가포르는 동남아 권역

692.7㎢에 약 450만의 인구를 가진 소국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부터 국가의 발전

무역은 물론이고 서방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여 1823년 겨울에는 인구가

방향을 아시아의 관광, 상업 및 금융중심으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 기술훈련 및 투자전

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때 이미 싱가포르 인구의 태반은 중국계가 차지

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한 싱가포르는 비록 면적은 협소하지만 세

하였다는 것이다. 1824년 래플즈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조호르(Johore) 술탄으로부터 싱

계에서 가장 번잡한 무역항이자 50여개 국가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매년 1천 2백만의 승객이

가포르를 영원히 동인도공사에 할양한다는 약속을 얻어내었다.

이용하는 국제적인 항공교통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국가발전전략의 성공으로 현재 싱가포

1842년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할양된 것은 싱가포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의 하나일 정도로 국민소득이 높은 부국(富國)으로 성장하

하였다. 홍콩의 할양과 중국의 5개 항구 개항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홍콩과 상해가 차지하는

였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외에 영국계가 주를 이루는 다민족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비중이 날로 높아갔다. 이에 따라 유럽과 인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의 길목에 위치한 싱

민족구성이 다양하듯 영어 외에도 중국어와 말레이어 및 인도어가 두루 통용되고 있다. 여러

가포르는 동남아와 중국의 상업이 발전할수록 덩달아 번영을 구가하였다. 1860년 싱가포르의

민족 가운데서도 숫적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정치와 경제면의 주도권을 장악하

인구는 8만 2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계 이민이 5만을 초과하였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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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원(孫文)이 창도한 중국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싱가포르는 혁명당의 중요한 해외거점 가운

그 존재가 처음 문헌기록에 나타난 7세기경 싱가포르는 테마세크(Temasek)란 이름으로 불

데 하나였다. 중국대륙에 인접한 홍콩이 무장혁명 거사의 책동지였다면 남양(南洋)의 중심인

렸다. 해성(海城)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곳은 수마트라(Sumatra)에 근거를 두고 말레이반도까

싱가포르는 혁명 경비의 모금처이자 혁명선전 간행물의 주된 간행처이기도 하였다. 1904년

지 영역을 확장했던 스리비자야(Sri Vijaya)왕조의 무역중심이었다. 13세기경에 이르러 테마

『도남일보(圖南日報)』
를 시작으로 신해혁명 이전까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혁명파의 신문으

세크는 사자성(獅子城)이라는 의미의 싱가푸라(Singapura)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로는『중흥일보(中興日報)』
,『성주일보(星洲日報)』
,『남교일보(南僑日報)』
가 대표적이었다. 이

14세기에 이르러 여러 세력의 각축장이 되면서 전화(戰禍)를 입어 폐허로 변한 싱가포르는 한

러한 전통을 이어 중화민국 성립 이후 싱가포르에서 발간된 가장 중요한 혁명파의 신문이『국

동안 세인의 관심 밖에 놓이기도 하였다.

민일보(國民日報)』
였다. 1913년 여름, 2차 혁명에 실패한 뒤 일본으로 망명한 쑨원은 혁명진

15∼16세기 이후 본격화된 서구 해상세력의 동방경영에서 선두주자는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영을 재정비하여 중화혁명당(中華革命黨)을 결성하였다. 이후 한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반위

었다. 뒤이어 동방경영에 나선 네덜란드는 향료(香料)의 가치에 주목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동

앤스카이(袁世凱) 운동을 전개한 혁명당은 동경에서 기관지인『민국잡지(民國雜誌)』
를 간행하

남아 경영에 나섰다. 서구 해상세력 가운데 가장 늦게 동남아 경영에 나섰던 영국은 동방으로

였고 세계 도처에서 10여종의 혁명선전 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무렵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의 진출 과정에서 한때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심한 견제를 받았다. 이에 영국은 동남아 진출을

지역의 혁명파들도 언론을 통한 반위앤 활동 전개를 위해 힘을 모아 1914년『국민일보』
를발

위한 필요에서 네덜란드 세력이 직접 장악하지 않은 곳에 자신들의 세력 근거지를 마련하고

행하였다.

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바람을 충족시킨 인물이 래플즈(Sir Thomas Stamford

1913년 중국으로 들어가 만주와 북경 등지를 돌며 민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던 홍명희(洪命

Raffles)였다. 페낭(Penang)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말레이어에 능하고 현지 사무에도 밝았

熹)가 1915년 3월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한동안 머물며 활동하였던 곳이 바로 국민일보사였

던 그는 1811년부터 5년간 영국 동인도공사의 대표로 자바(Java)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홍명희가 멀리 싱가포르까지 가게 된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19년 1월 래플즈가 상륙하였을 당시 싱가포르는 인구 150명 정도의 소규모 어촌에 불과하

다만 박은식(朴殷植)이 언론을 통한 민족운동을 위해 화교들의 후원으로 홍콩에 머물렀던 것

였다. 그러나 남다른 안목을 지니고 있던 래플즈는 싱가포르가 향후 영국 해외무역의 가장 이

과 마찬가지로 홍명희 역시 중국혁명에 적극적인 화교들과 손잡고 민족운동의 새로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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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 도착 후 수개월동안『국민일보』발행소에 머물렀던 홍명

은 두드러졌다. 일본군의 본격적인 침공이 있기 전 싱가포르에는 전투 가능한 비행기가 158대

희는 함께 싱가포르에 도착했던 다른 동료들과 킴퐁로(金榜路)에 따로 거처를 정하고 1917년

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617대의 비행기를 싱가포르 공격작전에 투입하였다. 또한

12월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거주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

싱가포르에 배치된 해군의 주력함 웨일즈친왕(Prince of Wales)호와 돌격(Repules)호가

명희 일행은 말레이반도에 고무농장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홍명희의 구

1941년 12월 10일 일본 공군의 공격으로 침몰하여 싱가포르의 방위력은 상당 부분 구멍이 뚫

체적인 활동상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린 상태였다. 1941년 12월 9일 일본군이 말레이반도 북부에 상륙한 뒤에야 영국은 황급히 말

1920년대 중국 내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상해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중국인들은 영국
을 비롯한 외국세력과 외국인에 대한 폭력과 보이콧의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였다. 그 영향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장비도 밀림전에 부적절한 것이었다.

로 1925년 이후 한동안 싱가포르에서는 국민당(國民黨)을 불법조직으로 간주하여 단속이 시

작전 개시 50여 일 만에 말레이반도 전역을 장악한 일본군은 1942년 2월 9일 새벽 조호르

행되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현지 화교사회의 힘을 빌어 민족독립을 고취하

해협을 건너 싱가포르 서북부에 상륙하였다. 당시 8만 명의 전투 인원이 싱가포르 방어에 투입

려던 한인(韓人)의 활동이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였다. 따라서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까지 싱

되었고 일본군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만 5천 명의 전투병력이 동원되었다. 일주일에 걸

가포르에서는 별다른 한인의 정치·사회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친 싱가포르 방어전에 실패한 영국군은 2월 15일 저녁 일본군에 투항하였다. 영국의 공식기록

싱가포르 지역에 한인의 발자취가 다시 또렷하게 찍히기 시작한 것은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말레이 방어전에서 8,700명의 영국·호주·인도의용군이 희생되었다.

수중에 들어간 1942년 이후의 일이었다. 일본이 싱가포르 점령작전을 처음 구상한 것은 1936

싱가포르 점령 3일 후인 1942년 2월 18일, 일본군 제25군 총사령부는‘대검증(大檢證)’
이라

년에 수정(修訂)한「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
과「용병강령(用兵綱令)」
을 통해서였다. 당

이름 붙인 대규모 숙청활동을 예하 부대에 하명하였다. 싱가포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

시 일본은 장래 영국과 결전 시 홍콩과 더불어 영국의 동남아 근거지인 싱가포르를 철저히 파

된 대검증의 목적은 화인(華人)‘불량분자’
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때 반일분자로 몰려 학살

괴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된 단계는 아니었다. 싱가포르

된 중국계 피해자 숫자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 5천에서 최대 5만에

에 대한 일본의 침략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1941년 10월경이었다. 남양(南洋) 지역 미국·영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네덜란드 식민지에 대한 점령계획을 구체화시킨 작전계획에 따라 1941년 12월 8일 진주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은‘남방의 빛’
이라는 의미의 쇼난도(昭南島)로 싱가포르의 이름

만 기습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대한 공습도 단행하였다. 다음날 일본군이 말레이반도 북부에

을 바꾸었다. 1942년 3월에는 말레이와 싱가포르를 관리하기 위한 군정감부(軍政監部)가 설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본격적인‘태평양전쟁’
의 막이 올랐다.

치되었고, 싱가포르는 시장(市長)을 수뇌로 하는 특별행정구로 구분되었다. 이후 3년 6개월에

일본의 남양(南洋) 침공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영국은 장래 태평양해전이 발발하게 되면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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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싱가포르에 증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밀림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걸친 일본군의 점령기간 싱가포르의 구질서와 이전의 생활방식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가포르가 최적의 방위지점이 되리라 예견하고 싱가포르의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영국은 장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의 당면 과제는 8만 명에 이르는 전쟁포로와‘적성국민(敵性國

래 적(일본)의 침공이 남중국해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여 1930년대 싱가포르 방위공사

民)’
으로 구분되어 필히 격리해야 할 2천 명의 민간인을 수용하는 문제였다. 싱가포르 점령

의 중점은 해방(海防)에 두어졌다. 그리하여 1938년에 셈바왕(三巴旺)에 전적으로 해상전쟁을

초기, 일본군은 모든 전쟁 포로와 민간인 포로를 창이(樟宜)감옥을 중심한 집단수용 시설에

염두에 둔 현대화된 해군기지를 완공하였다. 비록 일본군에 대항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분산 수용하였다. 전쟁 포로들은 국적별로 분산수용되었는데, 호주 군인은 세라랑(史拉蘭),

하고 수시로 군사연습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싱가포르 방위계획은 완전하게 집행되지 못하

영국과 네덜란드 군인은 지지나(吉眞納), 인도인은 로버츠(羅伯次), 영국인도군단 출신의 인도

였다. 특히 유럽·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형세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영국은 중요한 군사

인 포로는 알쥬니(阿裕尼)와 이순(義順)구류영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외 모든 민간인 포로들은

설비를 원동(遠東)으로 돌리기를 꺼려하였다. 특히 공군의 전투력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

창이감옥에 수용되었다. 창이감옥의 최대 수용인원은 600명에 불과하였으나 점령기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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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대 3,000명의 민간인을 수용하여 열악한 환경과 식량부족으로 많은 수용자들이 사망
하였다.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에서 패배한 뒤부터 일본군은 태평양서안의 제해권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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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사망하였다. 이들 연합군 포로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의 포로수용소에서 동원된 이들이었
는데 이들의 싱가포르 수용소에서의 감시와 이동시는 물론이고 철도공사 현장에서의 감시를
담당한 것은 1942년 하순부터 남양 각지에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원이 담당하였다. 싱가포르
에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여러 설이 있다. 부산에서 교육을 마
친 포로감시원 3,000여 명 가운데 싱가포르에 800명이 배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일본의
패전 후 열린 BC급 전범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148명이고, 이 가운데 129명이 포로감시원이
었다. 이 중 23명이 최종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싱가포르 창이감
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전시 싱가포르의 한인과 관련지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慰
安婦) 문제이다. 싱가포르 점령 직후 일본군은 당시 절후도(絶後島)라 불렸던 현재의 센토사섬
(聖淘沙)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온갖 방법으로 끌고온 조선인 위안부들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전시 싱가포르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절후도 외에도 최소
두 세 곳 이상의 위안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안소에 있는 여자들이 모두 조
선인이었다는 증언을 종합해보면 일본군의 점령기간 싱가포르에는 백 명 이상의 조선인 위안
부들이 있었던 셈이다. 또한 동일시기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상당수가 싱가포르을 거쳐
태국·미얀마·수마트라·자바 등지의 위안소로 갔다는 증언이 있다.
일본이 패전하자 남양지역에 포로감시원이나 군속 혹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다수의 한인 가
운데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영어(囹圄)의 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조국으로 귀
환하였다. 싱가포르를 통해 귀국길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종전(終戰)과 함께 전시 연합군 포
로수용소였던 창이감옥 일대에 수용되어 귀국을 준비하였다. 창이감옥 인근에는 적당한 부두
시설이 없어 이들은 귀국 직전 주롱(裕廊)부두 인근의 수용소로 이동하여 선편이 마련되기를
기다렸다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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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國民日報, Chinese Morning Post)사 구지

주 소
현재상태

29, Duxton Hill(達士頓山 29號)
싱가포르 차이나타운(牛車水)의 중심가에 근접해 있다. 1983년 차이나타운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소는
1910년대와 다르지 않다.

관련사항

한일병탄 당시 금산(錦山)군수였던 부친 홍범식(洪範植)이 자결하자 일본으로부
터 귀국한 홍명희(洪命熹)는 망국의 현실을 통감하고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13년 만주로 망명한 홍명희는 베이징(北京) 등지를 돌며 진로를
모색하였다. 1915년 3월 4일 홍명희는 김진용(金晉鏞)·김덕진(金德鎭)·정원택
(鄭元澤)과 함께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멀리 싱가포르까지 건너간 과정
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싱가포르 지역의 화교들은 쑨원
(孫文)을 비롯한 혁명당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혁명경비의 조달과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혁명의 선전에 앞장서 왔었다. 싱가포르 지역 화교사회의 활동상을
알고 있던 홍명희 등이 현지 화교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이곳
까지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싱가포르 도착부터 킴퐁로(金榜路)에 새로운 거처를
정해 이사한 6월 중순까지 2개월간 홍명희 등은 이 건물의 3층에 머물며 민족운
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화교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곳은
당시 중국혁명에 적극적인 화교들이 발행하던 혁명파(革命派)의 신문인『국민일
보(國民日報)』
의 발행소였다.

▲ 현재 Duxton Hill 거리
▲ 국민일보사 건물로 당시에는 3층이었으나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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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xton Hill을 나타내는 표지판

▲ 국민일보

▲ 현재 Duxton Hill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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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희 거주지

주 소
현재상태

50, Kim Pong Road(金榜路 50號)
잘 정비된 주택가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길 건너편은 시장과 공원으로 차이
나타운에서 가까운 관계로 주민의 대부분은 중국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건
물은 상태로 보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나 지번은 1910년대와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관련사항

1915년 3월 4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홍명희 일행은 2개월 여 차이나타운에 위치
한『국민일보』발행소 3층에 머물렀다. 이후 6월 13일 이들은 차이나타운 중심가
에서 2㎞ 정도 서쪽에 위치한 킴퐁로(金榜路) 50호에 있는 양옥 한 채를 빌어
1917년 12월 9일 홍명희가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당시
이 양옥은 응접실 1칸, 부엌 1칸, 식당 1칸, 서재 1칸, 침실 1칸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이곳에 거처를 정한 이후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2년 반 동안 홍명희 일행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더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이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반도의 말라카(Mallaca) 근
처에 고무농장을 구입하였다 한다. 이런 구체적인 활동이 계획되고 실현된 것은
이곳에 거처를 정한 이후의 일로 짐작된다.

▲ 킴퐁로 50호 건물
▲ 킴퐁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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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퐁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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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퐁로 50호’건물전경
▲ 현대식 건물로 바뀐 킴퐁로 전경

▲ 킴퐁로 표지판과 상가건물
▲ 킴퐁로 표지판과 거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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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수용소(樟宜收容所, Changi Prison)

주 소
현재상태

B06, Upper Changi Road(樟宜北路 B06)
이곳은 태평양전쟁기‘적성국민(敵性國民)’
으로 분류된 민간인 수용소였다.
1944년 5월 1일 창이감옥에 수용되었던 민간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라랑
(史拉蘭)수용소에 있던 연합군포로 1만 2천 명이 수용되었다. 현재는 창이감옥
(樟宜監獄), 창이여자감옥(樟宜女子監獄), 탄나메라감옥(丹那美拉監獄) 등으로 세
분되어 있다. 최근 옥사를 신축하여 기존 건물들은 모두 헐렸으나 이전 감옥의
정문과 담장 일부는 감옥 좌측에 따로 보존되어 있다.

관련사항

창이국제공항(樟宜國際空港) 활주로의 바로 곁에 위치한 창이감옥은 영국 식민
지 시기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1942년 2월 15일, 일주일간의 전투 끝
에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8만 명에 이르는 전쟁
포로와‘적성국민(敵性國民)’
인 민간인을 수용하는 문제였다. 일본군은 모든 전
쟁 포로와 민간인 포로를 싱가포르 동북단에 위치한 창이감옥과 주변의 병영(兵
營) 등지에 국적별로 분산 수용하였다. 이 일대 포로수용소의 감시는 1942년 하
반기부터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원이 담당하였다. 창이감옥에 배치된 한인 포로

▲ 창이수용소에 인접한 창이박물관 내 안내판

감시원의 규모는 6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의 패전 후 싱가포르에서 영국군
당국에 의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근무했던 한인 포로감시원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다. BC급 전범재판에 회부된 한인 포로감시원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
은 이들은 이곳 창이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들의 이름과 사망 당시 나이
및 사형집행일은 다음과 같다. 김귀호(29, 46.1.22), 강태협(25, 46.1.22), 장수업
(26, 46.1.22), 김영주(30, 46.7.30), 천광린(24, 47.1.20), 조문상(25, 47.2.25),
김장록(27, 47.2.25), 박영조(25, 47.2.25), 김택진(24, 47.2.25), 임영준(25,
47.6.18). 이들은 전시 말레이와 싱가포르에서 저지른 죄행으로 전범재판에 회부
되어 처형된 일본군 전범자 135명과 일본인 묘지에 합장되었다.

▲ 창이국제공항에 인접한 창이수용소 옛건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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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묘지공원

주 소
현재상태

Chuan Hoe Avenue(泉和道)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편으로 일본인 민간인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묘역 중앙
에는 태평양전쟁기 사망한 일본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그 뒤편으로 한국
인을 포함한 BC급 전범 사형수들의 위령비가 있다. 여러 명의 묘지 관리인이 있
어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 상태이다.

관련사항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5월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일제 식민당국은 육
군성의 계획에 의해 동남아 각지의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기 위한 포로감시원을
모집하였다. 강요된 지원에 의해 모집된 3,223명의 한인 청년들은 부산 서면(西
面)에 있는 이른바 노구치(野口)부대에 집합되어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포
로감시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한인 포로감시원이 남양(南洋) 각지의 포
로수용소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하반기부터였다. 당시 자바에 1,400
명,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반도에 600명, 태국에 700명이 배치된 한인 포로
감시원들은 일본 군속의 신분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한인
포로감시원 가운데 129명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BC급 전범으로 분류되
었다. 자신들이 감시원으로 있던 포로수용소에 전범의 신분이 되어 갇힌 이들 가
운데 23명이 사형당하였다. 사형 당한 한인 포로감시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
명이 싱가포르의 창이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 졌다. 1946년 1월부터 1947년 7
월 사이에 차례로 사형이 집행된 김영주(당시 30세)·임영준(당시 25세)·천광
린(당시 24세) 등 10명의 유해는 따로 매장하지 않고 일본군 전범자 135명과 함
께 이곳 일본인 묘지의 합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 일본인 묘지공원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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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돈된 일본인 묘지공원

▲ 일본인과 합사된 한인 포로감시원 위령비

▲ 일본인 묘지공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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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포로감시원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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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裕廊)수용소 터

주 소

B03, Jurong Pier Road(裕廊渡頭路, B03)
주롱피어로(Jurong(Pier(RD)

현재상태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 가운데 하나인 주롱부두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공터이고 일부에는 창고가 들어서 있다. 귀환자들이 배를
주롱수용소(터

탔던 부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관련사항

싱가포르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의 수중에서 영국군에 넘겨진 투항문서조인식은

검문소

간부로(JLN(Buroh)

종전 한 달 후인 9월 12일에야 거행되었다. 이 기간 일본군으로 징집되었던 한인
청년들과 포로감시원을 비롯한 군속 및 위안부 가운데 전범으로 분류된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환을 위해 창이수용소에 집단수용되었다. 신분 확인절차를
마친 이들은 귀국선편이 마련되기를 기다려 일단 창이수용소에서 20㎞ 정도 떨

주롱대도
(Jurong(Island(High(Way)

어진 주롱부두 인근의 수용소로 이동하였다. 해방 이후 싱가포르 주롱항을 통해
귀환한 한인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말레이반도와 태국 등지에서 해
방을 맞은 동포 가운데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귀국길에 올랐다는
증언이 있고, 한국인 남녀 수백 명이 하루 한끼 식사로 버티며 귀국을 기다렸다
는 것으로 보아 주롱수용소를 거쳐간 한인의 수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오늘날 주롱항 입구
▲ 옛 주롱수용소 터(현재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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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동점의 시기에도 동남아의 유일한 독립왕국으로 존속하였던 태국(泰國)은 이전에는 샴
(暹羅, Sia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513,315㎢의 면적에 약 6,400만 명의 인구를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에 대한 기습공격과 동시에 일본군이 방콕에 진입하였다. 당시 태국

가진 태국은 또한 동남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동남아의 종교·문화에서 중요한 역

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은 군인 출신으로 1938년 총리에 취임한 피불쏭크람

할을 담당하였다.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Pibulsonggram)장군이었다. 그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저항 대신 일본과 결

태국의 민족구성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족이

맹하여 12월 21일‘십년정치경제군사동맹(十年政治經濟軍事同盟)’
을 체결하였다. 이어 1942

다수민족이나 몬족·크메르족·말레이족·페르시아인·인도인 외에도 전체 인구의 13% 정

년 1월 25일 일본군이 싱가포르을 점령한 날 태국은 영국과 미국에 선전(宣戰)을 포고하였다.

도에 불과하나 경제와 정치면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중국계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민족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진주(進駐)를 허용하게 된 태국은 직접적인 전쟁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9할 이상이 불교를 신봉하여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국가로 알려져

으나‘대동아공영권’조직을 외치는 일본의 편에 선 탓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였다.

