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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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사라져가는 선열들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한국독
립운동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부터 지속적인 해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해외사적지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를 재점검하고 보완하
는 측면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흑룡강성 지역의 미진한 부분을
새로이 조사하여 묻혀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
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항일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2008년도 실태조사는 크게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해외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일찍이 안중
근의사, 이동휘선생, 최재형선생 등이 활발하게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해주지역 조사
는 기존 사적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념사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소장 독립운동가 사
진 자료를 수집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사적지의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현장은 아니지만 1937년
한인의 강제이주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이주하여 그들의 삶이 녹아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서 중요한 곳입니다. 홍범도 장군 묘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 이인섭 선생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흑
룡강성 밀산지역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의병들과 함께 벼농사를 짓기 위해 판 일명‘홍범도 도
랑’
을 최초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조사를 보완하는 측면과 미진한 부분을 새로이 발굴
하는 조사가 병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적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
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8년 해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와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해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를 위해 학문적 열정을 기울이고 조사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전문학자들과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들의 헌
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 처장

김 양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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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연해주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공화국 극동지방 남동쪽 끝에 있는 연해주의 중심도시이다. 동해에 면해
있으며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 반도의 남단, 금각만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태평양 방면에서 이
나라 굴지의 항만도시이다. 항구는 11월부터 3월까지 결빙하지만 쇄빙선을 이용하여 겨울에도 사
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항구이다. 도시의 이름은“동방(보스토크)을 정복하자(블라디)”
라는 러시
아에서 유래한다. 중국명은 하이첸웨이이다. 1860년에 러시아 해군기지로 개항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극동정책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1903년
시베리아 철도의 개통으로 러시아 중심부와 육로로 직결되면서 그 철도의 종점으로 국제적 의의도
높아졌다. 혁명운동사에서도 1905~1907년에 제1차 러시아 혁명기에 군대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
났으며, 1917년 10월 혁명 때에는 재빨리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는 등 시베리아, 극동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19세기 말에 동방연구소가 개설되어 문화적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국 독립운동의 최대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다.
블라디보스톡에 처음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개척리 마을에 거주하였다. 바로 이 거리가 과거에
까리에스키 즉 고려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이 거리의 344호에 해조신문사가 위치하고 있
었으며, 대동공보사는 600호에 위치하고 있다가 후에 469호, 67호 등지로 각각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 거리에 한인학교가 들어서 있었고, 또한 성명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척리에서 한인들의 활동은 지속될 수 없었다. 러시아 당국은 1911년 봄에 돌연 장티푸
스의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인 마을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러시아 기병단의 병영지로 삼았다.
그리고 한인들은 이곳을 떠나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시의 서북 편 변두리인 개척리에서 북쪽으로
언덕을 넘어 5정 가량 되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신개척리 신한촌이다. 이곳은
구개척리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다.
신한촌은 한인독립운동의 기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권업회, 권업신문,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신보사, 일세당, 대한국민의회, 노인동맹단 등이 이곳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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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동휘 등 수많은 한인 애국지사들이 신한촌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지
역의 3·1운동이 이곳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한민학교 등 신한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
계획들이 수립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크라스키노(한국 명: 연추)는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의병근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대표적
인 의병장인 최재형, 이범윤, 안중근, 유인석 등이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이범윤은 경기도 고
양(高揚) 출신이다. 1900년에 정부에서 만주로 이주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변간도관리사(겗邊
間島管理使)를 두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파견되었다. 1902년 6월 간도에 도착한 이범윤은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포대를 조직하였다. 그 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범윤은 러시아군측에 가담하
여 한국을 침략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패전하자 간도에 대한 일본군의 간섭이
잦아지고 1907년에는 드디어 통감부 임시간도 파출소가 생겨 이곳에서의 구국운동이 어렵게 되었
다. 그는 항일투쟁을 전개할 뜻으로 노령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연해주에서의 활동도 용이
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견제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도
국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무장 활동을 견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건 하에서 이범윤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국내 침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유인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도 춘천 남면 가정(柯亭)에서 태어났는데 가정리는 고흥 유씨 일
족의 집성촌(集姓村)이었다. 14세때 양평의 화서 이항로에게 글을 배웠는데 1868년 화서가 별세한
뒤 중암 김평묵과 종숙인 성재 유중교를 스승으로 모시며 위정척사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1907년 8월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군대 해산마저 당하자 1908넌 7월 원산에서 해로로 연해주 블라
디보스톡으로 향하였다. 이때 그의 문인 50여 명이 수행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유인석은
그곳에서 활약중인 최재형·이범윤 등의 의병진을 방문 격려하고 이상설·안중근 등을 만나 해외
에서의 무력항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관일약(貫一約)이란 의병규칙을 만들어
질서를 잡았다. 1910년 6월 13도의군도총재로서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크라스키노는 남면으로 넒은 뽀시에트만을 끼고 있었다. 시내에는 국경도시 답게 과거의 군 막
사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먼저 크라스키노 산 위에 위치한 영웅탑을 보기 위하여
산 정상으로 향하였다. 탑에는 1938~1939년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
을 추모하는 탑이라고 적혀 있었다. 산 정상에서 크라스키노 시내 및 주변 일대를 전부 바라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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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크라스키노 시내에는 여러 기념비들이 서 있었다. 우선 시내 중앙에는 1945년 8월 9일부터 동년