있다. 현재도 불교는 태국인에게 있어서는 종교라기 보다는 도덕과 예교(禮敎)의 준칙으로서

태국의 협조를 얻은 일본은 물론 전시(戰時) 태국에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곧 1943년 일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방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은 미얀마와 말레이 북부의 일부 지역을 태국에 넘겨주었으나,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태국

1782년 라마 1세가 방콕을 수도로 정한 이래 발전을 거듭한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열

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이 주변 각국을 식민지로 삼는 와중에서도 라마 4세(1851~1868)와 라마 5세(1868~1910)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한 이후 일본은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신속하게 상실하

적절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국가 현대화에 매진하여 독립왕국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

였다. 이로서 일본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한 육상운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동남아 여러 지역

1932년 이래 현재의 국왕인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H. M. King Bhumibol Adulyadei)에

에 철도 건설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향 아래 있던 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은 임팔

이르기까지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는

작전에 필요한 물자수송을 위해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요청하였고 태국정부

국왕은 국회를 통해 입법권을, 수상(首相)이 이끄는 내각을 통해 행정권을, 법원을 통해 사법

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른바‘죽음의 철도’
로 알려진 태면(泰緬)철도의 태국 내 공사는 1942

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세기 중반, 잦은 정쟁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그나마 안정을 유지할

년 9월 16일 깐짜나부리 남쪽의 넝쁘라둑(Nongpraduk)에서 첫 삽을 떴다. 당시 철도공사애

수 있었던 것은 국왕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원된 연합군 포로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최근 깐짜나부리 전쟁박물관의 통계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두 차례에 걸쳐 태국의 사신이 한국에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에 따르면, 태면철도의 태국 내 건설공사에는 30,000명의 연합군 포로가 동원되어 그 가운데

따라서 태국과 한국의 직접적인 관계는 14세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의 관계가 더

16,000명이 질병과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철도공사 현장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에

욱 돈독하게 발전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4천 명에 가까운 태국군이 한국에 파병되고,

대한 감시와 구사(驅使)는 한인 포로감시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129명의 사망자와 1,1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이에 앞서 다수의 한
국인이 태국땅을 밟은 것은 일본이 도발한‘태평양전쟁’
의 와중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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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남아의 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태평양전쟁 기간 태평양과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이 점령군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들을 감시하고 관리시킬 목적에서 일본은 우선 2년이란 근무기간을 정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채 1년이 되지 못해 프랑스 전역이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

고 다수의 포로감시원을 거의 강압적으로 모집하였다. 1942년 5월부터 육군성의 계획에 따라

었다. 프랑스의 쇠약을 기회 삼아 태국은 메콩강 유역의 고토(故土) 수복을 기대하며 1940년

중국 동북지역에 접하여 반일운동이 활발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하반기부터 이 지역에서 분쟁을 야기하였다. 결국 일본의 개입에 의해 1941년 5월 9일 태국과

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3,233명의 포로감시원이 선발되었다.

프랑스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태국은 캄보디아와 메콩강 연안 일부 영토를 되찾는데 성공하

이들은 부산 서면에서 1942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정규군인과 마찬가지의 정신교육

였다. 이는 결국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이 아니더라도 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

과 사격 등 군사훈련을 받았다. 특히 포로감시원 교육에서는 천왕에 대한 충성과 상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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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한‘군인칙유(軍人勅諭)’
와 같은 정신교육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포

에 대한 저항과 연합군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몸으로 실천한 한인 포로감시원이 있었

로감시원이 당연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제네바조약’
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전시 일본이

다. 치앙마이(Chiangmai) 포로수용소 분소에 배치된 김주석(金周奭)이 영국포로 4명과 함께

굳이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의 청년들을 포로감시원으로 선발한 것은 그들만의 음흉하고도 무

탈출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서운 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장래 국제적으로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가 문제시되

1902년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출생한 김주석은 서울의 선립상업학교를 거쳐 만주 건국대학

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고 이를 식민지 백성인 한국과 대만의 청년들에게 떠넘기

을 중퇴한 당시로서는 인텔리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했던 그는 포로감시

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원 교육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 자바의 포로수용소를 거쳐 방콕에서 서쪽으로 약 50㎞ 정도 떨

교육을 마친 포로감시원들은 태국·싱가포르·수마트라·필리핀·자바·팔라우 등 포로수

어진 나콘빠

(Nakhonpathom)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후일 치앙마이 포로수용소에 배치된

용소가 있는 동남아와 태평양 각지로 배치되었다. 이들 지역에 설치된 포로수용소의 조직은

김주석은 영국 포로들과 탈출을 모의한 끝에 150㎞ 정도 떨어진 중국 운남성을 향해 탈출을 감

각 지역마다 본소(本所)·분소(分所)·분견소(分遣所)의 형태를 가졌다. 태국에 배치된 감시원

행하였다. 그러나 추적하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김주석은 방콕으로 압송되어 총살되었다.

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당시 이미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던 사이공에 도착하여 기차를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이국에서 해방을 맞은 포로감시원들의 운명 또한 기구한 것이었다.

타고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거쳐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트럭으로 갈아탄 감시원들은

연합국은 전쟁 중 포로나 주민에 대한 학대행위나 통상의 전쟁범죄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및

넝쁘라둑을 거쳐‘콰이강의 다리’건설현장인 깐짜나부리(Kanchanaburi) 인근의 포로수용

그 행위를 지휘명령한 사람들은 BC급 전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실시하였

소에 배치되었다

다. 이러한 전쟁범죄자의 범주에는 애꿎게 끌려간 한인 포로감시원도 129명이나 포함되었다.

태면철도 건설공사에 투입된 영국·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전쟁포로들을 감시하기 위해 태

그 가운데 전시 태국에 배치되었다 전범으로 지목된 포로감시원들은 진주한 영국군에 의해

국에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600명에서

방콕의 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 창이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전범재

800명 정도의 포로감시원이 태국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강압적으로 모집된 이들

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 형이 집행된 22명의 포로감시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범들은 후

은 내키지 않지만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로들에 대한 악역(惡役)을 맡을 수밖

일 일본으로 보내져 동경 스가모(巢鴨) 형무소에 감금되었다. 1952년 6월 당시 스가모형무소

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종전 후 많은 포로감시원들이 전시 자신들이 감시했던 포로들의 지목

에 수용된 인적사항이 확인된 포로감시원 출신의 전범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시 태국 소재

에 의해 BC급 전범으로 몰려 형식적이고 간단한 재판의 결과 사형에 처해지거나 장기형을 선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였다.

고받았다.
포로감시원 1명이 수백 명의 포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태에서 포로감시원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수 없다. 또한 주로 밀림지대에서 진행된 철도 건설공사장의 열악한 환경과 높은
기온으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한꺼번에 수십 명의 포로가 사망하는 경우
가 종종 있었다. 전후 한인 포로감시원들이 전범으로 지목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 환자
나 부상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인도적인 처사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자신
들조차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포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감시원들의 의사가 반
영될리 없었다.
포로감시원이면서 또한 자신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한인 포로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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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활 역시 포로들과 별다를 바 없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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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콘빠 (Nakhonpathom)수용소 터

주 소
현재상태

방콕에서 서쪽으로 약 50㎞ 지점에 위치한 나콘빠 은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현재(나콘빠(((신병교육대

으로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수용소 바로 옆에 전시(戰時)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
행장이 있고 철도가 통과하고 있다. 현재는 나콘빠

비행장

지역 신병교육대로 사용되

고 있다. 군 시설인지라 민간인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다.

관련사항

방콕의 서쪽에 위치한 나콘빠 은‘콰이강의 다리’
로 유명한 깐자나부리로 통
하는 철도와 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이곳은 멀리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의 분기점이기도 하여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은 이 부근

TONG(SAM(RONC(역

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이곳은 태면철도 건설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이
동남아 각지의 수용소에서 공사현장으로 파견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할 곳
이었기에 많은 임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후일 치앙마이에서 영국군 포로를 이
끌고 탈출을 감행하였던 김주석도 자바의 모르맹수용소에 배치되었다가 서너 군
데의 수용소를 거쳐 나콘빠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당시 나콘빠

지역에는 이

곳 외에도 여러 군데의 수용소가 있었다. 영국·미국·네덜란드군 포로가 수용
되어 있었는데 영국군 포로가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군포로였다. 한 수용소에 대략
2,000명 정도의 포로가 있었다.

▲ 나콘빠

▲ 나콘빠

수용소 터(현재 나콘빠

신병교육대로 사용되고 있음)

수용소 옆 일본인이 무기를 버린 곳. 멀리 보이는 야자나무는 태평양전쟁 당시 폭탄이 떨어

진 위치에 심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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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똑(Hintok)수용소 터

주 소
현재상태

깐짜나부리도 힌똑수용소 터
태면철도의 태국 내 공사현장 가운데서도 악명 높은‘지옥의 철도(Hellfire
Pass)’
공사에 동원된 포로들의 임시수용소였다. 밀림 가운데 위치한 탓에 지금
은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울창한 숲에 쌓여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관련사항

1942년 6월 5일에 벌어진 미드웨이(Midway)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두 척과 주력함 몇 척이 격침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상실한
일본군은 태면철도를 비롯한 육상 운송로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
다. 1942년 9월부터 시작된 전장 415㎞의 태면철도 건설에서 태국 구간의 공사
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는 3만 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1만 6천 명이 기아와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다. 처음 철도 건설 구간을 둘러본 일본인 기술자들은 완공까지
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1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독려하였고, 1943년 12월 25일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이처럼 단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포로와 민간인이 희생당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전쟁포로들은 애초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지에 산재한 포로수용
소에 수감되었다가 철도공사 현장 부근의 수용소로 옮겨져 강제로 공사에 동원
된 것이다. 이곳에서 포로감시원을 지내다 종전 후 전범으로 지목되어 20년의 장
기형을 선고받은 이학래(李鶴來)의 증언에 의하면 콰이강 바로 옆의 숲속에 위치
한 힌똑수용소에는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 이곳에서 목욕도 하고 식수로
마시기도 하였다 한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지옥의 철도’
공사를 위해
포로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에 통상 12시간에서 많을 경우에는 20시간이나 진흙
탕 속이나 물속에서 선로작업을 하였다.

▲ 힌똑수용소 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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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면철도 관광 안내도
▲ 태면철도 지역 주조 동판

▲ 태면철도 부설 상황도

96

▲ 현재 남아있는 태면철도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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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카이(Chungkai) 수용소 터

주 소
현재상태

깐짜나부리시 충카이 묘지
‘콰이강의 다리’공사에 투입되었던 연합군 포로들의 수용소였다. 수용소 정문
의 우측에는 철도건설 과정에서 사망한 연합군 포로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관련사항

일본군은 태면철도 공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콰이강의 다리’
를 조속히 완
성하기 위해 강 좌우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콰이강 좌안(左岸)에서 공
사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의 수용소가 깐짜나부리수용소였고, 강 우안(右岸)에
서 공사에 동원된 포로들은 이곳 충카이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콰이강 바로 옆에
위치한 충카이수용소는 깐짜나부리수용소에 비해 규모가 컷던 듯하다. 여러 기
록과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곳에는 병원과 부두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있었고
지금도 소규모 접안(接岸) 시설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충카이 수용소의 연혁을 알리는 내부판

▲ 현재 충카이 묘지 정문
▲ 충카이 수용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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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짜나부리(Kanchanaburi) 수용소 터

주 소
현재상태

깐짜나부리 시내
태면철도 건설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의 수용소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전시
희생된 연합군 병사들의 묘지로 꾸며져 잘 정돈된 상태이다.‘콰이강의 다리’가
까이에 위치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고 교통도 편리하다.

관련사항

충카이수용소와 마찬가지로‘콰이강의 다리’
공사에 투입된 연합군 포로들의 수
용소가 있었던 곳이다. 미얀마와 가까이에 위치한 깐짜나부리는 평야지대와 산
악지대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콰이강을 끼고 있는 교통과 전략
의 요충지이다.‘죽음의 철도’가운데서도 가장 난공사 구간이었던‘콰이강의 다
리’
가 바로 이곳 깐짜나부리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태면철도 건설 시 많
은 포로들이 깐짜나부리 일대에 분산 수용되어 공사에 동원되었다. 포로들이 많
았던 만큼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한인 포로감시원이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 역시
이 일대였을 것이다. 다만 태면철도 건설 당시 이 지역에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
원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 깐짜나부리 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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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짜나부리 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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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베트남과 마주보고 있는, 7,1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일본을 거쳐 필리핀으로 간 3명의 한국인들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던

있는 군도(群島) 국가이다. 루손(Luzon) 섬을 중심으로 한 북부, 민다나오(Mindanao) 섬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천주교도까지 부대로 편성하여 조선에 출정시켰다.

비롯한 남부, 그 중앙에 산재한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중부 지역(Visayas)으로 구분된다. 영

천주교도 번주인 오무라(尾村), 아리마(有馬), 고타 등의 휘하 부대는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토의 5배가 넘는 약 150만㎢의 영해를 관할하는 해상국가 필리핀은 일찍부터 중국문물과 서

패전 이후 많은 한국인들을 사로 잡아갔는데, 이들 가운데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 이들도

구세계가 접촉하는 해상관문 역할을 하였다.

있었다.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휘하의 종군신부로 조선에 들어왔던 스페인 신부 세

1521년 세부(Cebu)에 스페인 탐험가 마젤란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16세기 후반 무렵 전지역
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필리핀’
(the Philippines)이라는 국명은 1527년 이곳을 탐험,

스페데스(Gregorio Cespedes)는 일본으로 끌고 간 조선인 2,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고 신도
로 만들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정복한 빌랄로보스(Villalobos)가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 필리피나스(Las Islas

임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쇄국정책과 함께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철저히

Filipinas)로 명명한데서 연유한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세기 이후 필리핀의 역사는 스페

하였다. 유일한 개항장인 나가사키(長崎)에 거주하던 천주교도들 또한 박해대상에서 예외가

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었다.

될 수 없었고, 급기야 1614년 1월 17일 천주교 신부들의 추방령을 내리면서 탄압을 가하였다.

1898년까지 330여년간 계속된 스페인의 필리핀 지배는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함으로써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박해를 피해 해외 망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종식되었으나, 이후 필리핀은 다시 50여년간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그 가운데 350명의 신도들이 1614년 11월 일본을 떠나 그해 12월 21일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내 주요 거점이 된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일 간의 치열한 접전지가 되었고, 그 와

필리핀 망명의 길에 오른 이들 중에는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박 마리나는 1606년

중에 일본에 일시 점령되기도 하였다.

천주교 신자가 되어 필리핀으로 망명한 후, 남은 여생을 마닐라의 파시그(Pasig) 강에 인접한

1946년 독립한 신생국가 필리핀은 미국과 긴밀한 외교관계 속에서 고도경제성장를 이루기

산 미구엘 마을에서 살다가 1636년 5월 24일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조선인

도 했지만, 독재정권의 등장에 이어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풍부한 천

토마스는 양반가의 자제로 1598년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는 수난을 겪었

연자원과 노동력을 갖추었으며‘동방의 진주’
라고 일컬어졌던 필리핀은 지속적인 정치개혁과

다.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 그는 1614년부터 1618년까지 5년간을 마닐라에서 보내다가,

신속한 산업화, 국가주체성의 확립을 통해 지금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 통신사로 온 아버지가 그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고
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토마스는 1618년 6월 13일 마닐라를 떠나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

1. 필리핀의 첫 한국인

로 돌아왔다.
나머지 한 사람인 가요는 불교 승려였다. 그가 승군으로 활동하다가 포로가 되었는지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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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필리핀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던 17세기의 일이었다. 임

수 없으나, 그 또한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는 일본 교토(京都)에서 승

진왜란 직후인 1614년, 일본에서 천주교를 믿던 후안 나이토(Juan Naito) 등 350명의 일본인

려생활을 하던 중, 1599년 오사카(大阪)에 있던 스페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천주교로 개

과 유럽인들이 박해를 피해 필리핀으로 망명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1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

종하였다. 가요는 1614년 필리핀에 왔으나, 다음해인 1615년에 유럽인 신부들과 함께 다시 나

한국인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 세 명의 이름은 박마리나(Park Malina, Mary Park), 토마스

가사키로 돌아갔다. 나가사키에서 그는 성서를 번역하는 등 선교사업을 벌이다가 1623년 체

(Tomas), 가요(Gayo)이다. 일본에서 망명 온 사람들은 중국인이나 필리핀인들과 격리되어 마

포되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그는 1624년 11월 5일 나가사키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

닐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외곽의 산 미구엘(San Miguel) 마을에 살았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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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과 한국

3. 몽양 여운형과 필리핀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을 왕래한 이들은 주로 근대 이후 해외 각지에서 활동한‘인삼장수’
가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은 1927년 필리핀에 40여일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양

아닐까 생각된다.‘인삼장수’
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쳐 홍콩으로 진출했으며 그 곳에서 또다시

이 필리핀에 가게 된 계기는 그가 중국 상해(上海)에 있을 때 복단대학(福旦大學) 학생들로 하

동남아 각지로 뻗어나갔다. 당시 고려인삼의 뛰어난 약효가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여금 남양원정(南洋遠征) 축구단(蹴球團)을 발기토록 한 데 있다. 여운형은 필리핀체육회와 필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인기가 있었고, 인삼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

리핀 화교총회(華僑總會)의 초청으로 복단대학 축구단을 인솔하고 남양원정을 떠나게 되

아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삼을 팔려고 1896년 중국에서부터 하와이로 왔다는 기록

었다.

이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인삼장수들이 필리핀에서도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몽양은 필리핀에서 40여 일간 머무는 동안『라오피니온(La Opinion)』
신문 주간 도밍고 폰

만 아직까지 정확한 문헌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필리핀대학(University of the

세(Doming Ponce)와 노동운동 지도자이자 필리핀공산당의 중심인물인 에벤힐스타

Philippines, Diliman) 역사학과의 게레로(Milagros C. Guerrero) 교수에 따르면, 1900년

(Evenglista) 등과 접촉하였다. 한편 여운형은『필리핀 프레스』
(미국정부 기관지) 기자 나바

초에 한국인 인삼장수가 필리핀에 오고 갔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스(Navas)가 한국에 왔을 때 그에게 장덕수를 소개한 일이 있었다. 한국에 온 나바스 기자를

한국과 필리핀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외세의 침탈로 점철된 20세기 초였다. 40여

대환영하며 따뜻이 맞이했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후 여운형은 상해에 있을 때에도 나

년간 양국은‘식민지국’
이라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겪어야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05

바스를 두 차례 만나 그를 대접한 바 있었다. 몽양이 1927년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나바스 기

년 7월 29일 일본 수상 가츠라 타로(桂太郞)와 미국 육군성 장관 태프트(William Howard

자를 마닐라의 한 운동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Taft)가 도쿄(東京)에서 맺은 비밀협약(Taft-Katsura Agreement)으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
은 일본과 미국의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후 두 나라는 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였다. 환영회에는 신문기자·종교단·노동단·사법단 등 각계 인사 30여인이 참석했으며, 만

한인들이 필리핀을 오가게 된 중요한 계기는 태평양전쟁이었다. 1941년 일본이 아시아 내

찬은 필리핀식으로 치뤄졌다. 환영석상에서 몽양은“아세아 민족해방을 위하여 먼저 아세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는 물론 하와이까지 공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

민족이 단결하고 다음으로 구미제국주의를 아세아 전역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아세아의 평화

다. 일본군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수많은 한인들을 강제동원하여 동남아전선에 투입시켰는

를 영보하기 위해서는 남방 제민족이 연방공화국을 조직하여야 할 터인데, 제일 계급으로 필

데 필리핀 전선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기록원 등이 소장한『일제 강제연행

리핀이 독립하여야 한다”
라고 역설하였다. 이튿날 몽양의 연설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자 필리

자 명부』
에서만도 약 2만명의 한인이 필리핀 전선에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핀 주재 일본영사는 연설문 가운데 남방민족연방(南方民族聯邦)이‘공산주의’
를 지칭하는 것

필리핀 전선은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곳으로 한인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이라며 마닐라 경찰에 그의 체포를 요구했다. 이때 일본 측이 주장한 죄명은‘공산주의를 선

반면에 다수의 필리핀인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6·25전쟁 때였다. 일제 패망 후 1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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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스는 한국에서 받은 환영을 보답하겠다며 민족지도자 여운형을 위해 환영회를 주선하

전하였다’
는 것이었다.

미국의 통치를 받은 필리핀은 1946년 비로소 독립하였다. 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필리

여운형은 3일 후에 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측으로부터 승

핀과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비슷한 처지에서 우호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6·25전쟁 때

선을 정지당하고, 여권을 압수당한 후 중국기독교 청년회관에 억류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영

필리핀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더욱 돈독해진 한국과 필리핀은 1953년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사관과 화상총회, 법조계, 신문기자 등 각계 사람들이 연합·항의하였다.“여운형은 국제공산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1954년과 1957년에 양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다. 중국학생을 인솔하고 여행온 사람이오, 비도체육회(比島體育

를 다지고 있다.

會)와 화상총회에서 초청하여 왔다”
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경찰서장이 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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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본인이 요구하여 그리 한 것이니 만분(萬分) 양해하라”
며 사과하였다.

을 남방지역으로 이주시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리

이와 같이 여운형은 나바스 기자가 주최한 환영회에 참석하였다가 남방지역의 피압박 민족

핀 이민국(移民局)을 방문하여 한인들의 이주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바램과는 달리

에 대해 연설 한 것이 빌미가 되어 마닐라에서 40여일간 머물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필리핀

한인들의 필리핀 이주는 쉽지 않았다. 당시 필리핀 이민국장은“중국인은 상민(商民) 이외의

민중의 신임이 두터운『빠가아가이사』
와『라 오피니온』
은 일층 맹렬한 필봉으로 관계 당국을

농민노동자는 일절 입국시키지 않으나 조선인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여권과 보증금으로 50원

사건 당시 탄핵하였고, 기타 각 단체들도 철기하여 그를 옹호하였다.

이상만 지니고 오면 입국을 선선히 허가하겠노라”
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
본여권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였거니와 보증금으로 일인당 50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4. 도산 안창호와 필리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산은 당시 필리핀 상원의장 케손
(Quezon)을 비롯한 민주당 영수들과 만나 계속적으로 한인의 이주문제를 협의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위치를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둘러

도산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필리핀에는 52명의 한인들이 재류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국

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후에도 국내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위치 문제는 항상

을 잃은 국제적 미아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한 열성은 대단하였다. 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20년 6월 20일 당시 임시정부의 노동국 총판을 맡고

래서 중국 상해에 있는 도산을 필리핀으로 초청하여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사업을

있던 안창호(安昌浩)에게 내무총장 이동녕(李東寧)이 찾아와 임시정부를 필리핀으로 옮기자

남방의 필리핀에서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산은 필리핀 동포들의 열성을 받아들

는 요청을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안창호는 당시 임시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하지

여 필리핀 최초로‘대한인국민회 필리핀지부’
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9년 3월 1일에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총장 대리차장 정인과(鄭仁果)가 다시 찾아와 도산의 필리핀

는 마닐라에서 동포들과 함께‘삼일절기념행사’
를 거행하였다.

행을 준비하였지만 당시 여건상 이것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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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는 필리핀에 체류한 50여 일 동안 루손섬 섬 북부에 거류하는 동포들을 심방하는 동

그후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좌·우익간에 분열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하던

시에 이곳 사람들의 사는 정황도 시찰하였다. 특히 그는 만주지역의 한인들을 이주시키고자

도산은 이상촌 건설과 농민호조사의 수전농업 경영 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시찰하기 위해

한국과 기후 풍토가 비슷한 곳을 물색하였다. 그 결과 도산은 루손섬 북쪽의 바귀오(Baguio)

북만주 일대를 순회하였다. 이때 도산은 재만동포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도하였다. 만주에서

에 이상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독립기념관이 소장

돌아온 도산은 1927년 8월 상해 삼일당에서 재만동포들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고 있는 도산의 필리핀 방문 사진 중에는 소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 바귀오 시의 전경사

1928년 안창호는 모범촌 후보지를 조성하고자 그해 봄부터 여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만주 길

진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안창호가 한국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을 찾고자 얼마나 노

림성 일대를 조사하고, 송화강 연안 일대를 후보지로 결정하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리고

력했는지짐작할 수 있다.