I

연해주 지역

9월 3일까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658명의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이 서 있었다.
이 중 유빈산이란 한글 이름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또한 시내에서 중국 훈
춘 방향으로 1938년 8월 7일 국경지역인 하산 호수 전투에서 사망한 크라스킨(1906. 6. 16~1936. 3.
25)과 뽀자르시킨(1905~1938) 등 군인의 추도비와 무덤이 있었다.

빨치산스크의 원래 명칭은 스찬이며 수청(水淸, 水靑), 소성(蘇城)으로도 불렸다. 이곳은 블라디보스
톡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에 중국인들이 개척한 곳이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수청이라고 불린 곳이다. 연해주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시보데알린 산맥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이곳은 내전기에 빨지산들이 이곳 험준한 산악에 의지해 용감히 싸웠다고 하여 1972년에 빨지산스
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한국인으로는 1896년 3월 1일에 김광성, 김경오 등이 처음으로 개척하였다. 20여 개의 한인 마을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크라스키노와 함께 의병항쟁의 책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의병소모와
군자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다. 의병들은 해로로 녹둔도(鹿屯島, 두만강 최하단)로 건너가 이곳에서
다시 중국배를 이용해 성진 부근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총기 400여정을 모아 크라스
키노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빨치산스크는 대한국민회 원동지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대한국민회는 수청 신
영동, 동령, 만춘동, 우지미동, 개터, 동개허, 홍석동, 십여촌, 승지동, 고려개, 신풍동, 중흥동 등지에
지회를 갖고 있었다. 1911년 10월 20일에는 수청일대에 있는 12개 지회가 연합하여 대한인국민회
수청지방총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영갑, 장기영 등이 1911년 10월 경 미국에서 와 한인사
범학교 설립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우스리스크는 1935년까지는 니콜스크-우스리스크로, 그리고 1935년부터 1957년까지는 보로시
로브로 그리고 이후 오늘날까지는 우스리스크로 불리고 있는 곳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112km 떨어진 곳으로 과거 발해의 5경 12부 중의 한 부가 있었다.
발해가 멸망한 후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1860년 북경조약의 체결로 러시아 영토가 되자 점차
한국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1870년 지신허로 이주해 온 한인들 가운데 96명이 청나라 배 3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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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타고 추풍으로 향하다가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러 암초에 부딪혔다. 그 중 22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이 하루에 10 여 리를 걸어 8일만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 병사들이 지
냈던 토굴에서 거주하며 이 지역의 개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후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기 시작
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1917년 5월 한족의 제1차 대표자대회가 이
곳에서 개최되어 전로한족회가 조직되었으며,《청구신보》
도 이곳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전로한
족회 제2차 총회 역시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우수리스크는 의병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던 최재형 등이 총살당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20년 4
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에 연해주 지방과 연흑룡강 지방에 주둔한 일본군이 예기치 않게 극동공화
국을 기습했다. 일본인들은 24시간 동안 블라디보스톡, 니콜스크 우수리스크, 스파스크, 하바로브
스크, 쉬코토보, 포시에트, 기타 연해주 지방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작성
된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었다. 이때에 니콜스크 우수리스크에서 연해주 지방과 연흑룡강 지방
노동자들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 도시를 점령하자 이 도시에 참석한 많은 대표위원
들을 체포 살해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한인무장 유격대 대표위원들인 최재형, 김이직(당시 북문
10호 거주), 엄주필, 카피톤 황, 이경수 등이 있었다.