이상촌 건설을 실행할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만주지역의 사정으로 기지개척과 농업 경영을 착

필리핀 순방을 마친 안창호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필리핀에‘대한인국민회

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도산이 만주지역에서의 이상촌 건설과 독립운동 기지개척이 어려

필리핀지부’
를 설립하고, 동포들을 위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

워졌을 때 동서지간인 김창세가 이상촌 후보지로 필리핀을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의하

해 그 해 3월 30일 재류동포들의 뜨거운 송별을 받으며 선편으로 필리핀을 떠나 중국으로 돌

였다. 이에 그는 1929년 2월 필리핀에 가게 되었다.

아왔다.

안창호는 1929년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여일간 필리핀을 돌아보고 중국으로 돌아갔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남방지역에 대한 독립운동기지 개척은 그 후에도

다. 도산이 필리핀을 방문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만주지역에서의 이상촌 건설과 독립운동 기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흥사단 원동위원부에서는 1931년 1월 양우조(楊宇朝)를 필리핀으로

지개척이 여의치 않으므로‘남방’
지역에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만주의 한인들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필리핀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리

111

고『제시의 일기』
에 보면, 양우조를 임시정부의 화남(華南) 및 남양군도시찰특파원(南洋群島
視察特派員)으로 임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임정에서도 필리핀을 비롯한 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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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당시 이곳 화교사회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어 신문『민화보(Min-hao pao)』
에 논설
을 게재하게 되었다. 필리핀에는 화교들이 발간하는 신문들이 있었는데, 1888년『Hua

Publishing Co., 1972.
Robert R. Reed, City of Pines, Baguio City ; Philippines A-Seven Publishing, 1999.
Manila Downtown YMCA 80th Anniversary Committee, Years of Dedicated Service to the Youth &

Community, 2000.
Raymund Arthur G. Abejo,“Early Philippine-Korean Contact : Exiled Korean Catholics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17the Century”
,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in the Past, ASEAN University
Network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韓國東南亞學會), Thailand, 2005.

pao(華報)』
가 창간된 이래로 각종 신문들이 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1912년에 창간된『Kung-li pao(公日報)』
와 1922년에 창간된『Hua-ch'iao Shang-pao(華
僑商報)』
, 1925년에 창간된『Hsin-min jih-pao(新民紙報)』
가 있다. 도산 안창호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기고한 화교신문『민화보』
는 1914년에 창간되어 필리핀 화교사회의 혁명을 선전
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으며, 국민당을 지지하고 쑨원(孫文)의 활동을 선전하는 기관지였다.
이 신문은 1932에 제호를『Hsin chung-kuo pao(新中國報)』
로 바뀌었고 1941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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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의 차이나타운 입구

▲ 파시그강에서 바라본 필리핀 시내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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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 억류지

주 소
현재상태

945 Sabino Padilla(formerly Gandara) Street, Binondo, Manila
현재도 필리핀중화기독교청년회(菲律濱岷里拉市區靑年會, Chinese YMCA) 회
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몽양 여운형이 1927년 필리핀 방문시 그의 연설로 인해 미국경찰에 의해 강제
억류된 곳이다. 여운형은 1927년 상해 복단대학(福旦大學) 학생들로 남양원정축
구단(南洋遠征蹴球團)을 만들어 필리핀체육회와 화상총회(華商總會)의 초청 형
식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운형이 마닐라에 도착하자『필리핀 프리 프
레스(Philippines Free Press)』기자인 나바스(Navas)가 몽양을 위해 대대적인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여기에서 몽양은“아세아 민족해방을 위하여 먼저 아세아
민족이 단결하고 다음으로 구미제국주의를 아세아 전역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아세아의 평화를 영보하기 위해서는 남방 제민족이 연방공화국을 조직하여야 할
터인데, 제일 계급으로 필리핀이 독립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다. 이
튿날 연설내용이 신문에 발표되자 마닐라주재 일본영사가 여운형의 체포를 요구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남방민족연방(南方民族聯邦)’
은 곧 공산주의를 선
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리하여 몽양은 여권을 압수당하여 중국기독교
청년회관(YMCA)에 억류당하였다. 이 때에 중국영사관과 화상총회와 법조계와
신문기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풀려났다.
여운형이 잠시 억류되었던 필리핀중화기독교청년회(菲律濱岷里拉市區靑年會,
Chinese YMCA)는 1920년 필리핀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25년 9월 건물이 세워졌으며 낙성식 때 퀘손(Dona Aurira Quezon)이 초청되
기도 하였다. 1945년 미군이 마닐라를 점령할 당시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손되었
으나 중화기독교청년회관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64년 2월 20일
화재가 발생하여 4층짜리 건물만 남고 모두 타버렸고, 1965년 10월 지금 비논도
(Binondo)구 베나비데스(Benavidez)가 672번지 자리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
었다. 이 자리는 현재 사비노(Sabino) 패딜라(Padilla)가로 명칭이 변하였지만 당
시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1926년에 제4대 YMCA 회장이 된 임주광(C. C.
Lim, 林珠光)은 당시 유명한 스포츠맨으로 필리핀YMCA 농구팀을 만드는 등 체
육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당시 임주광 회장이 만능 스포츠맨인 여운
형을 초청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몽양 여운형이 억류되었던 중국기독청년회관(YMCA). 현재 필리핀 중화기독청년회관(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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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중화기독청년회(YMCA) 마크

▲ 여운형을 필리핀에 초청한 중국기
독청년회 제4대 회장 임주광(林珠光)

▲ 필리핀 중화기독청년회관 구관(현재 체육관으로 사용됨)
▲ 몽양이 억류되었던 중화기독청년회관(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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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피니온(La Opinion) 신문사/ 빠가아가이사 신문사

주 소

65 Juan Luna Street, Binondo, Manila

현재상태

몽양 여운형이 필리핀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 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관련사항

필리핀 민중의 신임이 두터운 진보적 신문『빠가아가이사(Pagkakaisa)』
와스
페인어 신문『라 오피니온』
은 맹렬히 당국을 비탄하며 몽양을 옹호하였다.『빠가
아가이사』
는 필리핀의 따갈로그어로 발간되던 신문이다.

▲ 몽양 여운형을 열렬히 지지하였던 진보적 신문『라오피니언』
(스페인어 신문)

▲ 몽양의 필리핀 방문시 그의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 그와 인터뷰를 하였던『빠가아가이사』
(따갈로그어 신문)

▲ 몽양의 필리핀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성대히 열어 주었던 나바스 기자가 있었던『필리
핀 프리 프레스』(영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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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주 소
현재상태

Magallanes Drive Intremuros, Manila
필리핀 이민국은 여러 차례 건물을 이전하였고, 2005년 8월 화재로 인해 1940
년 이전 기록은 소실되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관련사항

도산 안창호가 1929년 만주에 있는 한인들을 필리핀에 이주시켜 독립운동기지
로 삼기 위해 방문한 곳이다. 처음 이민국은 세관이 있었던 마닐라 항구의 부둣
가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차례 옮겨 마갈라네스가(Magallanes Drive)에
위치하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미국이 지배하기 시작하던 1899년 세관국(The
Bureau of Customs)의 한 부서로 출발하여 1937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노동국(The Bureau of Labor)의 한 부
서로 옮겨졌으며, 1940년에 정식으로 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이
되었다. 현재는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소속되어 있다.
안창호는 당시 한인의 이주문제와 필리핀의 자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궤손(Manuel Luis Quezon, 1878.8.19~1944.8.1)과 민주당 당
수를 만났다. 궤손은 타야바스주(Tayabas, 현재의 궤손주) 발러(Baler)에서 출생
하여 마닐라의 산토 토마스대학교를 다니던 중 필리핀혁명이 발발하자 혁명군에
참가하여 미국을 상대로 싸웠다. 필리핀이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간 후, 1905년
타야바스 주지사로 선출되어 정계에 투신하였다. 1907년 제1차 국민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그후로 필리핀 정치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909~1916년 워싱턴 주
재 판무관(Resident Commissioners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현재의 필리핀 이민국 최근의 화재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을 지내면서 필리핀의 자치권 획득에 성공하였다. 그는 1916년부터 필리핀 상원
의장(Senate President)이 되어 1935년 미국의 보호 아래 수립된 필리핀연방공
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1년 대통령에 재선되었으
나, 1942년 제2차세계대전으로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자 워싱턴에 망명정부
를 세우고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필리핀의 완전독립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사
망하였다.

▲ 이민국에서 바라 본 차이나타운(파시그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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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방문 당시 사용한 안창호의 여권(독립기념관 소장)

▲ 중국 외교부에서 안창호에게 발급한 여권

▲ 안창호가 필리핀을 방문할 때 사용한 여권
▲ 도산 안창호는 필리핀 방문 당시 상원위원장이

▲ 안창호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여권을 사용하였다.

었던 퀘손(Quezon)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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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상한 폭포(Pagsanjan Falls)

주 소

Pagsanjan Falls, Laguna

현재상태

현재 필리핀의 대표적 관광지

관련사항

도산 안창호는 1929년 2월 22일 김창세와 함께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 팍상한
폭포를 방문하였다. 팍상한 폭포는 세계 7대 절경의 하나이며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팍상한은 라구나(Laguna)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며, 마닐라
에서 동남쪽으로 10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폭포 최고의 낙차가 100m에
이르는 명소이다. 그곳에 가면 방카라는 통나무 배에 올라 사람의 힘으로 밀고
끌며 열대림을 1시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폭포수가 있다. 그중 가장 큰 폭포가
팍상한 폭포이며, 그곳에서 급류를 타고 내려 올 수 있다. 이곳에서 안창호와 김
창세는 필리핀의 명소를 관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필리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
며 한인들을 이주시켜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할 구상도 하였다.

▲ 팍상한 폭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도산 안창호

▶ 현재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가 된 팍상한 폭포
▲ 팍상한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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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상한 폭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도산 안창호

▲ 팍상한 폭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안창호와 김창세

▲ 1929년 2월 22일 팍상한 폭포를 방문한 도산 안창호. 위의 사진 뒷면
▲ 1929년 2월 22일 팍상한 폭포를 방문한 안창호와 김창세. 위의 사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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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년 당시 바귀오 전경

▲ 현재 바귀오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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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바귀오 시청 청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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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구상한 독립운동기지 바귀오(The City of Pines; Baguio)

주 소

루손(Luzon)섬 Benguet, Baguio

현재상태

바귀오는 루손섬 북쪽의 유명한 관광지로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관련사항

안창호가 만주에 있는 한인들을 필리핀으로 이주시켜 독립운동기지로 개척하
기 위해 루손섬 북구 벵케트(Benguet)주의 바귀오(Baguio)를 방문하였다. 바귀
오는 소나무가 많아‘파인즈시(The City of Pines)’
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북 루
손(Luzon)섬 고원지대인 벵케트주의 수도이며 마닐라로부터 250킬로미터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식민지배자들의 휴양지(Hill Station)로
개발되어, 1909년부터 1913년 사이 공식적인 여름수도(Summer Capital)로 사
용되었다. 따라서 바귀오는 필리핀 총독부가 건기 동안 마닐라에서 이곳으로 옮

▲ 1928년 당시 바귀오 시내 지도

겨와 휴양지와 정부기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활기찬 도시가 되었다. 1913
년 이후에도 새로운 총독들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바귀오를 자주 방문
하면서 식민지 엘리트의 휴양지로서 개발되었다.
바귀오는 해발 1,600m에 자리잡고 있는 고산도시로 가장 더울 때도 섭씨 26도
를 넘지 않고 여름에도 평균 20도 정도로 항상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바귀오는 한국의 봄과 가을에 가까운 날씨로 인하여 소나무 숲이 울창하
게 우거져 있다. 또한 괘적한 날씨와 기온으로 루손섬 북쪽은 벼농사에 아주 적
합하였다. 발릴리(Balili) 강의 주변을 둘러싼 귀새드(Guisad), 루크방(Lucban),
트리니다드(Trinidad) 지역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바귀오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시청, 오래된 신문사, 존헤이기념관, 맨션하우스
(The Mansion) 등에 도산 안창호의 발자취를 찾아보았으나, 기록으로 남은 것
은 1945년 일본군이 물러가면서 소각처리 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전혀 남아 있
지 않았다. 그러나 바귀오박물관의 투마야그(Magdalena Tumayag, 1912년생)
관장에 의하면,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코레아의 신사’
가 왔다가 간
것에 대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만일 그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도산이 바
귀오를 방문한 것이 1929년이기 때문에 그녀의 나이 17세 때 본 사람이 안창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 루손섬 북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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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이 독립운동기지로 구상한 바귀오로 가는 길. 케넌로드

▲ 도산이 바귀오 방문할 당시 그곳 원주민과 찍은 사진

▲ 도산이 바귀오 방문 당시 찍은 케넌로드

▲ 바귀오 원주민과 찍은 사진 뒷면
▲ 도산이 Bagiuo 방문 당시 찍은 케넌로드 사진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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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이 방문할 당시의 바귀오

▲ 도산이 독립운동기지로 구상한 바귀오의 당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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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이 필리핀의 독립운동기지로 구상한 바귀오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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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귀오 시청

주 소

51 Yandoc Street, Upper Abanao Road, Baguio City, Benguet

현재상태

1929년 당시의 시청 청사가 지금까지 바귀오시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안창호가 만주지역의 한인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 바귀오 시
청을 방문하였다. 바귀오는 1909년 9월 1일 정식으로 시로 승격되었으며, 언덕
꼭대기에 청사가 세워졌다. 1997년 당시의 건물을 새로 개축하였다.

▲ 도산이 방문한 바귀오 시청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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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 초기 바귀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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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이 192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바귀오를 방문하고 찍은 사진

▲ 도산이 독립운동기지로 구상한 바귀오 전경. 가운데 바귀오 시청 청사가 있다.
▲ 도산이 바귀오 방문하고 찍은 사진(옆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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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궁(The Mansion)

주 소
현재상태

Mines View Road, Baguio City, Benguet
여름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식민지시기부터 이름난 관광지로 많은 관광
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예전에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건물출입을 허용했으
나, 최근에는 정문 출입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관련사항

안창호가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바귀오(Baguio) 지역에 만주의 한인들을 이주
시켜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당시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던 대통령궁을
방문하였다. 바귀오는 20세기 초 미국 식민지배자들의 휴양지(hill station)로 개
발되었으나, 1909년부터 1913년 사이 공식적인 여름수도(Summer Capital)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필리핀 총독부는 건기 동안 마닐라에서 벵케트(Beneguet)로
옮겨왔다. 현재는 대통령궁(The Mansion)이라고 불리고 있다.

▲ 도산이 방문한 바귀오의 대통령궁(The Mansion) 정문

▲ 바귀오 대통령궁의 옛모습
▲ 도산이 방문한 바귀오의 대통령궁 (The M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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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동서로 5,200㎞, 남북으로 1,900㎞에 걸쳐 17,508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
루어진 나라이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192만㎢의 면적과 약 2억 2천

고쳤는데 그 뜻은 승리의 도시(the City of Victory)였다. 네덜란드 지배기에는 바타비아
(Batavia)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지금은 자카르타(Jakarta)가 되었다.

만명의 인구가있으며, 국민 가운데 80%가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기도

16세기 후반 하우트만(Hautman) 함대를 시작으로 많은 네덜란드 선박들이 인도네시아 각

하다. 원유·천연가스·고무·주석 등 각종 자원이 풍부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광자원까지

지로 몰려들어 무역회사가 난립하게 되었다. 이들간의 과다 경쟁은 향료의 가격 등귀현상을

갖추고 있어 21세기‘잠재적 강대국’
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발하였고, 유럽으로의 과잉공급은 그들의 수입을 격감시켰다. 이에 네덜란드 의회는 선박

동서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에는 말라카(Malacca) 해협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자

회사들의 무모한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회사들을 합병시켰고, 1602년 동인도회사

바·수마트라·말레이 반도를 잇는 말레이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동서의 계절풍이 맞닿는 말

(VOC)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의회는 VOC에게 통치권에 준하는 사법·행정·군사권 등의

라카 해협은 일찍부터 국제교역의 중심지로서 자리하였다. 수마트라 빨렘방(Palembang)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총독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바에 암스테르담을 본딴 바타

중심으로 발흥한 스리비쟈야(Srivijaya) 왕국은 7세기 말부터 약 600여년 동안 말라카 해협과

비아를 건설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식민통치의 토대를 닦았다.

순다 해협을 확고히 지배함으로써 동남아 최초의 해상왕국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12세기부터

네덜란드는 순다 끌라빠 항구를 통해 외부와 교역을 실시했으나, 네덜란드 식민지배자들은

14세기까지 자바에는 마자빠힛 왕국이 있었다. 마자빠힛 왕국은 말레이반도, 수마트라는 물

물동량이 늘어나자 그 전의 순다 끌라빠 항구 동쪽 부근에 새로운 항구를 만들어 그 이름을

론 칼리만탄 대부분과 동부 자바에까지 봉신 속국을 거느리며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의 왕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이라고 하였다. 제1항구는 1877년부터 1883년에 걸쳐 만들어졌

국이 되었다.

고, 제2항구는 1912년부터 1917년 사이에 만들어졌고, 제3항구는 1932년에 완성되었다.

13세기 무렵부터 수마트라로 유입된 이슬람은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한 말라카 왕국 등으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시작되고 1940년 6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일본

로 전파되어 나갔다. 말라카의 상인들은 아랍과 인도의 무슬림 상인들과 교역하기 위해 이슬

에 점령당하자, 네덜란드 식민당국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대일본협조세력을 제거한다는 구실

람으로 개종하였고, 말라카에는 이슬람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신흥 이슬람 문화가 꽃피었다.

로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일본군은 말레이 반도, 필리핀을 제압한 후 수마

이후 말라카는 경제력, 문화적 저변을 확장하며 크게 성장하였지만, 점차 밀려오는 서세동점

트라섬 남부의 팔렘방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2월 인도네시아 지역(당시 화란령 인도)

의 격변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을 침략하였다. 일본이 남방에 진출한 것은 석유와 고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무력으로 말라카를 비롯한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을 침략, 정복하였

히 자바지역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보고였다. 1942년 3월 1일 일본군사령관 이마무라(今

다. 뒤이어 네덜란드가 침략해 옴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서구세력의 식민통치를 받아야만

村均)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제16군 5만 5천명이 자바섬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동부

했다.

자바의 소도시 까리자띠(Kalijati)에서 네덜란드는 일본군에게 항복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
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는 종결되었다.

1.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와 일제의 침략

이후 일본은 인도네시아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일본이 실시한 군정의 커다란 특징은 문
화·선전정책이었다. 무력만이 아닌 교육·언어·종교·문화 제 부문에도 깊이 침투하여 영

유럽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진 것은 향신료(spices)를 찾으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제16군 휘하의 장병 1만 5천명, 군속 일본인 1만 3천명, 다른 군 지

다. 식민지 개척을 처음 시작한 포르투칼 사람들은 1522년 순다 끌라빠(Sunda Kelapa) 항구

휘하에 있는 자와, 전진중인 부대 5천명, 항공대 1만명, 해군 2만명 등 약 6만 3천명의 일본군

에 도착하여 이를 거점으로 삼았다. 1527년에 이슬람 왕국 드막(Demak)의 술탄이 2천명의

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병력은 3년 반동안 인구 5천만명의 자바·수마트라를 지배하였다.

군대로 순다 끌라빠를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그리고 순다 끌라빠를 자야카르타(Jayakar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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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운동기지 개척 모색

로 말미암아 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미국 등의 연합국 병사 26만 1천명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동남아 각지에 연합군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초기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일제하에 독립

일제는 포로수용소의 감시요원으로 한국인과 대만인을 군속(軍屬)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동

운동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예가 몇몇 기록에서 찾아지고 있다. 1924년

원하였다. 부족한 병력을 식민지에서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대만인 청년에게 연합군

1월 31일 흥사단원이었던 임득산(林得山)이 남양과 광동방면을 돌아본 후, 필리핀·보르네

포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한국과 대만에서 황민화정책을 진전시키는 효과도 노리고 있었다.

오·싱가포르까지 돌아보고 온 일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동남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일제는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하고, 1942년 5월부터 육군성의 계획에 의해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을 답사하였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난영 동인도 자바의 개

조선군(朝鮮軍)에서 포로감시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군속으로 동원된 3천명의 한국인 청년들

발사업인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이민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하며 그 이면에는 군사훈련의 지

은 부산의 육군 부산서면임시군속교육대(釜山西面臨時軍屬敎育隊, 통칭 野口부대)에서 2개월

대를 건립하려던 것이었다”
고 한다. 또다른 일제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의열투쟁을 해 온 임

간 일반 병사와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3천명의 한국인 청년들은 1942년 8월 19

득산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자 인삼행상으로 1924년 음력 정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남

일 부리스벤환(丸)·쿠니타마환 등 9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남방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인 군

양방면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있다. 임득산은 동향 출신의 엄기항(嚴基恒)외 1명과 함께 상해

속들은 각 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자바에 1천 4백 명, 말레이반도에 6백 명, 태국에 7백 명, 인

를 출발하여 광동에서 필리핀, 보르네오를 거쳐 싱가포르에 갔다고 하는 일제의 정보가 있으

천에 265명이 배치되었다.

나, 그들이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무튼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

한국인 군속 1천 4백명은 부산을 출발하여 26일 만인 1942년 9월 14일 저녁 서부 자바의 딴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동남아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야 겠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중 쁘리옥(Tanjon Priok) 항에 다달았다. 이미 이곳에는 8월 15일 자바포로수용소(爪

虜

분명하다.

收容所)가 제16군사령관(治부대) 관리의 연합국 포로 약 8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되었으

그후에도 임시정부 및 흥사단 원동위원부에서는 양우조(楊宇朝)를 화남(華南) 및 남양군도시

며, 교육을 마친 군속 감시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고, 자바의 각 부대에서 수용소 간부

찰특파원(南洋群島視察特派員)으로 임명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 기지 개척에 열의를

들이 몇 명씩 배치되었다. 이들이 감시 관리해야 할 포로는 화란계·영국계 병사들이었다. 당

보였다. 그러나 당시 독립운동의 주무대가 중국 관내, 만주, 연해주 등이었기 때문에 동남아

시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에 총분견소가 있었고, 제1분소가 반둥, 제2분소가 치라찹, 제3

지역에 주력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 일제가 동남아지역을 침

분소는 수라바야, 제4분소가 마랑에 있었다.

략하면서 이곳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은 일본군 장교와 하사관의 통제를 받으며 7만명의 포로를 관리하였고,
그들 가운데 사무적 능력이 있는 자는 사무 조수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군은 작전수행을 위

3. 인도네시아에 강제동원된 한인들

해 포로들을 철도·비행장·도로건설 등에 동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감시원들은 단
순히 연합군 포로들을 관리하는 차원을 떠나 포로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1) 군속

고, 그것 때문에 전후 전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말레이 상륙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태평양전쟁

150

을 일으켰다. 그후 일본군은 홍콩을 점령하고 1942년 1월 마닐라, 2월 싱가포르, 3월 자바, 4

2) 군대 위안부

월 바탕반도, 그리고 5월에는 필리핀과 버마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갔다. 이

일본군이 침략하고 주둔하는 곳에는 군대위안소가 차려졌다. 매춘업자들은 일본군과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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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남방전선의 각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위안소’
에는 일본·중국·필리핀·베트

장을 강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인 군속들은 상관모욕, 일본인 폭행, 타부대 일본군인들과

남·태국·버마·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이 있었고, 한국인 여성들도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의 패싸움을 예사로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더욱 자심해졌다.

의 성노리개가 되었다.

이때 태국에서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던 김주석(金周奭)이 연합군 포로들과 같이 부대를 탈출

자바지역 또한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군대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자바의 위안부에 관한 자료

하여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김주석 탈출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에 배

를 보면 소규모의 위안소, 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이들

속된 한인 군속들 사이에서는 어떤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인 군속들은 우

위안소에는‘일본인’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국인·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선 가능한 한 자카르타 지역내에서만이라도 조직을 서둘러야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

안소는 장교용·일반병사용·민간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계급이 높은 위안소에는 일

였다. 한인 군속 가운데 지도적 역할을 하던 이활(李活)은 이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동료들에

본인 여성과 한국인·대만인 여성이 있었다.

게 역설하였다.

자바지역에 주둔한 제16군의 위안소 설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문서로 발표되지 않은 것으

한편 김주석 탈출사건은 일본군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포로수용소 소장 나카다 대좌

로 보인다. 하지만 제16군 병참부 장교가 위안소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고 인허가를 해주

는 전체 군속을 3기로 나누어 재교육(再敎育)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정신교육을 주로 하되, 일

었다. 자바지역 군대위안소의 분포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수라바야의 경우

단 유사시에는 써먹을 수 있도록 실전훈련도 겸하자는 것이다. 그 실전훈련이라는게 다름아

1942년 4월 4일부터 보병 제47연대 남병영(南兵營) 동쪽에 위안소가 개설되었다고 한다.‘위

닌 특공훈련이었다. 재교육은 중부자바 세마랑(Semarang)주 스모워노(Sumowono)라는 고

안공창’
이라고 표현된 자료에는 위안부가‘목하(目下) 40명’
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위안

원지대에서 실시케 되었다.

부’중에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활은 교육대에 온 동료들과 개별접촉을 갖기 시작하였고, 김현재(金

바타비아(자카르타)에도 1942년 8월 16일 제6위안소가 개업하였다고 하는데, 이곳에도 한

賢宰)·임헌근(林獻僅)이 공작에 협조하였다. 자카르타지구에 문학선(文鶴先), 세마랑

국인 위안부 7명이 있었다고 한다. 자바섬에 붙은 스무바우섬의 로복크에도 위안소가 있었고,

(Semarang)지구에 이상문(李相汶), 암바라와(Ambarawa)지구에 손양섭(孫亮燮)·조규홍(曺

한국인 업자와 위안부를 합쳐 종전 당시 약 50명이 있었다는 제48사단장의 보고가 있다.

奎洪), 반둥(Bandung) 이활 등 9명은 매일같이 접촉하였다. 이활·김현재·임헌근 세 명은

암바라와 의거가 일어난 사라띠가(Saratiga)에도 장교 전용 위안소가 있었으며, 이곳에 화
란계·쿠바계 부녀자들이 강제 수용되어 있었다.

조직명·조직체제·인원구성·강령·선언문 등을 토의 연구하여 조직명을‘고려독립청년당
(高麗獨立靑年黨)’
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강령·선언문·당가까지 이활이 손수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강령은 다음과 같다.

4. 고려독립청년당과 암바라와 의거
1. 아세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는 폭탄아가 되라.

1) 고려독립청년당의 결성

2. 만방에 우리의 진의를 소통하고 유대할 수 있는 최단의 길을 가라.

자바에 군속으로 온 한인 포로감시원들은 사이판이 함락될 무렵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만

3. 민족을 위함이요 조국에 이로운 행동이면 결코 주저하지 마라.

기가 되었지만 일본군은 한인 군속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자바포로수용소 나카다(中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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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남방군총사령부에 근무 연장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제16군사령관 하라다(原田) 중장

동맹통신사 자카르타 주재기자인 신경철(申暻喆)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그는 암바라와에 왔

과 모의하여 한인 군속들에게 근무 연장을 설득하였다. 말이 설득이지 협박과 공갈로 근무 연

던 길에 문학선을 만났던 것이다. 신경철은 중부 자바, 동부 자바 화교 유력자와 친교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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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야기를 건넸고, 그들은 1944년 12월 20일경 유사시 서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위의 지시사항을 받은 후 1944년 12월 30일 새벽에 고려독립청년당의 결성은 이루어졌다.

그후 수차에 걸친 회합 끝에 신경철은 이활의 조직을 위해 세마랑, 반둥 등지의 화교 협조자

이활은 1945년 1월 4일부로 한인 군속들과 포로들의 말레이 방면 전속명령이 하달되고 있었

를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때 수송선을 탈취할 생각을 하고, 5일 점심시간에 이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1월 4일 저녁

당조직은 지도자에 총령, 그 밑에 군사부장, 조직부장을 두고 여타 책임부서에는 지구책임

당원 손양섭(孫亮燮)과 그가 포섭한 당원 민영학(閔泳學)·노병한(盧炳漢) 셋이 암바라와에서

자를 두기로 하였다. 김현재는 1944년 12월 24일 훈련을 마친 후, 12월 29일 밤 11시 스모워

거사를 했다. 1월 6일 전속되는 군속들이 본소에 모여 수송선 탈취계획을 결정하였고, 군사부

노 교육대 취사장에 회의장소를 마련해 놓고 간부숙사로 와서 그들의 동정을 살폈다. 그의 연

장 김현재가 총지휘자로 결정되었다. 수송될 포로장교와 면담한 결과 거사에 협조하겠다는

락으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10명이 회의장소에 집결하자, 회의는 이활의 주관으로 진행되었

의견표시가 있었다. 이활은 1월 7일 암바라와의 세 명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원들을 집

다. 당명·강령·선언문은 김현재가 낭독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의, 만장일치로 가결

합시켰다. 이활을 비롯한 6명이 모였다. 암바라와 의거를 고려독립청년당 제1차 거사로 규정

하였다. 다음은 미리 준비된 백포상부에 이활이 혈맹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자 왼손 무

짓는데 합의하였다. 제2차 의거는 포로수송선 스미레환(丸) 탈취계획으로 결정되었음을 재확

명지를 면도로 끊어 흐르는 피를 컵에 모으고, 이활이 가로로‘혈맹동지’
라고, 그 밑에 세로로

인하였다.

‘혈맹’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어 당총령의 10가지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2) 암바라와 의거
암바라와 의거는 중부자바 암바라와(Ambarawa)군 암바라와읍에 자리한 자바포로 수용소

1) 본부를 자카르타 본소에 두고, 총분견소 및 반둥·세마랑·암바라와에 지구당을 둔다.

제3분소 제2분견소에서 일어났다. 일본군들은 1944년 4월부터 그 동안 방치해 둔 연합군 민

2) 동지 각위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군 간부에 신임을 얻도록 할 것이며, 행동에 있어서 의혹을 받지 않

간인들을 억류하게 되었다.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있던 암바라와에서 1945년 1월 4일 의거가

도록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정세판단에 제공할 것.
3) 각 지구 책임자 동지는 원대복귀 후 최소한의 혁명동지 조직에 예의 주력하고, 기타 모든 동료들과는 인
간적인 유대를 굳게 하여 당적 투쟁을 계획할 것.
4) 동맹통신사 특파원 신경철씨는 우리의 뜻을 같이 할 것에 찬동하고 반일화교조직과 연휴관련시켜 줄 것
을 수락, 본당의 섭외 및 조직면을 담당하게 되었음.
5) 현전국(現戰局)이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동지들은 수용소간 포로 고위 지휘
관급을 포섭하여 연합군 상륙시 그들의 지휘계통을 이용 그들대로의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
6) 카이로선언에서 미영중국은 우리의 독립을 확인했음. 항일투쟁을 더욱 공고히 더욱 치열히 전개하여 한
국민족의 독립정신을 과시 조국독립을 더욱 영예롭게 할 것.
7) 우리의 항일투쟁은 일본 패전까지 계속할 것인 바, 지하투쟁을 계획하고 각급 지구에 적합한 투쟁방법을
강구 화교 및 인도네시아 민족세력과 동조 공동전선을 펴는데 노력할 것.
8) 우리의 구체적인 투쟁이 곤란해질 경우가 예상됨으로 각 지구당 동지는 사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투쟁
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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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것이다.
암바라와는 고원에 위치하여 해발 1천여 미터를 넘는 고산지대에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쌓인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당시 3만명의 연합국 민간인이 암바라와에 인접한 세마랑지역내 6개
분견소에 분산 억류되었으며, 제2분견소도 네덜란드계 민간인 및 부녀자와 아이들이 수용되
어 있었고, 3백 여명의 장교단을 수용한 형무소가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1945년 1월 4일 본소로부터 이동명령이 내려와 암바라와 제2분견소에서 6명의 한인 군속들
이 전출되게 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전출자들은 민영학과 노병학은 세마랑 분소로 출발하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세마랑으로 가는 도중 손양섭과 민영학은 자동차를 탈취하여 암바라
와 분견소의 무기고로 들어가고, 손양섭은 부켄기관총을 들고, 민영학과 노병한은 탄환 3천발
가지고 사무실 앞에 세워진 차를 타고 소장 관사로 향했다. 무기를 탈취한 세 명은 억류소장
스즈키(鈴木) 대위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일본군 어용상인 시다야마(下

9) 본부 및 각 지구당 상호간의 연락은 화교들의 연락망을 이용토록 할 것임.

山)를 사살하고 형무소에 이르러 형무소장의 사살에 성공하고 잠복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

10) 거사계획이 누설되었다고 직감했을 때는 지체없이 지하로 잠입 사명을 다할 것.

자 암바라와 억류소장 스즈키 대위는 긴급히 세마랑분소에 연락하여 응원대의 급파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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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날 밤으로 진압응원부대가 도착하였다. 이 사건이 자카르타 본소는 물론 자바사령부에
까지 급보되자 군에서도 사태의 중대함을 간파하고 시급히 암바라와 부근에 주둔중인 간부후

※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의 구형 및 언도 형량
본적

이름

창씨명

적용법

구형

언도

보생 교육대 1개 대대에 출동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암바라와 주변은 삽시간에 이중삼중의 엄

서울

李活

公山豊三

치안유지법위반 제1조

12년

10년

중한 비상경계가 펼쳐졌다.

전남

金賢宰

神石賢宰

치안유지법위반 제1조

8년

8년 6개월

의거가 일어난 첫날 밤 형무소장의 사살에 성공한 후 민영학은 하복부와 좌대퇴부에 총탄을

충북

林獻僅

林正雄

치안유지법위반 제1조

10년

8년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자, 수수밭으로 들어가 소총의 방아쇠에 구두끈을 매고 가슴을 향해 당

전남

李相汶

松岡潁治

궐석재판

8년

7년

기었다. 1945년 1월 6일 위생재료창고 안으로 들어온 손양섭과 노병한은 서로 방아쇠를 당겨

강원

曺奎洪

葉山奎洪

궐석재판

8년

7년

자결하였다. 암바라와 의거로 삽시간에 암바라와 시가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은 3일간 싸움

황해

文鶴先

文岩鶴先

궐석재판

8년

7년

에서 군인·군속 일본인 등 12명을 사살하였다.

전남

白門騏

白川登龍

궐석재판

8년

7년

암바라와 의거에 대해 현지에 살고 있는 스미잔(Sumijan, 1921년생) 옹의 증언에 따르면,

충북

朴昶遠

新井昶遠

궐석재판

8년

7년

1945년 1월 4일 의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당시 세마랑에서 일본군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황해

吳殷錫

桑田殷錫

궐석재판

8년

7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헤이호(兵補)로 근무했던 사르무지(Sarmuji, 1925년생)

충남

池周成

池上周成

궐석재판

8년

7년

옹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암바라와에서 48km 떨어진 몬티란이라는 데에서 근무했는데

충남

朴承郁

井上雨面人

기소유예

2년

3년 집행유예

암바라와에서 한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군을 사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황해

申暻喆

進川暻喆

궐석재판

8년

7년

허영은 동맹통신사 최호선(崔浩善), 송병기(宋炳騏), 박승욱(朴承郁) 등과 협의하여 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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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독립청년당의 조직 파괴와 해방

인 군속들을 중심으로 재자바조선인민회(在爪

암바라와 의거 후 일본군에서는 또 다시 한인 군속들의 저항이 두려워 대규모의 전속을 실

허영·송병기·박승욱·최호선 등 조선인민회 간부들이 고려독립청년당 10명의 신병을 인수

시하였다. 싱가포르에 전속된 군속에는 고려독립청년 당원들도 포함되었다. 이활은 수송선

하여 왔다. 때마침 인도네시아 예술인협회 산하 연예인들이 민회로 허영을 찾아왔다. 허영은

스미레환 탈취를 지령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누설되어 중지되고 말았다. 스미레환 탈취사

일본군 보도부장 시절 인도네시아 독립을 주제로 한‘봉화(烽火)’
,‘민족(民族)의 魂(혼)’등의

건이 발각되고 그후 고려독립청년당의 전모가 들어나 당원 전원이 체포 기소되었다. 기소된

연극을 연출한 바 있어 그들과 친근한 사이였다. 그들은 한국독립을 축하하고 조국독립을 위

10명은 1945년 7월 21일 자카르타의 제16군 사령부 군사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치안유지법

해 항쟁한 당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다음 가져온 선물과 각자가 지니고 있던 패물들을 모아 증

제1조 위반이라는 죄명이었다. 구형과 언도 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정해 주었다.

朝鮮人民會)가 창설하였다. 1945년 9월 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한인들도 해방될 수 있었다.

고려독립청년당가를 작곡했던 김현재가 조선인민회가를 작곡하고, 한맹순(韓孟淳)이 작사

그러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은 석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여 민회가를 부르는 등 귀국전에 동포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였다. 고려독립청년당 세마랑

8월 26일 자바일본군 군정감부 선전부장 허영(許泳)이 구치중인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의 인

지구 책임자 이상문은 암바라와 의거의 주역인 삼의사의 유골을 찾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 문제로 군구금소로 찾아왔다. 일본군에서는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와 같은 단체를 조직

세마랑으로 가서 원주민 증언에 의해 3의사 유해를 봉대하여 왔다. 또한 자카르타 중국국민당

한다면 일본군은 적극 협력해 줄 것이고, 구금중인 당원들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

알선으로 재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金九)주석과 연락, 주석으로부터 메세지와 더불어,

였다.

태극기를 민회 전면에 매일 게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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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6일 암바라와 3의사가 순국한 1주기에는 고려독립청년당 주관, 재자바조선인민

근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북 완주 출신인 양칠성(梁七星, 창씨명:梁川七星, 인도네시아

회 후원으로 손양섭 의사, 노병한 의사, 민영학 의사에 대한 합동 영령제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름:코마루딘)은 자바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해방 이후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일본군인 아오키(靑木), 하세가와 카츠오(長谷川, 인도네

4. 인도네시아 독립전쟁과 한국인

시아 이름:Usman) 두 사람과 함께 게릴라부대에 들어갔다. 그는 1945년 가을 팡에란 바팍
(Pangeran Papak) 왕자가 이끄는 게릴라부대에 참가하여 반둥과 족자카르타를 잇는 철도와

제2차대전이 종결되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이 진주해 왔다. 네덜

도로를 공격, 네덜란드군 수송 경로를 파괴하고 다량의 무기를 탈취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혁

란드의 경우 일본이 패망하자 그들의 영향력을 예전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시 군대를 인도

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의 부대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투에 이긴다고 해서 그는‘칼리만탄의

네시아에 파병하였던 것이다. 초기에 영국군은 인도네시아에 진주한 네덜란드군을 도와주기

왕’
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는 1948년 11월 부대원들과 함께 서부 자바의 가루트(Garut) 부근

도 하였다. 영국군의 일차 주둔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연합군 포로들의 귀환을 돕는 데

가루우아라 산속에서 게릴라 작전 중 네덜란드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후 1949년 8월 자바

있었다.

의 크루콥이란 곳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형을 당하였다.

1945년 11월 동부 자바의 주도인 수라바야(Surabaya)에 상륙 주둔한 연합군(당초는 영국군
중심)과 민중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영국군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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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 네덜란드는 계속하여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은 네덜란
드에 맞서 독립전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11월 김재연 등 한국인 군속들은 인

김문환,「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 2004.9.
Museum Kereta Api Ambarawa, MUSEUM KERETA API AMBARAWA(The Ambarawa Railway Museum),
2002.
Politeknik Ilmu Pelayaran, Company Profile, 2004.
문창재,『나는 전범이 아니다』
, 일진사, 2005.

도네시아 독립군에 입대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공헌하였다. 현재 알려진 인원수는 9명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인부대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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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독립청년당의 군사재판이 진행된 일본군 제16군 사령부 자리(독립기념탑에서 바라본 정경)

▲ 고려독립청년당에서 포로수송선을 탈취하려고 계획한 딴중 쁘리옥 항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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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독립기념탑( M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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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독립청년당원 재판 장소

주 소

Jl. Silang Medan Merdeka Seletan, Jakarta

현재상태

인도네시아 국방부 건물과 국립도서관, 자카르타 시청 등이 들어서 있다.

관련사항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 16군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1945년 1월 고려독립

일본군 제16군 사령부 자리

청년당의 조직이 발각되면서 관련자들 10명이 이곳에 끌려와 군사재판을 받았
다. 1945년 1월 28일 고려독립청년당 총령 이활(李活)이 체포되었으며, 2월 10일
박성욱·지주성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박창욱도 체포되어 본부
로 압송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활·이상문·조규홍·지주성은 5월 19일 제16군
군법회의에 송치되었고, 싱가포르에서 압송된 김현재·임헌근·문학선·박창
욱·오은석·백문지 등은 5월 24일 군사법정에 송치되었다. 군법회의 법정은 사
령부내의 구치소안 넓은 곳에 임시로 꾸며졌고, 7월 21일 군사법정이 개회되어
구형과 언도가 내려졌다.

▲ 1943년 당시 일본군 제16군 사령부 인근 지도(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탑(Monas)에서 본 16군사령부 구지 전경 지금은 미대사관, 시청, 국방부, 국립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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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독립청년 당원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일본군 제16군 사령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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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구

주 소

Tanjung Priok, Jakarta

현재상태

대규모 항구로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관련사항

일제로부터 강제동원되어 포로감시원이 된 한인 1,400명이 부산을 출발한지
26일만인 1942년 9월 14일 저녁 서부 자바의 딴중 쁘리옥 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이들 한인들을 중심으로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
다. 암바라와의거 이후 고려독립청년당에서는 1945년 1월 7일 제2차 의거로 포
로수송선 스미레환(丸)을 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자카르타에서 전속되던 한인
군속들은 딴중 쁘리옥 항구에 정박중인 포로수송선 스미레환을 탈취하기 위해
이곳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싱가포르로 떠났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송선이 출발하
였으나 중간에서 누설되어 중지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고려독립청년당의 전
모가 들어났고 당원 전원이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 초기의 딴중 쁘리옥 항구

▲ 딴중 쁘리옥 항구 전경. 고려독립청년당에서 딴중 쁘리옥 항구에 정박중인 포로수송선을 탈취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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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딴중 쁘리옥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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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독(Glodok)형무소

Harco shopping center·Glodok Plaza, JL. Pintu Besar Sel, Jakarta

주 소
현재상태

글로독 플라자 및 하르코 쇼핑센터로 변모하였으며, 코타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
일제 강제동원되어 자바로 온 한인 군속들은 1944년 12월 고려독립청년당을 결

관련사항

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해방 이후 연합군에 의해‘포로 학대
죄’
로 전범이 되어 글로독형무소에서 사형당하였다. 네덜란드 군사법정에서 포
로감시원 출신 박성근(朴成根) 최창선(崔昌善), 박준식(朴俊植), 변종윤(卞鍾尹) 4
명이 사형을 당하였다. 글로독 형무소는 일제 패망 직후에는 전범 수용소 및 일
반인 형무소로 구분되어 쓰이다가 1973년 폐소되어 현재는 상가로 변하였다.

※ 글로독형무소에서 사형당한 한인 군속
형명

재판국

이름

집행 당시

(창씨명)

나이

박성근

24

총살형

네덜란드

32

총살형

네덜란드

사형집행

집행장소

본적

1947. 1. 5

글로독형무소

전북 군산

1947. 9. 5

글로독형무소

함경 남도

년월일

(木村成根)
최창선
(大山隆昌)
박준식

▲ 글로독 형무소 자리. 지금은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다.

31

총살형

네덜란드

1947. 9. 5

글로독형무소

경기 개성

29

총살형

네덜란드

1947. 9. 5

글로독형무소

충북 청주

(松岡茂正)
변종윤
(柏村欽信)

▲ 글로독 형무소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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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피낭 형무소

주 소

JL. Bekasi Timur, Jakarta
SI
KA
BE

현재상태

현재도 계속 형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자바로 온 한인 군속들은 1944년 12월 고려독립청년

Cipinang역

JL.(BEKASI(TIMUR(RAYA

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61명이 전범이라는

찌피낭

누명을 쓰고 해방 후 연합군에 의해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은

형무소

CIPINANA(JAYA

한인 군속들은 찌피낭형무소에 수용되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한인포로 61
명은 1949년 12월 25일 자바를 출발하여 1950년 1월 17일 일본 도쿄(東京)에 도
착하여 스가모형무소(巢鴨刑務所)에 다시 수용되었다.