달레네첸스크(이만)는 1910년대 권업회에서 이곳 라불유 지역에 한인 농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한 곳이다. 즉 이곳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1920년 청산리 전투 이후 많은 독립군들이 소련과 만주의 국경지대인 이곳으로 피신하여 활동하였
으며, 대한총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1년 이만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더욱 널
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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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도

러시아 연해주 한인
마을 지도(1908년)

| 연해주 신한촌 기념탑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카야 26A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1910년대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신한촌에 세운 기념비
∷현재상태 러시아인들의 파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주변에 쇠창살을 쳐 놓은 상황이다. 건립
주체의 한사람인 이 웨체 슬라브(블라디보스톡 고려인협회회장)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

∷내

용 신한촌지역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러시아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선양하기
위하여 그 대표적인 근거지인 신한촌 하바로브크 거리에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건립
주체는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이며, 설립일은 1999년 8월 15일이다. 신한촌은
1911년부터 1922년 러시아내전이 종전되기까지 러시아지역 항일운동의 총본산으로
권업회, 권업신문사, 노인동맹단 등 수많은 항일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된 곳이기도 하
다. 1920년 4월에는 신한촌 참변이 발생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본군에 의하여
희생되기도 하였다. 춘원 이광수는“해삼위 시가를 다 지나고 공동묘지도 지나서 바윗
등에 굴 붙듯이 등성이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신한촌이다”
라고 표
현하고 있다.

∷의

견 1. 기념탑이 연해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2. 연해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참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3. 참배객들을 위한 화장실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가 요청된다.
4. 비문내용중신한촌의항일운동과관련이없는13도의군등에대한수정이요청된다.

관련자료
•박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 탐구당, 1995.
•박환,『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 국학자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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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18.16N
경도 131.53.44E

신한촌 기념탑

신한촌 기념탑 비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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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매일신문(1918. 9. 11)에 게재된 신한촌 전경

신한촌 전경(권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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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신한촌

신한촌 원경(2008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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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기념비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오스트랴꼬바 2번지

∷현재상태 블라디보스톡 국립의과종합대학 입구에 위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내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안중근의사가 블라디보스톡 개척리에서 활동한 것을 기념하여 설치한 비

용 블라디보스톡 개척리에서 활동했던 안중근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로 서울 보건
신학연구원과 국립의과종합대학이 2002년 건립하였다. 현재 학교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만주에서 이곳 개척리로와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
동공보사에서 의거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의

견 1.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해 있는 안중근의사 기념비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된다.
2. 위치의 경우 안중근의사가 활동했던 개척리(현 포그라니치나야)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관련자료
•박환,「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 국학자료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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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07.46N
경도 131.54.06E

주소판

안중근의사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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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문학비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악싸꼬브스카야 12A번지 박물관 밖 공원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민족 문학 작가 조명희를 기념하여 세운 문학비
∷현재상태 극동기술대학 박물관 뒤 휴식공원에 보존되어 있다.
2007년 비석 뒷면 한글표지판이 파괴된 것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김덕봉영사가
극동기술대에 요청하여 원형을 재복원 하였다.

∷내

용 조명희(1894-1938)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20년부터 8년 동안 시,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에 걸쳐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다가 28년 소련으로 망명한 뒤 한 때 소련 작
가동맹의 요직을 맡기도 하였다. 1928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추풍의 육성촌에 잠시 있
다가 하바로프스크로 와 그곳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동포 신문인《선
봉》
, 잡지인《노력자의 조국》편집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일제의 농민
수탈과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 운동가의 삶을 그린 <낙동강>을 비롯, <붉은 깃발아래에
서>, <짓밟힌 고려인> 등이 있다. 1937년 가을 어느 날 스탈린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1938년 4월 15일에 사형언도를 받고 5월 11일 총살되었다. 1988년 12월 10일 타쉬켄
트시의 알리세트 나자미 명칭 국립원고연구소 문학박물관에“조명희 문학기념관”
이
세워졌다. 비문 후면에는 한글 및 러시아어로 표지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다음은 동
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일만리 먼길에 굽이치는 아무르강
북빙양 찬바람의 추위를 받아
가만히 누워서 새날을 기다리니
<아무르 보고서 중에서>