▲ 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용되었던 찌피낭
형무소

▲ 찌피낭 형무소의 외벽

▲ 찌피낭 형무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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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피낭 형무소의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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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묘지

주 소

JL. Hipda K.S, Tubun. No.1, Jakarta

현재상태

현재 쁘땀부란(Petamburan) 공동묘지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련사항

허영(許泳)은「그대와 나(君と僕)」
라는 일본군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실적으
로 인도네시아 자바로 가게 되었다. 허영의 일본식 이름은 히나츠 에이타로(日夏
英太郞), 인도네시아 이름은 휴영(Huyung)이다. 허영은 제16군 선전반의 일원으
로 이곳에서「Calling Australia」
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등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해 일했다. 일제에 충성을 다하던 허영은 1945년 1월 고려독립청년당의 암바
라와의거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후 허영은‘재자바조선인민회’
를 1945년 9월 1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조선인민회는 일본의 패전시 자바에 남
아있던 한국인 군속, 민간인 및 천여 명으로 규합하여 조직되었으며, 한인 군속
들이 전범의용자로 전원 형무소에 수용된 1946년 4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였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한인들이 귀환하였지만 허영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단
념하고, 독립 인도네시아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그는 1952년 2월 9일까
지 6년 반동안 묵묵히 연극과 영화 일에 종사하였고, 영화와 연극을 통해 혁명전
쟁에 참가하였다. 허영의 유해는 자카르타 시내의 쁘땀부란(Petamburan)묘지
에 매장되어 있다.
▲ 허영의 묘비

▲ 허영이 묻혀있는 쁘담부란 공동 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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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묘가 있는 자카르타 쁘땀부란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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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둥회의가 열였던 회의장소

▲ 세마랑 분소가 있었던 수까 미스낀 형무소 전경

▲ 반둥회의가 열였던 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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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독립청년당 반둥지구당(자바포로수용소 제1분소)

주 소

Jl. A.H. Nasution No. 114 Kelurahan Sukimiskin Kecamatan
Arcamanik, Bandung

현재상태

현재 인도네시아 법무부 제1등 형무소(Departerme Kehakiman Dan Ham
Ri, Lembaga Pemasyorakatan Kelas, Sukimiskin, Bandung)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네덜란드 식민지시대에 이곳을‘하우드만스탓(Haudman staat)’
이라고 불렀
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은‘수까 미스낀(Suka Mishin)’
이라고 불렀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이곳을 자바포로수용소 제1분소로 사용하였다. 수까
미스낀은 화란통치시대에 세워진 감옥으로 그들이 세웠던 감옥이었지만 일본군
이 점령하면서 화란인들이 수감되었다.
반둥에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의 4개 분견소와 병원이 있었다. 반둥포로수용소
제1분견소에서 근무하던 김만수·조남훈 등이 간접반항의 본보기로 포로들의 외
부연락을 담당하였으며, 음식을 제공하여 영양실조에 걸린 화란계 포로들을 도
와주었다. 당시 수까 미스낀 수용소에서 김만수와 같이 근무했던 한국인 동료로
는 유홍배·이병용 등이 있었다. 그 중 유홍배는 화교계 현지인과 결혼하여 1970
년대 초에 자카르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후손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여
그 후손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병용도 이곳 화교계와 혼인하여 동부
자바 주도인 수라바야(Surabaya)에서 살다가 7~8년 전에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김만수도 화교계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1966년 한
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만큼 초창기 이곳 교민사회 형성에
공헌하였다.
당시 한인 군속들은 반둥의 화교들과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한인 군속 가운데 김두삼(金斗三)·안승갑(安承甲)은 화교들을 통해 정
보를 받았는데, 반둥지역의 화교 지도자인 정지춘(鄭芝春)과는 협조하여 한인들
의 항일운동을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정지춘의 아들 정이홍(鄭貽鴻)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가 수까 미스낀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두삼이 편의를 많이
봐주었으며, 그러한 인연으로 화교들과 서로 연락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 고려독립청년당 반둥지구당이 있었던 자바포로수용소 제1분소인 수까 미스낀 형무소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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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독립청년당 반둥지구당이 있었던 자바포로수용소 제1분소(수까 미스낀)

▲ 수까 미스낀의 원경

▲ 자바포로수용소 제1분소가 있었던 당시 수까 미스낀 전경

▲ 조선인민회에서 반둥대학 광장에 세운‘대한독립

▲ 대한독립기념비 사진의 뒷면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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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을 도와주었던 인도네시아 화교 정지춘의 신분증

▲ 정지춘 여권사진

▲ 반둥 제1분소에서 근무하였던 김만수의 당시 사진

▲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인도네시아 화교들

▶ 반둥 제1분소에서 근무하였던
유홍배와 그의 장모(화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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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랑 분소가 있었던 장소. 현재 BPLP

▲ 고려독립청년당이 결성되었던 수모워노 교육대의 현재 모습

180

▲ 한인 군속들이 재교육을 받았던 수모워노 교육대의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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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포로수용소 세마랑 분소

주 소
현재상태

JL. Singosari 2A, Semarang
옛 세마랑 분소에는 현재 해양 장교를 양성하는 인도네시아 통신부 교육훈련청
산하의 종합기술전문학교(Politeknik Ilmu Pelayaran, BPLP)가 자리하고 있다.
1945년 1월 고려독립청년당의 실체가 드러나자 관련 당원들이 체포되어 이송

관련사항

수감된 곳이다. 암바라와 의거가 있은 직후 한국인 군속들을 대부분 이곳으로 이
송시켜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였다. 사르무지(Sarmuji, 1925년생) 옹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세마랑의 카랑아슴(Karangasem)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병보훈
련을 받았는데 교육을 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한인 군속들이었다고 한다. 그가 기
억하는 사람으로는 가네무라(金村), 오카타(岡田), 나카마츠(中松), 다나카(田中)
등 일본이름의 한인들이었다. 그는 그 가운데‘가네무라’
라고 불렸던 김재연과
10회 정도의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김재연은 해방 이후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가
담하여 1949년까지 활동하였고, 1950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Munhamad Ihsan’
으로 고쳤다고 한다.

▲ 해방 이전 세마랑 분소의 모습

▲ 세마랑 분소가 있었던 자리에 종합기술전문학교가 있다.

▲ 세마랑 분소가 있었던 곳에는 종합기술전문학교(BPLP)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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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랑 분소 자리(BP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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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주 소
현재상태

Bantir-Sumowono, Semarang
얼마 전까지 인도네시아 군부대 막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가끔 군부대가
야영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관련사항

1944년 12월 29일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곳이다. 세마랑(Semarang)주 수
모워노(Sumowono)라는 고원지대이며, 이곳 사람들은 깐풍(Kampung) 마을이
라고 부른다. 네덜란드 지배기부터 병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일본군들이‘세마
랑교육대’
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인 군속들이 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들을 훈련
시키던 곳으로 사용되었다. 정식 행정명칭은 중부 자바주(Propinsi) 세마랑시
(Kotamadya) 수모워노면(Kabupaten)이며 세마랑시에서 50~60km 떨어진 산
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모워노는 산악지역으로 기온이 낮아 네덜란드 식민
지 시대에는 이곳에 식민지배자들이 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재훈련을 받던 한국인 군속들이 1945년 12월 29일 수모워노 교육대
취사장 뒤편에서‘고려독립청년당’
을 결성하여 일본군의 패전에 대비하고자 하
였다. 사르무지(Sarmji, 1925년생) 옹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네덜란드시대부
터 야전군사 훈련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쌀 등을 보관하
는 보급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로 한인 군속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가 기억
하기로는 수모워노에 5명, 세마랑에 35명, 암바라와에 20명 정도의 한인 군속들
이 있었다고 한다.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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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 고려독립청년당사(초안) 표지

▲ 고려독립청년당사 표지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의 연병장. 연병장의 크기로 당시 교육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 고려독립청년당과 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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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취사장 외부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부속건물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취사장 내부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취사장 내부

▲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건물 내부

▲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수모워노 교육대의 취사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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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워노 교육대(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 취사장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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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트 영웅묘지 입구에 새겨진 인도네시아 독립영웅들의 이름

▲ 가루트 영웅묘지 입구

▲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가한 한인 군속 출신 양칠성(Komarudin)의 이름이 새겨진 가루
트 영웅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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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칠성 묘

주 소

Kabupaten D.T. Ⅱ, Garut

현재상태

가루트 영웅묘지(Taman Makam Pahlawan“Tenjolaya”
)

관련사항

해방 이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던 한국인 군속 양칠성의 묘가 있다.
전북 완주 출신 양칠성(梁七星, 일본명:梁川七星, 인도네시아 이름:코마루딘)은
자바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해방 이후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일본군인 출신 아오키(靑木), 하세가와(長谷川) 두
사람과 함께 게릴라부대에 들어갔다. 양칠성은 1945년 가을, 팡프랑 바팍
(Panfran Papak) 왕자가 이끄는 게릴라부대에 참가하여 반둥과 족자카르타를
잇는 철도와 도로를 공격, 네덜란드군 수송 경로를 파괴하고 다량의 무기를 탈취
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의 부대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투에 이긴다고 해서
‘칼리만탄의 왕’
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는 1948년 11월 부대원들과 함께 서부 자
바의 가루트 부근 와나라자(Wanaraja) 지구에서 게릴라 작전 중 네덜란드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후 1949년 8월 10일 자바의 크루콥이란 곳에서 주민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총살형을 당하였다.
그의 유해는 오랫동안 현지 숲속 파시르포고르 공동묘지에 이름없이 묻여 있다
가, 처형된지 26년만인 1975년 11월 다후란, 스코토 등 옛 동료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청원을 하여 그의 공로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 수하르토 대통령은 양칠
성의 공적조서를 보고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외국인 독립영웅’
으로 추서하
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가루트 영웅묘지에 안장되었으며, 당시 묘비명은 현지
이름인‘코마루딘’
과 일본명인‘야나가와 시치세이’
로 새겨졌다.

▲ 양칠성 묘비

▲ 가루트 영웅묘지

광복 50주년이 된 1995년 8월 묘비명을 새로 제작하여,‘KOMARUDIN,
YANG CHIL-SUNG, 양칠성 대한민국’
으로 교체하였다.

▲ 양칠성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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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의거는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부 자바의 암바라
와를 무대로 벌어진 항일의거이다. 암바라와는 해발 1천여 미터가 넘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중
소 규모의 마을이다. 이 곳은 기후가 서늘하여 철도 교통이 발달되어 일찍부터 네덜란드인들
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자바지역을 점령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암바라와 민간인억류소에 분산 수용되었다. 당시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연합국 민간인 포로는 3만명에 달했다. 암바라와 지역을 관할하던 자바포로수용소 제3분소
제2분견소(암바라와 분견소)는 암바라와 인근 지역에 억류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
장교들은 별도로 형무소에 수용하였다.
1945년 1월 4일 암바라와 분견소에서 근무하던 손양섭·민영학·노병한 등 한인 군속들은
세마랑 분소로의 전출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이었다. 세마랑으로 이동하던 도중 이들 가운데 손
양섭·민영학·노병한 세명은 자동차를 탈취하여 의거를 일으켰다. 이들은 암바라와 분견소
로 돌아와 무기고에서 기관총과 탄환 3천 발을 탈취하여 거사를 진행했다. 총기로 무장한 이
들은 분견소장 스즈키(鈴木)의 관사로 찾아가 총격을 가하고, 일본군 어용상인 시다야마(下山)
와 인근 형무소 소장 등을 사살하는 등 일본군에 대한 항쟁을 계속하였다.
다음 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유지한 암바라와 분견소장 스즈키 대위는 긴급히 스마랑분소
에 구원요청을 하였다. 이날 밤 세마랑에서는 진압부대가 급파되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자카르타 사령부에서도 사태의 중대함을 간파하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암바라와
인근에 주둔중인 간부후보생 교육대 1개 대대가 출동하였다. 한인 군속들의 의거로 암바라와
주변은 삽시간에 엄중한 비상경계가 펼쳐졌다.
하지만 의거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민영학이 일본군에 의해 총상을 입고 말았다. 그는 다
른 동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근처의 수수밭에 들어가 자결하였다. 민영학과 함께 의
거를 일으켰던 손양섭과 노병한도 일본군의 진압부대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1945년 1월 6
일 위생재료창고 안에서 서로의 방아쇠를 당겨 자결하고 말았다.
3일간의 거사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본인 군인·군속·민간인 12명을 처단하였으며, 암바
라와 의거로 일본군들은 한인 군속들의 항일 투쟁을 두려워하여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전속
을 실시하였다. 또한 암바라와 의거 이후 고려독립청년당의 조직이 드러나면서 일본군에 의
해 당원 전원이 체포되고 말았다.

▲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의 암바라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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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기차역

주 소

JL. Stasiun. No.1 Ambarawa

현재상태

암바라와 기차역과 철도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1945년 1월 4일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 손양섭·민영학·노병한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키고, 암바라와 기차역에 잠시 숨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기차가 건설된 것은 네덜란드 식민지배들의 군사적 목적에서 처
음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지주의자들은 프르워레조-마게랑(PurworejoMagelang)에 있는 군사기지와 암바라와에 있는 군사기지를 연결하기 위해 세캉
(Secang)에서 암바라와까지 철도를 놓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게마왕
(Gemawang)과 잠부(Jambu) 사이의 가파른 언덕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톱니
바퀴로 된 철로(cog railway)를 건설하여 1905년에 개통되었다. 현재는 이때 건
설된 철도가 운행되지 않으며 암바라와에서 베도노(Bedono)까지 관광용 열차만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옛날의 역사(驛舍)는 1978년 4월부터 암바라와 철도 박물
관(Museum Kereta Api Ambarawa)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암바라와 역사는 현재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

▲ 암바라와 기차역.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키고 이곳 역사에서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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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라와 읍내를 지나는 철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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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의거지 (암바라와 제2분견소)

주 소

Jl. Mgr. A. Sugiyapranta SJ No. 56, Ambarawa

현재상태

성 요셉 천주교 성당(Gereja Katorik Santo Yusup)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인 손양섭·민영학·노병한 3명이 194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인들을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킨 곳이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
군들은 당시 성당을 자바포로수용소 세마랑분소 제2분견소로 사용하였다. 성당
과 부속시설은 일본군들이 적성국 국민들을 가두는 억류소로 사용하였으며, 성
당 옆에 붙은 건물은 분소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사무소는 현재 수녀원
(Sasana St. Maria Pagesthi Wening)과 사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성당 첨탑에서 내려다 본 억류소 건물

▲ 성 요셉성당.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킨 제2분견소

198

199

▲ 제2분견소(성당) 뒷쪽의 억류소 건물

▲ 제2분견소 내부 소운동장에서 본 모습

▲ 제2분견소(성당) 뒷쪽의 억류소 가는 계단

▲ 제2분견소 내부 후면 건물

▲ 제2분견소(성당) 뒷쪽의 억류소 가는 계단
▲ 제2분견소 내부 운동장 뒤쪽 창고 손양섭·노병학
자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 제2분견소 뒷쪽에 설치된 민간인 억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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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견소 내부 운동장에서 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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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제2분견소 제1억류소

주 소

Jl. Mgr. A. Sugiyapranta J No. 191, Ambarawa

현재상태

성 요셉 천주교 성당(Gereja Katorik Santo Yusup)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1945년 1월 4일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손양섭·민영한·노병한 3명이 일본
군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킨 곳이다. 일본군들은 암바라와 제2분견소로 사용되
는 성당 뒤편에 가늘고 긴 건물에 네덜란드 부녀자들을 집단으로 억류하여 수용
하였다. 이 성당은 1870년에 설립되었다가 일본군이 점령하면서 포로수용소 제2
분견소 및 억류소로 사용하였다.
자바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
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후 1944년 4월 일본군은 그때까지 방치해
오던 연합국 민간인들을 억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바지역 포로수용소가 그 관
리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연합국 민간인들을‘재자바억류소’
라는 이름으로 집단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곳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들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인 감시
원들이 배치되어 감시활동을 하였다. 민간인을 관리하던 한인 군속들이 이곳에
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키게 되었다.

▲ 제2분견소 위에서 본 억류소 모습

▲ 제2분견소 위에서 본 억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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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견소 위에서 본 억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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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제2분견소 제2억류소

주 소

Jl. Mgr. A. Sugiyapranta No. 191, Ambarawa

현재상태

빵꾸치 루허 교회(Pangudi Luhur)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1945년 1월 4일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일 손양섭·민영학·노병학 3명이 일본군
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키고 항전한 곳이다. 일본군들은 암바라와 제2분견소 옆
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억류소로 사용하였다. 네덜란드계 주민들은 빵꾸치 루
허 교회(Pangudi Luhur) 건물과 빵꾸치 초등학교(SMP Pangudi Luhur) 건물
을 강제로 억류되었다.

▲ 일본군이 네덜란드계 민간인들 억류하였던 건물

▲ 일본군이 네덜란드계 민간인을 억류하였던 곳. 현재는 빵꾸치 루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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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들이 네덜란드계 민간인들을 억류하였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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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제2분견소 제3억류소

주 소
현재상태

암바라와 군사기지
억류소 건물은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바라와 읍내의 광장 북동쪽에
있다.

관련사항

1945년 1월 4일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일 손양섭·민영학·노병학은 일본군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켰다. 이들은 제3억류소에서 일본군을 사살하고 항전하였
으나, 의거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민영학이 일본군에 의해 총상을 입었다. 이
에 민영학은 인근 수수밭으로 들어가 자결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암바라와 읍내
광장에 네덜란드계 주민들을 억류하였는데 암바라와에는 4곳에 억류소를 두고
있었다.

▲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킨 제4억류소 건물

▲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킨 제4억류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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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억류소 앞의 암바라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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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라와 제2분견소 제4억류소

주 소

암바라와 탱크부대

현재상태

인도네시아군의 탱크부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광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관련사항

제4억류소는 제3억류소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켰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탱크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 암바라와 의거 당시에는 암바라와 제2분견소 제4억류소로 사용되고
있다.

▲ 제3분견소 입구(현재 인도네시아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 제2분견소에서 바라다 본 제3분견소의 모습(앞에 광장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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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분견소 입구(현재 인도네시아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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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학 자결지

주 소
현재상태

Herman 63 Yeareole Bejalen, Ambarawa
현재 농토로 사용되고 있다. 우기 때는 벼를 심고, 건기 때는 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관련사항

1945년 1월 4일 일본군에 대항하여 의거를 일으킨 민영학이 총상을 입고 수수
밭에 들어가 자결한 곳이다. 현재 농토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영학이 자결할
당시에는 수수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그 바로 옆에는 일본군의 야전병원이 있었
다. 그때의 병원자리에는 지금 결핵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결지 앞에 수디르
만(Sudirman) 초등학교가 있다.

▲ 민영학이 자결했던 수수밭. 현재에는 벼

▲ 암바라와 의거를 증언한 현지인 사르무지 옹

가 재배되고 있다.

▲ 암바라와 의거의 주역 민영학이 자결한 수수밭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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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1월 6일 조선인민회에서 거행한‘삼의사 영령제’
사진

▲‘삼의사 영령제’
사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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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8월 ~ 194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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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緬工作隊
1. 파견경위

1. 조선민족혁명당은 영군의 대일작전을 협력하기 위하여‘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
를 파견함.
2. 연락대는 10인에서 25인으로써 대장(隊長) 1인을 두되 영군의 제복을 입고 조선민족혁명당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국 총칭(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을 편성하였다. 임시정부
가 한국광복군을 편성한 궁극적 목적은 미국, 영국, 중국 등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에 연합국
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당당히 전승국의 자격으로

3. 연락대의 주요 공작은 영군의 대일작전에 유리한 대적선전과 전획(戰獲)한 문건을 번역하는
것임.

한국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한국광복군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팎의 여러 가

4. 연락대의 복무기한은 6개월을 제1기로 하되, 양방의 협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음.

지 제약 조건을 무릅쓰고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사무국(OSS)과 군

5. 전조(前條) 기만(期滿) 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필요로 인(認)할 시(時)나 영방(英方)의 요구가

사훈련 및 공동작전을 구상한 일과 인도, 미얀마(구 버마)전선[印緬戰線]에 광복군 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는 1943년 8월부터 1945년 9월까지 2년간 인도, 미얀마지역에 파
견되어 활동하였다. 광복군 공작대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것은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과,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의 교섭에서부터 비롯되
었다. 1942년 겨울 인도의 영국군총사령부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측에 공작원의 파견을 요청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총서기 김원봉은 최성오와 주세민 등 두 명을 인도에 파견하였다.
영국군은 인면전선(印緬戰線)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있을 때에는 일부분 혹은 전부의 인원을 조환(調換)할 수 있음.
6. 대장은 재인영군 상위(上尉)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대원은 재인영군 중위(中尉)와 동등한 대
우를 받되 공작상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는 특별 장려를 받음.
7. 연락대의 공작을 유효(有效)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은 상주대표 1인을 인도에
파견하여 전반 활동에 있어서 밀절(密切)히 합작케 함.
8. 영군이 포획한 조선인 부로( 虜)에게 공작대 인원이 자유로 접촉케 해서 가능하면 그들을
훈련하여 복무케 함.
9. 연락대 인원의 파견 조환(調換) 혹은 철수에 수요되는 일체 경비는 영방(英方)에서 부담함.

수 있는 대적 선전전의 특수인력을 필요로 했던 것 같고, 그 인원을 조선민족혁명당측에 요구

10. 연락대 인원은 영군 군관과 동일한 여행상 편리와 대우를 향수(享受)함.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1. 대의 인원이‘델리’
에서 공작할 때는 무료로 거주의 편의를 주되 그것은 장막생활(帳幕生活)

이때 인도에 파견된 조선민족혁명당 공작원 두 명은‘가성(加城)’
과‘아랍감(阿拉甘)’등지
에 배치되어 대적 선선공작을 담당하였다. 가성은‘가성각답(加城各答)’
의 준말로 인도 제2의
도시인 콜카타(Kolkata, 구 Calcutta), 아랍감은 미얀마 서북부지방에 위치한 아라칸
(Arakan)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지명이므로, 이들은 콜카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아라칸 전선
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군은 이들의 활동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고, 이를 계기로
총사령부 안에 대적 선전대를 특설하였다고 한다.
조선민족혁명당 공작원의 활동에 크게 고무된 영국군총사령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증파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그 경위는 자세하지 않지만, 조선민족혁명당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이에 주인도영국군총사령부를 대표하여 콜린 맥켄지와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김원봉 사이에 1943년 5월에 다음과 같은‘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파견에 대한 협정
이 체결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 대표 김약산 장군과 재인영군총사령부 대표 맥켄지 선생은 조선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고 영군의 완전 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은 재인영군의 대일작전을 협력
하고 영군은 조선민족혁명당의 대일투쟁을 원조하는 원칙하에서 아래와 같이 협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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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대라는 현명(顯明)한 휘장을 패대(佩帶)함.

이 되기 쉬움. 만약 여관에 거주할 수 있을 때에는 신금(薪金) 중에서 100루피를 변제해서
그 식숙비(食宿費)에 충용(充用)함.
12.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는 주로‘델리’
에 거주하고 그의 판공(辦公) 생활여비(生活旅費) 등 비
용은 상당한 대우로 영방에서 부담함.

위의 협정서 초안은 인면공작대 파견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현존하는 자료로, 이를 통해 공
작대가 파견되던 당시 정황과 조건들을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조선민족
혁명당과 영국군은 대일전에서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명분과 원칙에 입각해 공작
대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전연락대의 구성, 임무, 복무기한 및 조건, 대원들의 대
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협정은 위 내용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호
혜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은 독자적으로 대원을 파견하지 못하였고,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 공작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민족혁
명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그 소속 정당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었고, 조선민족혁명당의 무
장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는 1942년 7월 개편선언을 발표하고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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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나 한국광복군사령부를 무시하고 독자

군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공작대가 콜카타로 직행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

적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광복군은‘9개준승(九個準繩)’
으로 중

정된다.

국군사위원회로부터 작전권 및 기타 행동에 대해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당

인도에 도착한 공작대는 콜카타와 델리 두 도시의 영국군 기지에서 대적선전에 필요한 훈련

시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인면공작대 파견문제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

을 받거나 대일 선전방송을 담당하였으며, 인도와 미얀마 국경에 형성된 최전방 전선에 투입

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 인면전구공작대를 편성하

되어 대적 선무방송, 문서번역, 포로심문 등 특수 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여 파견하게 된 것이다.

광복군 공작대는, 날짜와 교통편은 확인되지 않지만, 첫 도착지 콜카타에서 델리로 이동하
였다. 델리에서는 영어학습과 일어방송, 전단작성, 문서번역 등의 훈련을 받았다. 영어는 델

2. 대원선발과 현지파견

리에서 17 Km 떨어진 인도학교에서 학습하였다. 이 학교의 교장 윌리엄은 충청남도 공주에
서 35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한국말이 유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공주에서 영명학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는 각 지대에서 공작대원들을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신체조건과

교를 세워 경영하던 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어방송과 전단작성, 문서번역 등의 훈련은 델

어학이 중시되었다. 인면전구의 험난한 자연적, 지형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리의 레드 포트(Red Fort)에 있던 영국군 동남아전구사령부에서 받았다. 이처럼 특수전 투입

요구되었고, 일본군을 상대로 특수 공작 선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숙한 일본어 실력과 영국

을 위해 실시된 공작대의 교육은 1943년 9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

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영어 구사능력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

졌다.

여 제1지대에서 2명, 제2지대에서 7명 등 모두 9명을 선발, 다음과 같이 인면공작대를 편성하

4. 공작대의 실전 투입과 활약

였다.
대 장

한지성(韓志成, 1지대)

델리에서 훈련을 마친 공작대는 1944년 2월경 영국군에 분산 배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델

부대장 문응국(文應國, 2지대)

리의 영국군사령부에 남았던 송철과, 콜카타 방송국에 남았던 이영수·최봉진을 제외한 6명

대 원 최봉진(崔俸鎭), 김상준(金尙俊), 나동규(羅東奎), 박영진(朴永晉), 송철(宋哲),

의 대원은 대장 한지성의 인솔하에‘부야크’
(미확인 지명)로 이동한 후 이곳에서 다시 2개 분

김성호(金成浩, 이상 2지대), 이영수(李英秀, 1지대)

현지 파견에 앞서 기초적인 적응훈련을 받기 위해 대원들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3주간 교육
을 받았다. 당시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미얀마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에 추가병력을 파견하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대원도 여기에 합류하였던 것이다. 중국군 신일
군(新一軍)의 신(新) 38사단의 대대장, 사령부참모 등으로 미얀마에 파견되었던 최덕신(崔德
新)도 이때 광복군 공작대원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을 마친 9명의 대원은 1943년
8월 말 인도 콜카타로 파견되었다.

3. 델리와 콜카타에서의 특수 공작전 훈련
광복군 인면공작대는 1943년 8월 29일 항공기편으로 인도 콜카타에 도착하였다. 콜카타는
인도 제2의 도시로 1911년 델리로 이전하기 전의 수도였다. 또한 인면전선으로 투입되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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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나뉘어 영국군에 배속되었다. 문응국, 김상준, 나동규 등 3인은 영국군 201 전지선전대
로 배치되어 임팔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3월 5일 부야크를 떠나 7일경 부라마푸트라
(Brahmaputra) 강을 건넌 뒤 12일 드디어 목적지 임팔에 도착하였다. 박영진과 김성호 2인
은 204 전지선전대로 배치되어 아라칸(Arakan)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그 동안 대장 한지성
은 향후 공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야크를 떠나 델리로 갔다가 다시 콜카타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공작대원들이 2개 분대로 나뉘어 전선으로 투입되었다는 소식
을 듣고 2월 17일 아라칸으로 갔다. 하지만 아라칸의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져 선전대의 활동
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한지성을 비롯하여 박영진, 김성호 등 세 대원은 204
전지선전대와 함께 아라칸에서 선편을 이용하여 콜카타 후글리강변의 호라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시 임팔전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콜카타에서 기차를 타고 디마푸르
(Dimapur)까지 간 뒤 그곳에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남하하여 3월 19일경 임팔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콜카타와 델리에 남아 후방 공작을 벌이고 있던 이영수, 최봉진, 송철 등 3인을 제외
한 6명이 임팔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219

영국군에 배속된 후 공작대원들은 임팔전선에 투입되었다. 임팔(Imphal)은 미얀마와 접경

은 영국군 17사단(사단장 D. T. Cowan 장군)을 따라 미얀마 영내의 티딤으로 깊숙이 진격해

한 마니푸르(Manipur) 주의 주도로 영국군 제4군단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3월 초에 일제히 개시된 일본군의 대반격 때 일본군 33사단에 의해

영국군과 일본군간에 2차대전 전사 가운데 태평양전쟁의 분수령이 될 정도의 대격전이 벌어

퇴로가 차단된 채 17사단 전체가 고립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을 극

졌다.

복하고 퇴로를 뚫어가며 임팔로 철수하던 과정에서 광복군 공작대는 특히 커다란 전공을 세

미얀마를 침공한 일본군은 1942년 3월 수도 양곤(구 랭군)을 함락한 뒤 영국군을 북쪽으로

우게 된다. 즉 적으로부터 노획한 작전문서를 광복군 공작대원들이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의

밀어내어 인도로 퇴각시키고 미얀마 전역을 장악하였다. 임팔을 중심으로 한 인도, 미얀마 국

병력배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정보는 17사단 전원이 임팔로 무

경지대는 1944년 3월 9일 일본군의 대공세로부터 시작되어 7월 15일 일본군이 총퇴각할 때

사히 귀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에 사단장은 광복군 공작대를 직접 찾아와 사

까지 3개월간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였던 전선이었다. 임팔대회전으로 불리는 이 전

의를 표했다고 한다. 결국 3명의 공작대원은 사단 본부를 따라 20여일간의 악전고투 끝에 티

투에 투입된 일본군은 무다구치(牟田口廉也) 중장이 지휘하는 미얀마주둔 제15군 휘하의 15,

딤에서부터 임팔까지 180 Km를 무사히 퇴각해 4월 2일 임팔에 도착하였다.

31, 33사단 등 3개 사단을 비롯해 인도국민군 1개 사단 등 총 10만명에 달했으며, 영국군도 슬

문응국, 김상준, 나동규 대원은 3월 11일경 임팔 외곽으로 가장 근접해 있던 최전방 격전지

림(W. Slim) 장군의 제14군 아래 스쿤즈(G. Scoones) 장군이 지휘하는 제4군단 소속의 17,

에 투입되어 영국군 전투부대와 함께 활약하였지만, 일본군의 반격으로 인해 14일경 임팔로

20, 23사단 등 3개 사단이 동원되었다. 영·일 양군은 인도, 미얀마 국경의 중남부지역에 걸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친 코히마, 임팔, 비센푸르, 티딤 등지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여 피아간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

이후 6명의 대원은 5월까지 임팔 전방 50 Km 지점의 최전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적 선무

생하였고, 특히 군수물자가 고갈되어 참패한 일본군측의 사상자는 무려 6만 5천명에 달하였

방송을 한 것을 시작으로 30여 회에 걸친 방송과 10여 건의 포로심문, 문서번역 등의 작전을

다. 그리고 우기를 맞아 전황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945년 1월부터 공세를 취한 영국군은

임팔 격전지 도처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외 비센푸르, 캉글라통비, 우크룰 등지에서도 4월 하

미얀마 중부 내륙 깊숙이 진격하여 4월 초 중부에 있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래이를 점령하

순부터 6월 초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적방송 등 특수 공작전을 전개하여 영국군의 작전을 기민

고 5월 2일 드디어 수도 양곤까지 점령할 수 있었다. 이로써 영국군의 인도, 미얀마지구에서

하게 원조하였다.

의 대일전은 종결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에서는 미군과 중국군이 일

비센푸르에서는 4월 하순경 일본군 2개 대대 650명을 대상으로 선무방송을 하여 효과를 나

본군을 압박하여 미얀마 중북부 국경 전역에서 입체작전으로 일본군을 격멸하면서 영국군과

타내었고, 기타 적의 작전문서를 통해서 공격계획, 무기와 병력 배치상황, 적의 무선 도청, 암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승세를 굳히고 있었다.

호 해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캉글라통비에서도 5월 중순경 박영진이 동북

광복군 공작대는 임팔 대회전 당시 최전선에 투입되어 활약을 펼쳤다. 이들은 격전이 벌어

방의 고지대에서 대적 선무방송을 한 결과, 이 방송을 들은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영

지던 곳곳에서 대적 선무방송, 투항권유 전단작성, 노획문서 해독, 포로심문 등 다양한 공작

국 군단부 작전공보상에 선전대가 적 진지를 점령하였다고 발표하고 또 사람을 보내와 공작

전을 수행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임팔대회전 시기에 광복군 공작대가 활동했던 지역으로는 현재 자료상 임팔을 비롯하여 비

이러한 활동은 우크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5월 초순에 선전대의 수차에 걸친 대적 방송이

센푸르(Bishenpur), 캉글라통비(Kanglatongbi), 티딤(Tiddim), 아라칸(Arakan), 디마푸르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 적들이 스스로 진지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영국군 사단장이 직

(Dimapur),‘위클’
등지가 확인된다. 그 가운데 티딤은 임팔로부터 정남방으로 200 Km 떨어

접 공작대를 찾아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나아가 공작대의 건의를 받아들인 영국군은 일본

져, 현재 미얀마 영내에 있으며, 위클은 임팔 북동쪽으로 4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크룰

군 포로를 다시 전지방송에 투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Ukhrul)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아라칸은 미얀마 서북쪽의 뱅골만 연안에

한편 임팔의 캉글라 포트(Kangla Fort)에 있던 전지선전대 본부에 잔류한 광복군 공작대는 5

있는 지역명이다. 사전허가 문제와, 치안불안으로 인한 조사자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의 어려

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격일로 일문으로 된 공작신문「병대동무」
를 10회 발행하였으며, 포

움으로 인해 캉글라통비와 우크룰, 그리고 티딤과 아라칸에 대한 조사는 실시할 수 없었다.

로 시험표를 만들어 15명의 포로로부터 62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여 영국군의 공작전에 큰 기

한지성 등 3명이 204 전지선전대와 함께 아라칸에서부터 임팔로 이동해 온 사이에, 앞서 2
월에 201 전지선전대에 배속되어 임팔전선에 투입되었던 문응국, 김상준, 나동규 등 세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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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였다.
임팔전투에 참전한 광복군 공작대가 이와 같이 맹활약을 보이게 되자, 영국군 전지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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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활동상을 취재하여 사진을 게재하고,“한국광복군은 중국 경내에서 성립하였고, 그 중
약간을 인도에 파견하여 연합국과 어깨를 겨누어 작전하며 공동의 적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이 신문 기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귀환하게 되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광복군 공작대의 인원은 9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년간에 걸
친 공작대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광복군 공작대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영국군 동남아전구사령관 마운트배턴 경은

공작대는 연합군의 일원인 영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공작대

총칭의 광복군사령부에 수차에 걸쳐 인원증파를 요구하였으며, 1944년 12월에는 증원요청

가 비록 영국군에 배속되어 실전에 투입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건으로 대장 한지성이 총칭으로 일시 돌아가 임시정부와 교섭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서 편성한 한국광복군이었다. 그러므로 공작대는 자신들의 소임으로 자각하고 있던, 연합군

1945년 3월 대원 9명을 추가로 파견하려고 여권 발급을 중국군사위원회에 요구한 적도 있었

의 일원으로 편제되어 일제 구축을 통한 조국광복의 신념을 철저하게 구현하였던 것이다.

다. 하지만 대원 증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1944년 가을에 중경으로 복귀한 나동규를
대신하여 1945년 3월 광복군총사령부 소속의 안원생(安原生)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공작대는 2차대전 중 동남아전선에서 전개된 대회전 가운데 하나인 임팔전투의 최전선에 투
입되어 특수 공작전을 수행하면서 선봉에 섰다. 임팔, 비센푸르, 티딤 등지의 최대 격전지에

임팔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영국군, 미국군, 중국군 등 연합군측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투입된 이들은 대적 선무방송, 포로심문, 노획문서 해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영국군의 작전

1945년 초부터 미얀마로 퇴각한 일본군에 대해 총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광복군 공작대도

을 효과적으로 도왔다. 그러므로 인면공작대는 한국광복군이 선전포고한 일본군을 상대로 가

영국군 전투부대에 분산 배속되어 미얀마 진격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이 파견된 안원생

장 치열하게 전투를 수행한 부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동남아전구사령부에 배속된 외에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 대원은 미얀마 중북부에서 만달

공작대가 투입된 인면전선은 열대우림지대로 험준한 산악과 늪지가 펼쳐져 있어 자연지리

래이로 향해 남진하는 부대에, 최봉진, 김상준, 이영수는 미얀마 중부지역을 우회하여 만달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공작대가 2년간에 걸쳐 활약했다는

이를 향해 북상하는 부대에, 그리고 문응국, 송철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 상륙작전에 참전한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것이다.
영국군에 배속되어 진격한 공작대는 1945년 4월 초 미얀마 중부의 요충지인 만달래이 전투
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자료부족으로 미얀마로 진군한 광복군 공작대의 구체적인 활동과정이
나 전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연락장교였던 베어컨(Baecon) 대위가 애
석하게도 만달래이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캐나다 출신이었던 베어컨은
한국에서 10년간 감리교회 선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공작대와 영국군간의 제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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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 용사들
1. 준비공작

2. 임팔의 전쟁과 본대의 공작

인도에 도착한 후 9월 15일 인도군 총사령부에서‘스피러하스’
(?) 소교를 만나 상의한 결과 전체 동지들은 우선 영

임팔 전쟁의 서막은 열리었다. 적은 3월 9일 행동을 개시하여 15일 친두이강을 건너 3월 말에는 임팔 교외 35마

문과 방송기술을 학습하기로 하고‘델리’
에서 약 17공리 되는 곳에 있는 인도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장‘웰리암’
씨

일 되는 곳까지 왔다. 우리 공작대는 전투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적과 가장 가까운 전지에서 적을 향하여 일어방송

에게서 영문을 학습하였는데, 이는 예전에 미국 선교사로 조선 공주에서 35년 동안이나 있던 이로 조선어가 매우

을 하였고 선전문을 제작하여 산포하였으며, 문건을 번역하였으며, 포로도 심문하였다. 인도 영국 병사들과 같이 창

유창하다. 오후에는 영문을 배우고 오전에는 총사령부에 가서 방송을 연습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학습하고 있던 중

궐(?)한 우중에서, 전호 속에서, 혹은 적이 있는 앞 수십 미터까지 육박하여 들어가는 돌격대를 따라서 우리의 유력

여러 동지들은 물과 기후가 맞지 않아 학질을 앓아 건강이 문제가 되자 송철 동지가 매일 총사령부에 가서 방송과

한 무기 - 선전공작을 하였다.

번역을 협조하는 외에 그 외에 동지는 모두 한지성 동지가 영솔하고 전문으로(?) 영문만 학습하고 방송연습을 정지
하였다. 건강이 차차 회복되자 다시 토론한 결과 송철 동지 한 사람만을 델리에 남겨두어 번역과 방송 협조하게 하

3. 티딤 철퇴시의 적의 정세 판단
문, 김, 라 - 세 동지는 3월 5일 부야크를 떠나 2월 7일‘부라한터라’
(?)강을 건너 12일 임팔에 도착하였다.

고 그 나머지 동지들은 한지성 동지가 영솔하고 15일에‘캘커타’
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도착한 후부터 다시 전문으

3월 1일 - 세 동지는 3·1혁명절을 기념하고, 티딤 가장 앞에 있는 전선으로 출발하였다. 11일 야반에 ◆사에 도착

로(?) 방송을 연습하고 영문을 학습하여 12월 10일 방송학과를 원만히 끝마치었다. 본대는 방송 연습을 끝마친 뒤에

하였는데, 전국은(?) 긴장하여져서 12일 오후부터는 대포 놓는 소리와 기관총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되

는 델리로 돌아가려 하였었는데 그후 계획이 변경되었다. 즉 전대(?) 동지들은 부야크라는 지방에 가서 전지 방송대

지 않아서 사단 본부의 긴급명령에 의하여 전부 인원은 거리로부터 산 위로 철퇴(?)하였다.

총책임자 ◆◆씨와 적을 대항하여 수행할 선전문제를 토론하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1기 공작시간은 완전히 훈련

13일 - 각 동지들은 인도 영국 병사들과 같이 전호를 파고 밤에는 파수도 보며 결사적 작전의 준비를 하였다.

에 다 보내게 되었다.

14일 정오 - 긴급 명령에 의하여 소수의(?) 관원은 다시 전부 철퇴(?)를 시작하였다.

1월 7일 - 리영수, 최상철 두 동지는 캘커타에서 방송국의 방송을 협조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동지들은 8일 오후

16일 - 적의 봉쇄선을 돌파하려 할 때 문용국 동지는 적의 문건 중에서 적의 병력을 발견하였는데 우리의 판단과

네 시에 부야크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선전대 총본부는 장마기를 이용하여 이곳에 관원을 훈련하기로 되었으므로

◆사 본부의 판단은 서로 차이가 있었으나, 그후 사단장은 문동지의 판단에 근거하여 적을 진격하고 이 요새를(?)

한지성 동지도 적을 대항하여 수행할 선전문제에 관하여 강연하였는데 전체 장교들이 모두 출석하여 듣고 또 토론

돌파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친히 문동지와 우리 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금후 참모부(?)에 참가하여 공동 행동하자

에 열렬히 참가하였다. 토론문제는 적을 대항하여 수행할 선전의 원칙, 기술, 경험, 적의 정세, 버마 정세 등으로 매

고 하는 요구까지 하여 왔다.

일 평균 3, 4 시간을 계속하는데 매차 토론은 매우 긴장하고 영국측은 매우 만족하여 한다. 토론이 끝난 뒤는 연습

4. (?)[임팔] 국도 위에서 적을 향하여 방송

을 또 하여 본다.

3월 29일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 - 세 동지는 임팔에서 30마일이나 되는 전지로 나갔다. 우리의 임무는 작전부

1월 23일 - 영국 총부에서 일문 선전문 여덟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동지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 그들이 발견하지

대와 합하여 적을 격퇴, 혹은 투항케 하는 것이다.

못한 몇 가지 점을 보충한 비판문을 써서 보내었다. 한지성 동지는 공작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2월 1일 부야크를

3월 31일 - 제1차로 우리들은 적과 불과 2백 미터 되는 곳에서 일어방송을 하였다.

떠나 4일에 델리에 와서 ◆◆씨를 만나고 9일 캘커타로 돌아가 잠시 두류하고 있었다. 이때에 부야크에 있는 동지

4월 1일 오전에 - 제2차로 방송하였는데 우리쪽 포대는 우리를 적으로 잘못 알고 우리를 향하여 발포하였는데 우

들은 제1분대 문응국, 김상준, 라동규 동지는 전지선전대 201대와 임팔 ◆◆부에 가고, 제2분대 박영진, 김성호 동

리쪽 병사는 두 사람이나 부상되었다. 방송을 마치고 돌아와서 중대장의 말을 들으니“적병 한 사람이 백기를 들고

지는 204 전지선전대와 아라컨 ◆◆부로 출발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한지성 동지는 여러 동지들과 공작문제를 토

적진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포수가 사격하였고 또 5, 6분 지나서 백기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도·버마 작전상에

의하기 위하여 2월 17일 급하게 아라컨으로 달려갔다. 전선으로 나아갔으나 때마침 전투가 혼전상태로 들어가자 ◆

있어 처음으로 보는 놀랄 만한 일이다.”
라고 한다. 중대장이 이 사실을 여단 본부에 보고하였더니 전체 관병대가 되

◆부는 전지공작을 허락지 않음으로 하는 수 없이 겨우 적의 문건을 번역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어 오후 여섯시 후이면 모든 행동을 다정은 매우 흥분하고 긴장되었다. 이곳은 통림 지지하는(?) 것이지만 전체가

3월 7일 - 아라컨의 204선전대가 임팔 전선으로 이동되자 우리 공작대도 ◆◆부에서 공작을 정지하고 13일 (?)전

너무도 흥분된 나머지에 비가 쏟아지는 것도 돌아보지 안지하고 제3차의 방송연설을 하였다. 방송을 끝마치자 과연

선을 떠나 14일 호라항(?)에 도착하여 17일 기차로 티마플로 향하였다. 기차는 일망무제한 옥야와 수백리로 뻗친 원

적병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서서히 걸어온다. 선전대 중대장 ◆씨가 영어로“이리 오너라”
하고 불렀더니 그만 돌

시적 삼림을 지나고 해발 3천여척의 산곡을 넘어 19일 티마플에 도착하였다.

아가고 말았다.

3월 30일 - 이곳에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1백30마일이나 되는 마니풀 인도 왕국의 수도 임팔에 도착하였다. 한지

4월 12일, 13일 - 전투시에 전호중에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적을 잔멸하면서 일어회화의 방법으로 적병 한

성 동지 등 일행이 오는 동안 임팔의 전투는 심히 급하여졌다. 그리하여 문, 김, 라 세 동지는 티딤까지 나갔다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투항하게 하였는데, 간단한 교육을 시킨 후 전지에 사용하였더니 그 결과 성적이 양호하다. 포로

뒷길이 끊어지게 되어 소식을 모르게 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지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며 그 안부를 비상히 관심하

를 전지에 사용한 것은 영국 작전 이래 처음 되는 새로운 사실인 것이다. 이곳에서 방송을 전후 30여차 하였고 포로

였다. 그러다가 4월 2일이 되어 세 동지는 사단 본부를 따라 20여일의 격전을 하면서 적의 포위선을 돌파하고 무사

심문한 것이 10명, 또 문건을 많이 번역하였는데 4월 17일 군단부의 청에 의하여 임팔로 가게 되었다.

히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5월 13일 - 군단부의 청에 의하여 문용국, 김성호 - 두 동지는 다시 그 전 진지에 나아가서 문건을 번역하고 포로
를 심문하고 선전문 세 가지 종류를 작성하여 주고, 5월 18일 또 박영진, 라동규, 두 동지는 다시 그곳에 가서 공작
하기 위하여 떠났다. 그런데 24일 마침 적은 이미 가장 앞 전선부대로 가는 교통선을 단절하여 버렸다. 우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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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대가 봉쇄선을 돌파하고 지나려 할 때 적은 좌우에서 집중사격을 하였다. 이 탄우 속에서 천행으로 빠져나

마다 적과 불과 50미터 되는 곳에 있는 우리에게는 적의 웃음섞인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었다.

오자 곧 적에게 향하여 도중에서 방송을 두 차례나 하였다. 이번 전투에 있어 적의 사상은 매우 많은데 그 중 적 군

5월 6일 - 적 수인이 백기를 들고 진지 위에 나타나더니, 그 이튿날인 7일엔 웬일인지 완강한적은 자동적으로 철

조의 시체 중에서 우리가 뿌린 선전문을 발견하고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였다. 일면 적의 무선전화를 듣고 적의 작전

퇴하였다. 인도 버마 작전상에 있어 적이 건강한 진지를 자동적으로 버린 것은 이번이 처음되는 일이다. 영국군 사

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문건도 번역하여 주었다.

단장 ◆◆씨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적의 문건 중에서 우리의 방송 정형을 기록한 것을

5. 비센풀의 전투
비센풀은 임팔, 티딤 국도 위에 있고, 임팔에서 17마일 떨어져 있는 곳인데, 천연의 요새로 이곳을 빼앗으면 임팔
을 문제없이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은 결사적으로 이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4월 21일 - ◆◆의 청에 의하여 문, 라 두 동지는 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제1차 방송시 적 3인이 나와 들었고, 제2

발견하였고 또 이번 전쟁에 있어 영국 당국은 우리들의 제의에 근거하여 일본 포로를 전지방송에 사용하였는데, 이
것은 영국 작전 이래의 제1차의 시험이며,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전지신문 사진반이 특히 와서 공작정형을 사진을
박히었는데, 그곳에 설명을 쓰기를“한국광복군은 중국 경내에서 성립하였고, 그 중 약간을 인도에 파견하여 연합
국과 어깨를 겨누어 작전하며 공동의 적을 치고 있다”
고 하였다. 이 신문 사진은 런던에 보내어 검열 후 전 세계에

차 방송시는 적 2개 대대 6백50명이 일제히 들었다. 이 방송을 듣고 심지어 적병들은 영국측과 교섭할 것을 토론까

방영한다고 한다.

지 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포로의 입으로 진술한 데서부터 나온 소식인 것이다. 이번 문건과 포로 심문 중에서 적 5

8. 임팔의 공작

개 중대가 우리 진지를 진공할 계획을 발견하였다.

4월부터 5월 1일까지 ◆◆동지는 선전대총부에 있으면서 포로를 심문하고 번역을 협조하였다.

5월 13일 - ◆사의 청에 의하여 박, 라 두 동지는 비센풀 진지에 가서 제1차 방송시 적 5인이 나와 들었고, 제2차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동지가 이곳에 있으면서 문건 번역, 적의 정세 판단, 포로 심문을 하고 또 2일

방송시는 적 12인이 우리편을 향하여 걸어오면서 투항할 의사를 보이더니 어찌된 일인지 그만 중도에 돌아가고 말

마다 발행하는 일문신문「병대동무」
를 10회 발행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포로 시험표를 만들어 15명 포로를 시험하

았다. 이 소식은 ◆ 군단부 작전공보상에 발표된 것이다.

여 62개 답안을 얻었다.

5월 24일 - 한지성 동지는 ◆씨 급 ◆씨와 비센풀에 가서 문응국 동지 등의 공작을 시찰하였는데, 포로 심문과 문

6월 10일 - 전선공작을 결속하고 18일 ◆명 동지는 캘커타 성을 돌아왔다.

건 번역 중에서 적의 진공계획을 발견하였고, 김성호 동지는 포로심문 중에서 적의 새 병력과 무기, 무선전 비밀암

9. 캘커타 방송국

호를 발견하였다.

캘커타의 방송국에서 ◆◆등 동지들은 매일 7차 적을 향하여 방송하였고 또 틈을 타서 문건 번역 공작도 하였는

26일 - 27일에는 문건을 번역하고 28일에는 전투에 참가하여 방송을 하였더니, 이 날 적 2인이 자동적으로 투항
하였다. 아마 방송을 듣고 투항한 것이라 생각한다.

6.‘캉크라통비’
에서 적과 담화
캉크라통비는 임팔 평원의 서방에 있는 해발 3천척 내지 5천척 이상의 산악지대이다. 적 15사 51연대, 60연대는
이곳을 근거로 하고 임팔을 위협하고 국도에 출몰하고 있다.

데, 매일 평균 10여 시간의 공작을 하였다. 우리 동지 수명의 초인적 정신으로 이 대적방송의 공작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10. 델리의 공작
◆◆동지는 델리에서 총사령부 대적방송부를 협조하여 매일 일정하게 번역공작을 하는 외에 매주 2차 일어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동지의 일문 능력과 방송 기술은 전 총사령부내에서 가장 우수한 지위를 점하게까지 되었다.

5월 19일 - 제 ◆사의 청에 의하여 박영진 동지는 그곳 동북에 있는 높은 곳에서 방송을 한 결과 적 2인이 나와서

송, 김 동지와 같이 있던 조선의 벗, 캐나다 상위 배큰씨는 전망하였다고 한다. 인도 델리에 있는 웰리엄 목사 부부

들었고, 그 이튿날에 비로소 안 것인데, 우리의 방송을 듣고 적은 완전히 철퇴하였다. 군단부 작전공보상에 선전대

는 정월 초하룻날 조선의 밤을 열고 조선 풍속, 풍경 사진을 방언(?)하고 영, 미, 급, 인도 인사에게 조선을 소개하며

가“적 진지를 점령하였다”
고 발표하였으며, 사람을 파견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여 왔다.

조선의 독립 후원을 선전하였다고 한다.

5월 22일 - 또 제◆사의 청에 의하여 한지성 동지는 여단부 상위 한 사람과 같이 진지를 시찰하였다. 진지를 시찰
하고 이곳에서 방송을 하려 하였으나 소낙비가 쏟아지는 까닭에 중지하고 말았다.
6월 1일 -김상준 동지는 이 진지에 나가서 방송을 하였는데 서로 20미터 되는 거리에서 적병과 담화를 하였고, 과
자, 담배를 예물로 던저주었더니 받아가지고 가면서“아리가도”
-고맙습니다-를 부르더라.

『독립』
(
1945년 6월 13일자)
(?) : 판독이 어려운 자구임.
◆ : 원문에서 글자를 가린 부호임.
원문의‘복영진’
은‘박영진’
으로 바로잡았음.

6월 4일 - 또 ◆사 ◆◆여단 방어지에 가서 매일 방송을 하였다. 한번은 적과 불과 20미터 격한 곳에서 방송을 할
때에 적은 기관총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격하므로 ◆◆ 동지가 적에게 사격하므로 ◆◆ 동지가 적에게 사격하지 말
라고 권하였더니 과연 적은 사격을 정지하였다.
7. 위클(?)의 반공전
위클은 임팔로 통하는 주요 국도상의 중심점인데, 4월초에 적은 성시를 점령하였다.
4월 22일 - 영군의 반공과 연합하기 위하여 ◆◆와 ◆◆양 동지는 ◆◆여단을 협조하여 적을 대항하여 공작을 수
행하였다. 우리들은 이 진지에서 매일 2, 3차 방송하고 혹은 편지...하였다. 선전문, 담배 등을 보내주었다.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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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정식 국가명은 인도공화국(Ganahantra Bharat)이다. 총 면적은 329만 ㎢이고, 인
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약 11억 명에 달한다. 동쪽은 미얀마·중국과 접경하고 방글라
데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은 파키스탄, 북쪽은 네팔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델리이며, 22개의 주(州)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인도의 역사는 BC 3천년경 세계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문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근
세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정치세력과 왕조의 변천을 겪었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뱅골지방의
콜카타를 거점으로 삼은 영국은 17세기 이래로 정치와 경제를 잠식하여 18세기 중반에 이르
러 결국 인도 전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2차대전 후인 1947년 8월 15일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까지 인도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 독립하였으며, 인
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 있던 파키스탄은 1971년에 두 나라로 나뉘어 동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결국 2차대전 이전의 인도 강역은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족이 인도와 관계를 맺은 것은 신라 승려인 혜초(慧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혜초는 719
년(성덕왕 18년) 당나라에 유학해 광저우(廣州)에서 인도 승려 금강지(金剛智)에게 밀교를 배
웠으며, 그의 권유로 723년경 구법여행을 떠났다. 나신국(裸身國)을 경유하여 인도 동해안에
도착, 불교 성적(聖蹟)을 순례하고 파미르고원을 넘어 729년 무렵 당나라 쿠차[龜玆]로 돌아
왔던 것이다. 혜초가 남긴 인도 여행기인『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은 고대 동서교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뒤 역사에서 인도와 직접 교류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지
만, 불교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도의 문물이 중국을 통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에 들어와 일제 강점하의 한국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와 유사한 역사적 환경
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우리 민족을 위해 지은「패자의 노
래」
와「동방의 등불」
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는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의
좌절을 경험한 한민족을 격려하기 위해 지은 것이며, 후자는 1929년에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

▲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원 전원(9명)

했을 때 한민족을 격려하기 위해 쓴 송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편성한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가 1943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파견되었다. 광복군 공작대는 영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임팔전투에 투입되
는 등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였다. 수도 델리와 제2의 도시 콜카타를 비롯하
여 마니푸르주의 임팔, 비센푸르, 캉글라통비, 우크룰, 나갈랜드주의 디마푸르, 그리고 그 위
치가 확인되지 않은‘부야크’등지가 광복군 공작대가 활동했던 곳들이다. 델리와 콜카타를
제외한 이들 지역은 미얀마와의 접경지 부근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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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도로 인구가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이다. 기후는 겨울철에는 한랭하고 여름
은 대단히 더우며 비가 적다. 이곳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갠지스강 유역 및 데칸고원 방면을
노리는 전략상 요충지이므로 과거로부터 많은 왕조들이 수도로 정했다. 17~18세기 무굴왕조
의 샤자한 왕 이후 특히 번영했으며, 1911년 콜카타를 대신하여 당시 영국령 수도로 정해진 뒤
더욱 발전했다. 수도 이전 후 시의 남쪽에 신시가지를 건설한 이후에는 북은 올드델리, 신시
가지를 뉴델리라 부르게 되었다.
광복군 공작대와 관련된 유적지로는 올드델리의 레드 포트(Red Fort)와 델리역을 비롯해
‘인도학교’등 세 곳이 있다. 레드 포트에는 영국군 동남아전구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고, 이
곳 사령부에서 공작대가 대적 선무방송을 훈련하였다. 델리역은 공작대가 콜카타로 이동할
때 이곳을 이용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인도학교는 델리 시내에서 17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35년간 선교사로 활
동했다는 윌리엄이 교장으로 있던 이 학교에서 공작대는 실전 투입에 앞서 영어 학습을 했다
고 한다.

▲ 인도 독립운동 지도자 간디의 화장(火葬) 성지(聖地)인 라자트(RAJGHAT)

▲ 인도 초대 수상 네루 기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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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영국군총사령부 자리 - 레드 포트(Red Fort)

주 소
관련사항

올드델리 소재
2차대전 당시 인도 주둔 영국군총사령부(동남아전구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델
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광복군 공작대는 이곳에 있는 영국군총사
령부의 요청을 받고 1943년 8월 말 인도로 파견되었으며, 공작대가 델리에서 체
류하며 훈련을 받고 활동할 때에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즉 콜카타에 도착한 공작대가 델리로 이동한 뒤인 1943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 다시 콜카타로 이동할 때까지 델리에 체류한 약 두 달간의 활동 거점이
었다. 이곳에서 공작대는 대적 선무방송을 연습하였으며, 1943년 11월 공작대가
다시 콜카타로 이동할 때 유일하게 델리에 잔류하였던 송철은 이곳 레드 포트의
인도군총사령부에서 대일선전 방송과 노획문서 번역작업을 하였다. 그밖에 1944
년 2월 초 델리를 다시 방문한 공작대 대장 한지성이 공작대의 파견 및 활동과 관
련하여 영국군측과 협의했던 곳도 이곳 현지 사령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붉은 요새’
란 의미의 레드 포트(Red Fort)는 원래 무굴왕조의 사자한 왕이
1648년에 완공한 궁성이었다. 성곽의 둘레는 2 Km 정도이며, 붉은 색의 사암(砂
巖)으로 성곽을 축조하였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후 영국군대가 이곳을
군사령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레드 포트로 명명한 것이다.
공작대가 사용한 건물은 확인할 수 없지만, 레드 포트 내부에는 지금도 영국군
이 세운 3, 4개 동의 건물이 존재하며, 연병장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다.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인도 독립의 중심인물과 독립투쟁 기록화 등을 전시한‘독립박
물관’
(Independent Museum)과 영국군과 인도 저항군의 무기 등을 전시한‘전
쟁기념관’
(War Memorial)이 개관 중에 있다.

▲ 레드 포트 정문

▲ 레드 포트 전경. 광복군 인면공작대의 파견을 요청했던 영국군 동남아전구사령부가 이곳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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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포트에서 거행된 인도 독립 경축행사 광경(1947. 8. 15)

▲ 레드 포트 안에서 본 정문

▶ 영국군 동남아전구사령관 마운트배턴(L.
Mountbatten)경. 인도·미얀마 방면의 영
국군을 총지휘했던 인물로 전후 인도의
마지막 총독을 지내기도 했다.
▲ 레드포트 안에 있는 영국식 건물. 레드 포트 안에는 영국군사령부 시절의 건물이 일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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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역

주 소
관련사항

올드델리 소재
정식명칭은 델리 정션 레일웨이 스테이션(Delhi Junction Railway Station).
델리의 대표적인 역으로, 공작대가 델리와 콜카타를 왕복할 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콜카타에 도착한 공작대가 1943년 9월 델리로 이동할 때, 같은 해 11월
다시 콜카타로 돌아갈 때, 그리고 공작대장 한지성이 1944년 2월 콜카타와 델리
를 왕복했을 때 교통편은 열차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이 때 공작대는 이
역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공작대의 공작훈련 장소였던 레드 포트와 근접해 있다.
붉은 색 벽돌로 된 역사(驛舍)의 건축 연대는 불분명하다. 델리에서 아샘지방으
로 통하는 기차는 이곳에서 출발한다.

▲ 델리역의 중앙부

▲ 델리역. 델리와 콜카타를 왕래할 때 공작대가 이용하던 역이다.

236

237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서뱅골 주의 주도(州都)이다. 인도 제2의 도시로 교외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인구는 약 1,100만 명에 달한다. 1690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상관(商館)을 설치한
이래 근거지로 삼았고, 영국의 동부 인도 진출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1911년 델리로 수도를 옮
기기까지 인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 2차대전 후 인도 독립 무렵 벵골지방 대부분이 동
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이 되자 많은 난민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폭증하였다. 인도의 시
성 타고르의 고향으로, 근자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 테레사 수녀의 활동지로 많이 알려
졌다.
델리와 함께 콜카타는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의 후방 교육과 대적 선무방송의 거점이었다.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델리에 이어 영어와 대적선무방송을 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팔전
투가 끝난 뒤 대원들이 잠식 휴식을 취한 곳이기도 하다. 콜카타에는 공작대 활동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유적지가 몇 군데 남아 있다. 1943년 8월 말 중경으로부터 공작대가 인도에 최초
로 도착한 콜카타공항을 비롯하여 델리로 오갈 때, 그리고 임팔전선으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호라역, 1944년 아라칸에서 철수한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 등 세 대원이 임팔전선으로 이동
할 때 경유지로 도착한 호라항구, 공작대가 소속된 콜카타 영국군 선전대 본부가 있었던 곳으
로 인정되는 포트 윌리엄(Fort William), 이영수·최봉진 등의 대원이 대적 선무방송을 하던
콜카타방송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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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 공항

주 소
관련사항

시내에서 북쪽으로 19 Km 떨어진 덤덤(Dum Dum) 평원지대
1943년 8월 29일 중국 중경을 이륙한 광복군 공작대원들이 처음 도착한 장소이
다. 2차대전 종료 후 공작대원들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1945년 10월 9일 콜카
타에서 중경으로 귀환할 때에도 이 공항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의 건설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2차대전 무렵에는 이 공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덤덤공항으로 알려져 있으나, 찬드라 보스(Netaji Subhas
Chandra Bose) 국제공항이 공식 이름이며, 국제선과 국내선 대합실이 함께 병
열로 붙어 있다. 수차에 걸쳐 증축과 보수를 한 까닭에 2차대전 당시의 공항 모습
은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콜카타 공항 국내선 터미널. 국제선과 붙어 있다.

▲ 콜카타 공항. 1943년 8월 말 광복군 공작대가 처음 도착한 곳이다.

▲ 콜카타 공항 국제선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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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윌리엄(Fort William)

주 소

콜카타 도심 마이단공원의 중앙부

현재상태

인도군 동부지역사령부로 사용중

관련사항

공작대가 소속된 콜카타 영국군 선전대 본부가 이곳에 있었으며, 공작대가 콜
카타에 주둔해 있는 동안에는 주로 이 영국군 요새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즉 1943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공작대가 델리에
서 이동해 온 후 방송훈련과 영어학습을 할 때, 그리고 1944년 말 임팔전투 종료
후 철수했을 때 이곳에 있던 영국군 부대에서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면적은 5.2 ㎢이다. 1773년 영국이 군 요새지로 건설하였으며, 윌리엄 3세
즉위 이후 그의 이름을 따 명명하였다. 델리의 레드 포트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
을 가진 요새이다. 2차대전 후 영국군이 철수한 뒤에는 인도군이 요새로 사용하
고 있으며, 현재 인도군 동부지역사령부가 이곳에 있다. 이런 까닭에 경비가 삼
엄하고 외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 포트 윌리엄 정문의 표지석

▲ 포트 윌리엄 정문. 2차대전 당시 영국군의 요새였으며, 공작대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콜카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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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 호라역(Haora Railway Station)

주 소
관련사항

콜카타 호라철교의 서단 부근
적색의 벽돌로 건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역사의 증축과 보수를 계속해 공작대
활동 당시의 역사는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광복군 공작대가 콜카타와 델리, 그리고 콜카타와 임팔전선을 오갈 때 이용한
역으로 인정된다. 특히 아라칸 전선에 투입되었던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 대원
이 1944년 3월 콜카타로 철수하여 임팔전선으로 이동할 때도 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디마푸르까지 이동했던 것이다.
‘호라’
는 영국인에 의해 콜카타가 대도시로 발전하기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작
은 마을 이름으로, 여기에서 역명이 유래한 것이다. 이런 연고로 역사 안에는 호
라지방의 근대 역사의 개요를 새긴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2차대전 당시에는
이 호라역이 콜카타의 유일한 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뒷날 건설된 실다
(Sealdah) 역이 콜카타에서 북서부 방면으로 연결되는 철도편을 관장하고 있다.
호라역에 연접한 후글리강에는 1943년 공작대가 도착하던 해에 건설된 콜카타
의 명물 호라철교가 있다. 콜카타에 처음 도착한 공작대는 호라역과 시내 중심부
를 연결하는 새로운 호라철교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호라역 안에 건립된 기념비. 호
라지방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 호라철교 전경. 공작대가 도착한 1943년에 콜카타의 명물로 건설되었다. 호라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 콜카타 호라역. 공작대가 콜카타에서 델리를 왕래할 때, 임팔전선으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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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 방송국

주 소

콜카타 시내 에덴동산(Eden Garden)의 동북단

현재상태

콜카타 방송국 건물로 사용중

관련사항

공작대의 활동 거점이었던 포트 윌리엄에서 1 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현재
도 여전히 방송국 건물로 사용중에 있다. 기단부는 석재, 5층 건물은 콘크리트로
건축하였으며, 2차대전 당시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광복군 공작대는 이곳 방송국에서 일어로 대적 선무방송을 하였다. 1943년 12
월 예비교육을 마친 대원들이 실전에 배치될 때 이영수, 최봉진 두 대원이 콜카
타 방송국에 그대로 남아 대적 선무방송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에 대
해 한 자료에서는“캘커타의 방송국에서 동지들은 매일 7차 적을 향하여 방송하
였고 또 틈을 타서 문건번역 공작도 하였는데, 매일 평균 10여 시간의 공작을 하
였다. 우리 동지 수명의 초인적 정신으로 이 대적방송의 공작을 전담하다시피 하
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 콜카타 방송국 전경. 광복군 공작대가 이곳에서 일어로 대적 선무방송을 하였다.
▲ 콜카타 방송국의 정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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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Haora) 항구 자리

주 소

콜카타 시내 프린셉역(Prinsep Ghat) 부근의 후글리 강변

현재상태

프린셉 역사로 변모해 과거 항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음

관련사항

아라칸(Arakan) 전선에 투입되었던 일부 공작대원이 뱅골만을 건너 철수할 때
이용한 항구다. 1944년 2월에 미얀마 북동부의 아라칸전선으로 투입되었던 한지
성, 박영진, 김성호 세 공작대원이 일본군의 대공세로 인해 뱅골만을 건너 해로
로 철수할 때 3월 14일 이 항구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다시 3월 17일 콜카
타의 호라역을 출발하여 19일 디마푸르역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자동차로
이동하여 20일에 목적지인 임팔에 도착, 전선에 투입되었다.
항구 자리로 추정되는 곳은 콜카타 새 다리 위쪽의 프린셉 역 일대로, 현재는
강변에서 과거 항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그곳에는 비문이 완전히
파괴된 채로 기념비가 서 있는데, 이 비가 그곳이 해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포트
윌리엄에 군수물자와 병력을 수송하던 항구 자리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
으로 추정된다. 인도군 요새인 포트 윌리엄이 바로 인접해 있는 까닭에 경계가
심하고 사진 촬영이 제한된 곳이다.
◀ 구 호라항 자리에 서 있는 훼손된 기념물. 과거 영
국 식민지 시기 호라항의 내역을 기록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구 호라항 자리에서 바라본 후글리 강. 좌측 상단에 콜카타 다리가 보인다.
▲ 구 호라항 자리. 공작대가 아라칸 전선에 투입될 때, 그리고 아라칸에서 철수할 때 이용했던 항구 자
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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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최동부 지역인 미얀마와의 접경지대로, 임팔(주도)이 있는 마니푸르주와 코히마(주
도)가 있는 나갈랜드주 등지에 해당된다. 지정학적으로 뱅글라데시를 사이에 두고 인도 본토
와 거의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인종과 언어·관습·종교가 다르며, 사회 기반시설과 생활정

광복군 공작대가 활동한 인도·미얀마 국경지역

도가 낙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게릴라 등의 반정부활동이 계속되는 중
이며 따라서 치안도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임팔과 비센푸르 일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
으나 코히마를 중심으로 험준한 아라칸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쳐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
어져 있다. 영국 식민지시기에 영국군 주둔지가 있던 임팔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 코히마와
디마푸르로 연결되는 도로와 미얀마의 티딤으로 통하는 간선도로가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임팔과 코히마를 중심으로 한 인도-미얀마 국경 일대는 2차대전 당시 1944년 3월부터 7월
까지‘임팔대회전’
으로 불리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광복군 공작대가 당시 임팔전
투에 참전하여 곳곳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한 유적지가 몇 군데 흩어져 있다.
임팔에 주둔해 있을 당시에 공작대가 활동한 거점이었던 캉글라 포트(Kangla Fort)를 비롯해
임팔로 이동시에 이용했던 디마푸르 역 등이 공작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적지이며, 임팔 시
내에 있는 영국군 희생자 묘역과 인도군 희생자 묘역, 일본이 조성한 비센푸르의 인도평화공
원, 비센푸르 시가 등이 광복군 공작대와 관련성을 가진 유적지로 예거할 수 있다.
그 밖에 캉글라통비와 우크룰, 부야크가 광복군 활동 유적지로 파악되지만, 임팔 서북쪽에
근접해 있는 캉글라통비와 임팔 동북쪽에 있는 우크룰 두 곳은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한 관계
로, 부야크는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비센푸
르에서 티딤으로 남하하는 도로는 군작전용으로 외국인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비센푸
르 시가까지만 조사하였다.
이 지역은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신변안전 등에 신중
을 요한다. 그리고 해당 주정부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도 그 절차와 양식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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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글라 포트(Kangla Fort)

주 소
관련사항

임팔 시내 중심부
17세기에 마니푸르 왕국에서 건축한 군대 요새로, 영국 식민지 통치 기간에는
영국군이 이곳을 수용해 주둔해 있었다. 임팔 시내의 영국군 묘역에서 멀지 않다.
임팔대회전 당시 공작대가 소속되었던 영국군 4군단(군단장 G. Scoones 장군)
본부와 전지선전대 총부가 있었던 곳이다. 공작대가 194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까지 임팔지역에 주둔해 있을 동안에 이 곳을 거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임팔대회전이 펼쳐지던 4월부터 6월까지 공작대는 이곳에 있던 선전대 총
부에서 일본군 포로들을 심문하고 노획한 적의 문서들을 번역하였으며, 적의 투
항을 권유할 목적으로 격일로 일문 신문『병대동무』
를 10회 발행하였다.
2차 대전 후 인도 독립으로 영국군이 철수하자, 인도의 아샘군이 이곳에 주둔하
여 2003년까지 기지로 사용하였다. 군대가 철수한 현재는 임팔의 관광명소로 활
용되고 있다. 면적은 한국의 용산 군기지의 1/3 정도로 추정되며, 아직도 30여
개 동의 부대 막사와 연병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델리의 레드 포트나 콜카타
의 포트 윌리엄과 같은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캉글라 포트에 남아 있는 군인 숙소

▲ 캉글라 포트 입구. 임팔전투 당시 공작대가 소속되었던 영국군 4군단 본부와 전지선전대 총부가 이곳에 있

▲ 군인 숙소 벽면의 일련번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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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팔 대회전을 지휘한 영국군 주요 장성들. 광복군 공
작대는 이들의 지휘 계통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캉글라 포트의 중앙부. 왼쪽으로 연병장이 보인다.

◀ 제14군 사령관 슬림(W. Slim) 장군

◀ 제4군단장 스쿤즈(G. Scoones) 장군

▲ 캉글라 포트 부근의 임팔 도심 시가지
◀ 제17사단장 코완(D. T. Cowan)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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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 영국군 묘역

주 소
관련사항

임팔 시내 임팔호텔 부근
영국 정부에서 2차대전 직후부터 임팔전투에서 희생된 영국군의 유해를 모아 안
장한 묘역이다. 3천여 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묘역의 규모로 미루어 임팔전투의 규
모와 치열했던 공방전의 전황을 짐작할 수 있다. 임팔전투에 참전했던 광복군 공
작대의 활동과 관련된 유적지라 할 수 있다. 공작대는 대장 한지성이 소령, 그 이
하 대원들은 대위 계급으로 영국군 군복을 입고 영국군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정면 중앙부 뒤쪽에 십자가 상이 있으며, 그 좌우로 묘역을 조성하였다. 계급과
군번,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해도 상당수 묻혀 있다. 무명용사의 묘표
에는“신만이 아실 것이다”
라고 새겨 놓았다. 또한 묘역 우측에는“그대들의 이
름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새긴 큰 비를 세워 놓았다. 이러한 묘역의 양식과
형태는 영국이 조성한 희생자 묘역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 임팔의 인도군 희
생자 묘역, 코히마, 미얀마의 양군, 턱잔 등지의 영국군 희생자 묘역이 모두 동일
한 양식과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 임팔 영국군 묘역의 표지석

▲ 임팔 영국군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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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팔 영국군 묘역의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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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 인도군 묘역

주 소
관련사항

임팔 시내의 마니푸르 주정부청사 부근
2차대전에서 희생된 인도군 850여 기를 안장해 놓았다. 영국군 묘역과 같은 시
기에 동일한 형태로 조성한 것이다. 인도군은 영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한국
광복군과 함께 활동하였다. 인도인 가운데서도 구르카족은 특히 용맹하였으며,
공작대와 공동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임팔 인도군 묘역

▶ 임팔 인도군 묘역 안에 있는 회교도 전사자 추모 조형물

▲ 임팔 인도군 묘역의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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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센푸르‘인도평화공원’

주 소
관련사항

임팔에서 남쪽으로 17 Km 떨어진 임팔-비센푸르 가도상에 소재.
임팔전투 당시 격전지에 1994년 일본의 미쓰이건설회사가 조성해 놓은 공원이
다. 공원의 규모는 200여평에 불과하며, 기념비와‘인도-일본간의 평화와 우의’
를 상징하는 콘크리트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2차대전 당시 인도방면에서 전몰
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며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 인도 양국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
는 건립 취지문이 일문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광복군 공작대와 직접 관련된 유적지는 아니지만, 공작대의 활동 범위 안에 포
함되어 있는 전적지 가운데 하나로, 시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정
부와 전몰자 관련 단체는‘평화’
와‘우의’
를 가탁하여 격전지에 이와 같은‘추
모’
공원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다.

▲‘인도평화공원’표지석

▲ 비센푸르‘인도평화공원’
. 임팔 격전지에 일본이 1994년 조성해 놓았다.

▲‘인도평화공원’
의 건립 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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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센푸르(Bishenpur) 시가

주 소
관련사항

임팔 남쪽 30여 Km 떨어진 임팔-티딤 가도상에 소재
임팔 대회전 당시 격전지였다. 광복군 공작대는 1944년 4~5월 비센푸르 전투
에 참여하여 대적 선무방송과 노획 문서 번역, 포로 심문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
였다. 특히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에 걸쳐 비센푸르에 투입된 문응국, 나동규, 김
성호 등의 대원들은 최전선에서 수회에 걸쳐 2개 대대를 비롯한 일본군 대병력을
상대로 선무방송을 하여 적의 사기를 꺾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5월 24일에
는 한지성 외에 두 명이 비센푸르로 가 공작대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현재 비센푸르 일대는 미얀마와의 접경지로 인도군의 작전구역 안에 들어 있
다. 이런 까닭으로 외곽지역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당시 공작대가
활동하였던 전적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비센푸르 시가지까지만 통행이 허용
되었다.

▲ 비센푸르 시가지(2)

▲ 비센푸르 시가지(1). 임팔전투 당시 격전지로 임팔 - 티딤 가도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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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팔 - 비센푸르 가도상에서 본 임팔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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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푸르(Dimapur) 역

주 소

나갈랜드주의 디마푸르시

현재상태

디마푸르역으로 여전히 사용중

관련사항

임팔 북쪽 나갈랜드주에 있으며, 콜카타에서 시작되는 철도의 종착역이다. 디
마푸르는 주정부가 코히마로 옮아가기 전에는 나갈랜드주의 주도(州都)였다. 이
역은 2차대전 당시 콜카타지방에서 임팔지방으로 수송되는 인력과 물자의 보급
기지였다.
광복군 공작대는 임팔과 콜카타를 왕래할 때 이 역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1944년 1월 공작대가 임팔전선으로 투입될 때 콜카타를 출발한 뒤 이 역에
서 하차하여 육로를 통해 임팔로 남하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뒤 임팔전투 종료
후 1944년 하반기에 콜카타로 철수할 때에도 이 역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1944년 2월에 미얀마 북동부의 아라칸전선으로 투입되었던 한지성, 박
영진, 김성호 세 공작대원이 그곳에서 철수하여 임팔로 이동해 올 때에도 콜카타

▲ 디마푸르역 플랫폼

에서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3월 19일 이곳 디마푸르 역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이
들은 다음날 임팔에 도착, 전선에 투입되었다.
광복군 공작대가 이용했던 디마푸르-임팔 가도는 험준한 아라칸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친 구절양장(九折羊腸)의 험로이다. 이 가도상에 코히마와 캉글
라통비 등 임팔전투의 격전지가 놓여 있으며, 이 가도가 곧 임팔-코히마 대회전
의 전선이었다. 그리고 임팔의 남쪽으로는 비센푸르-티딤 가도까지 남북으로 전
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공작대는 결국 디마푸르에서 티딤으로 이어지는 가도상
의 최전선을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며 활동을 한 셈이었다.
임팔에서 디마푸르까지의 거리는 210 Km이며, 비포장 험로이다. 자동차로 편
도 6시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또한 임팔은 마니푸르주에,
디마푸르는 나갈랜드주에 있는 까닭에 두 곳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정
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주경계 지점에는 경찰이 통과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디마푸르 역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 건설하였다. 역의 규모는 중소 도시의 간이
역 정도로 크지 않았다. 이 역에서 평생을 지낸 86세의 퇴역 역무원의 증언에 따
르면, 역사 중앙부 지붕의 돌출 조형물 외에는 2차대전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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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푸르 역사. 콜카타에서 오는 열차의 종착역으로 공작대가 콜카타와 임팔을 오갈 때 이용했던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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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푸르 시가지(2)
▲ 디마푸르 역전

▲ 디마푸르 시가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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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푸르-임팔 가도(나갈랜드주와 마니푸르주의 경계 부근). 공작대가 이용했던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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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이나반도 서쪽에 있는 연방공화국으로 총 면적이 68만 ㎢이며, 인구는 4,300만 명이
다. 불교국가로 전 국민의 86%가 불교도이다. 동쪽은 태국·라오스, 북동쪽은 중국, 서쪽은
인도·방글라데시와 접경하고 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지리적 특징은 북고남저(北高南低)로, 서쪽에서 뻗어나온 히말라야가 미얀마 북단에서 갈라
져 하나는 2차대전 당시 영국군, 미군 등 연합군과 일본군의 격전지였던 나가구릉·친구릉·
아라칸산맥을 이루어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를 남으로 달리고, 또 하나는 중국·라오스·태
국 사이에서 샨대지·테나세림산맥을 이루어 말레이반도로 이어지고 있다. 히말라야산맥으
로 이어지는 북부의 카친산지에는 만년설에 덮여 있는 6,000m 정도의 고봉들이 있다. 주요
하천은 이라와디강·시탕강·친드윈강 등으로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이들 하천도 2
차대전 때 공수 양면에서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 대전사에 자주 등장한다.
역사적으로는 1757년에 알라웅파야왕이 전국을 통일하여 최후의 미얀마족 왕국인 콘바웅왕
조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세 차례 침공하여 1885년 왕국을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삼아 영국령 인도에 병합시켰다. 제1차대전 중에 시작된 미얀마민족의
반영(反英) 독립운동은 세계대공황 이후 젊은 지식층 사이로 확대되었다. 제2차대전 중 1942
년에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는데, 각 정치세력이 대동단결해 반(反)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을 결
성해 그 동안 적대시해 왔던 영국·인도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2차대전 후 1948년 4월
1일 독립국가가 되었다.
한국과는 1961년 8월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5년 5월 16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
다. 1983년 10월 아웅산폭발사건 이후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의 전적지가 있다. 영국군과 일본군이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 대치하면서 격전을 벌였던 1944년에는 아라칸과 티딤 두 곳에 인면공
작대가 투입되었으며, 1945년 연합군의 대공세 때에는 만달래이와 랭군 함락작전에 공작대가
참전하였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안이 불안하고 교통이 어려운 티딤과 아라칸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양
곤과 만달래이 두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공작대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어느 면에서는 밀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가
시적인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다만 인면공작대가 투입된 동일한 시기에 양곤과 만달래
이 두 지역에서 모두 영, 일군 사이에 대격전이 벌어졌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다. 인면공작대의 문헌상의 활동 내용을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
적인 사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미얀마 독립기념탑(양곤시 소재)

268

269

미얀마의 수도로 인구는 400만 명이다. 페구산맥에서 발원한 흘라잉강과 페구강의 합류점
에 위치하며 합류점 아래는 양곤강으로 불린다. 미얀마 최대의 도시로 산업 및 상업의 중심지
이다.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랭군으로 알려졌다가 1989년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는 1945년 5월 양곤 함락작전에 영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공
작대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적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양곤시내와 그 외곽인
턱잔에 있는 영국군희생자묘역, 그리고 양곤 시내에 있는 일본인묘지와 구 영국군사령부 등
이 광복군 공작대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증좌로 남아 있다.

▲ 양곤강 하구로 진입하는 영국군 상륙함대(1945년 5월초). 광복군 공작대도 여기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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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영국군 묘역

주 소
관련사항

양곤 시내 남쪽의 한다와디 거리 구역
1945년 5월 양곤 함락전에 참전했던 광복군 공작대의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유적지라 할 수 있다. 공작대는 영국군과 함께 해로로 뱅골만을 건너
상륙한 뒤 양곤 함락전에 참여했던 것이다. 1945년 5월 2일 제 26사단이 양곤에
상륙할 때, 여기에 합류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정식 명칭은‘랭군 전사자 묘역(Rangoon War Cemetery)’
으로 되어 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대전 때 전사한 영국군 희생자들을 합장한 묘역이
다. 인도의 임팔, 코히마 등지에 있는 영국군 묘역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조성되
어 있다. 이들 해외의 영국군 묘역은 영국 메이든헤드에 소재한‘전사자묘지운영
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ion)’
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영국군 묘역의 묘지석

▲ 양곤 영국군 묘역

▲ 묘역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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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일본인묘지’

주 소
관련사항

양곤시 북쪽의 화장터 옆
일본인의 합동 묘역이다. 1909년 이후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묘역이지만, 2차대전 당시 희생된 일본군의 영혼을 위안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조성한‘전몰자영원(戰沒者靈苑)’
도 그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묘지에 있는 수많은
위령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947년 5월에 건립한‘대동아전쟁진몰영령지비
(大東亞戰爭陣歿英靈之碑)’
의 글씨는 임팔전투를 수행한 33군사령관 혼다(本多
政材) 중장의 친필이다.

▶‘일본인묘지’
의‘전몰자 영
원(靈苑) 유래비’

▲ 양곤‘일본인묘지’
의 정문

▲‘영원(靈苑)’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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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잔(Taukkyan) 영국군 묘역

주 소
관련사항

양곤시에서 정북 방향으로 50 Km 떨어진 곳에 위치
양곤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가량 걸린다. 1945년 4~5월 영국군의 진격로였
던, 만달래이에서 페구를 거쳐 양곤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대로변에 있다. 양곤
시내에 있는 묘역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당시 미얀마전선에서 희생된 영국군의
묘역이다. 신원확인 묘 5,501기, 신원미상 묘 867기가 안장되어 있다. 묘역 중앙
부에는 원형 석주들로 만들어진 추모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2만 7천명에 달
하는 영국측 희생자의 명단이 각자되어 있다.

▲ 턱잔 영국군 묘역 추모 조형물의 각자. 2만 7천여명의 전사자 명
단이 새겨져 있다.

▲ 턱잔 영국군 묘역. 총 6,366명의 희생자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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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국군사령부 건물

주 소
관련사항

양곤 도심의 시청 부근
웅장한 규모로 건축된 4각형 모양의 2층 적색 건물로, 2차대전 당시 미얀마에
주둔한 영국군사령부가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미얀마 정부청사로 사용 중
이다. 경비가 삼엄하고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 구 영국군사령부 건물. 현재 미얀마 정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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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양곤에 이은 제2의 도시로 미얀마 중부 이라와디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중부 미얀마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1857년 콘바운왕조의 민돈왕(王)에 의하여 건설이 시작되었고 1885
년까지 이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다. 둘레 8 Km의 정사각형 형태의 궁성이 시내 한 복판에 자
리잡고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한국광복군 인면공작대는 인도 국경지방에서부터 영국군과 함께 남하하여 1945년 4월 만달
래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945년 영일간에 벌어진 만달래이 공방전과 관
련된 유적으로는 만달래이 언덕에 있는 영국군의 전승 기념표지물과 일본의 전몰자 위령비,
만달래이 왕궁내에 있는 영국군사령부 자리, 만달래이 외곽의 사가잉 언덕에 있는 일본파고
다, 그리고 밍에 일본군 위령비 등이 있다. 한편, 한국에 체류하였던 캐나다인 선교사 출신으
로 공작대와 영국군간의 통신 연락을 전담했던 베어컨(Baecon) 대위가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만달래이 언덕에서 조망한 만달래이 시가. 위쪽으로 궁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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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군의 만달래이지역 작전상황(1945년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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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래이 언덕(Mandalay Hill)

주 소
관련사항

만달래이시 서북단
인도 국경에서 남하한 영국군이 1945년 4월 만달래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
본군을 상대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만달래이 시 북서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만달래이 시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 관광명소
로 거대한 사찰인 수텅파이 파고다가 이곳에 있다.
만달래이전투에 참전한 광복군 공작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곳
만달래이 언덕 공방전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공작대와 영국군간의
통신 연락장교였던 베어컨(Baecon) 대위도 이곳에서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덕 정상부에는 영국과 일본 양측에서 각각 건립한 만달래이전투 관련 기념물
이 있다. 영국군 기념물은 정상부 계단 우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만달래이
언덕을 마지막으로 점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치열한 전투 끝
에 로열 버커셔(Royal Berkshire) 연대 2중대 B분대가 1945년 4월 10일부터 12
일까지 만달래이 언덕을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평정한 것을 기념한다.”
언덕 정상부에 있는 일본측의 희생자 추모비는 2002년 2월 남태평양우호협회
에서 건립한 것이다. 흰색 대리석비의 전면에는‘면전방면피아전몰제정령(緬甸
方面彼我戰沒諸精靈)’
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전재(戰災)에서 희생된 모든
일본인, 미얀마인, 영국인들이여, 그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영원의 휴식을 취하기
를 기원한다”
는 내용의 비문을 일문과 영문으로 각자해 놓았다. 또한 언덕 아래
의 관문 입구에도“세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다”
는 기원문(일어, 미얀마어)을 새
긴 목비와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대포가 전시되어 있다.

▲ 만달래이 언덕 위에 있는 영국군 승전 기념 표지석. 영국군이 1945년 4월 10~12일 만달래이 언덕을 마지막으로
점령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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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달래이 언덕 정상부에 있는 전몰자 위령비. 2002년 일본의 남태평양우호협회에서 건립한 것이다.
▲ 만달래이 언덕 원경. 1945년 4월 만달래이 공방전 때 최대 격전지였다.

▲ 2차대전 이전 만달래이 언덕에서 바라본 시가지
▲ 만달래이 언덕 입구에 전시된 구 일본군의 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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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국군사령부 자리(만달래이 궁성)

주 소

만달래이 왕궁의 중앙부

현재상태

1945년 만달래이 공방전 때 소실되어 현재는 그 자리만 남아 있다.

관련사항

한 면이 2 Km로 총 8 Km에 달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만달래이 궁성은 시의 중
앙에 자리잡고 있다. 궁성을 둘러싸고 영국군과 일본군간에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궁성의 벽면과 주요 건물은 이때 거의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궁성과 그 안의 건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 복구해 놓은 것이다.
만달래이를 장악한 영국군은 현재의 궁성 관리본부 건물 바로 우측에 있던 영
국식민지 시기의 행정청 건물을 사령부로 사용했다. 그리고 일본 점령시기의 일
본군 사령부 건물은 그 좌측에 현존하고 있지만, 군통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
만달래이 궁성은 중앙부의 박물관을 제외한 전 지역이 군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출입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다. 왕궁의 숲속에는 2차대전 때 사용하던 것
으로 추정되는 야포와 자동차 등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 전후에 복구한 만달래이 왕궁

▲ 만달래이 궁성. 2차대전 때 파괴된 일부 성곽은 전후에 복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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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달래이 왕궁에 있던 구 영국군사령부 건물. 2차대전 때 소실되어 그 자리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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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잉 언덕(Sagaing Hill)

주 소
관련사항

만달래이시에서 서쪽으로 25 Km 떨어진 이라와디강 건너편 소재
1945년 1~2월에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만달래이에
서 이라와디강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가 이곳에 있다.
사가잉 시내 북쪽의 전망이 좋은 언덕에 2차대전 당시 희생된 일본군의 넋을
달래기 위해 1976년에 구 일본군 레쓰(烈, 31사단), 유미(弓, 33사단) 사단의 이
른바 전우와 유가족 일동이‘일본파고다’
를 건립해 놓았다. 탑의 기단부에는 부
대별로 희생자 수천명의 명단을 각자해 놓았으며, 33사단 제215연대 전우회에서
세운‘위령비’
를 비롯해 유족, 전우 단체별로 세운‘위령비’10여 기가 다양한 형
태로 배열되어 있다.

▲ 사가잉 언덕에 있는‘일본 파고다’

▲ 영국군 2사단의 사가잉 점령 상황(1945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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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잉 언덕에 있는 구 일본군‘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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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에(Myitnge) 일본군‘위령비’

주 소
관련사항

만달래이시에서 공항 방향의 남동쪽으로 20㎞ 떨어진 곳
2차대전 당시 만달래이를 둘러싼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밍에’
에 세운 일본군
의 위령비이다. 밍에는‘작은 강’
이라는 뜻이다. 1972년 일본인면전적위령단에
서 건립한‘위령비’
와 1984년에 건립한 마쓰리(祭, 15사단) 사단 60연대 전사자
‘위령비’등 2기가 있다.

▲ 밍에 일본군‘위령비’
. 만달래이 공방전 때의 격전지에 세워 놓았다.

▲ 비의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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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보』1928년 6월 17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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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보』1928년 6월 17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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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6월 15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대만민보』1928년 7월 22일자. 조명하 사형구형 기사

296

297

▲『대만일일신보』1928년 6월 15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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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6월 15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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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6월 15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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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6월 16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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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6일자. 조명하 공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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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7월 6일자. 조명하 공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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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6월 19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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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6월 19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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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8일자. 조명하 공판 기사

▲『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7월 8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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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8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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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7월 9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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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8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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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8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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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9일자. 조명하 사형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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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7월 19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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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7월 19일자. 조명하 사형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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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9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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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7월 19일자. 조명하 판결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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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10월 11일자. 조명하 사형집행 기사

317

▲『홍콩화자일보』1928년 7월 6일자. 조명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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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5월 12일자. 신채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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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일일신보』1928년 5월 12일자. 신채호 관련 기사

▲『대만일일신보』
(한문판) 1928년 5월 12일자. 신채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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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당시 조명하 근무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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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시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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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조감도

▲ 타이페이 시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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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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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년 홍콩 황후대도 지적도

▲ 현재 황후대도 지적도

▲ 1897년 홍콩 황후대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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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보』1929년 4월 11일자. 안창호 관련 기사

▲『신한민보』1929년 5월 16일자. 안창호 관련 기사

▲『신한민보』1929년 4월 11일자. 안창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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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보』1929년 5월 16일자. 안창호 관련 기사

▲『신한민보』1929년 5월 16일자. 안창호 관련 기사

330

331

安承甲 記,『在자바 高麗獨立靑年黨과 세義士』
(1957년 2월)

▲ 재자바고려독립청년당과 세의사 필사본 표지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자와신문』1945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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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신문』1945년 8월 22일자. 일본왕의 패전조서 관련 기사

▲『자와신문』1945년 8월 15일자.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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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1945년 6월 13일자. 인면공작대 관련 기사

▲『독립』1945년 6월 13일자. 인면공작대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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