∷의

견 조명희 문학비의 존재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관련자료
•정덕준,『조명희』
, 새미, 1999.
•우정권,『조명희와 선봉』
, 역락, 2005.
•이명재,『조명희』
, 한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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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07.10N
경도 131.53.59E

조명희 문학비 앞면

조명희 문학비 뒷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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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조명희(왼쪽)

1938년 사형 당시의 조명희

조명희 회원증

조명희 사망증명서

| 28

하바로브스크의 조명희 집(원내는 조명희의 딸)

하바로브스크 중앙묘지의 조명희 추모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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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업회·권업신문사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카야 중심부 입구(현재 7-9, 10-12번지)
∷옛 주 소 •1912. 5. 26(4호)~1912. 11. 17(30호) 해삼위 신한촌 하바로브스크 울리짜 10호(전
연해주 지역

화 297)
•1912. 11. 24(31호)~1913. 4. 13(52호) 울리짜 20호
•1913. 4. 20(53호)~1913. 11. 2(82호) 울리짜 12호

I

•1913. 11. 9(83호)~1914. 3. 1(100호) 11호
•1914. 3. 8(101호)~1914. 6. 21(116호) 11호 우체함 213

∷관련사항 권업회는 1911년 5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조직된 항일독립운동 단체
권업신문은 1912년 5월 5일(아력 4월 22일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된 한인
신문

∷현재상태 신한촌입구의 경우 현재 아파트 등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다.

∷내

용 권업회는 1911년 5월 20일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최재형, 부회장에 홍범도가 선임되었
다. 권업회의 목적은‘권업회’
라는 회명의 뜻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회칙에서
“본 회의 목적은 실업(失業)의 동포에게 실업(實業)을 수여하여 직업에 충실토록 하고
생활상 저축을 장려하고 동포가 상애(相愛) 상신(相信)하는 마음을 견고케 하여 문명의
행동을 도모함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권업회는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
한 항일독립운동기관으로 결성되었던 것이다. 다만 명칭을 권업회라 한 것은 러시아
당국의 공인을 받기 위한 편의에서였다. 권업회는 창립 후 회세의 확장과 사업의 진척
에 따라 회원 수도 크게 증가하여 1913년 10월에는 2,600명에 달하고, 그 중 600명이
중앙조직의 회원이었다 하고, 그 후 1914년에는 8,579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한편 권업회는《권업신문》
을 간행하고 각종 정기 또는 부정기의 강연회, 연예회 등 집
회를 개최하였다.《권업신문》
은 권업회의 지회와 분사무소가 있는 시베리아 각처의
한인촌락에 보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미
주 등지의 한인사회에까지도 보급에 힘써 때로는 권업신문사의 사원을 직접 그들 지
역에 파견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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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권업회는‘독립전쟁론’
을 직접 구현시킬 광복군의 양성을 위
해 북만주에 대전학교라는 사관학교를 세우고 한인의 시베리아 이주 50주년이 되는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정부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권업회는 이 대한광복군
정부와 함께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일제와 제휴한 러시아 당국의 강력한 탄
압을 받아 해체되고 말았다.

∷의

견 러시아혁명 내전기간 동안 자료들이 붙타 없어져 1910년대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렵
다. 과거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은 건물주명단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러시아인, 중국인이고, 임대인이 한인인 경우 임대인을 찾기 어렵다(2008년 6
월 24일 블라디보스톡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관장인 블라지미르 소코로브와의 면담에서 청취).

권업회 추정지 1

관련자료
•박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 탐구당, 1995.
•윤병석,『이상설전』
, 일조각, 1998.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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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07.59N
경도 131.53.26E

I

연해주 지역

∷가는길

권업회 추정지 2

《권업신문》1913년 12월 19일자 1면에 실린
권업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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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업회 입회 청원서

권업회 발기회 조직자
이종호

권업신문

권업신문 주필 신채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권업신문 주필 이상설

권업신문 주필 장도빈

권업회 중심인물 이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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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학교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카야 7번지 일대(추정)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일본인의 기록을 통하여 그 위치가 신한촌 입구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사항 1912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세운 4년제 고등소학·중등과정의 민족교
육기관

∷현재상태 학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내

용 1911년 창립된 권업회는 민족주의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블라디보스톡 신한
촌에 있던 한인학교인 계동학교를 확대·개편하여 한민학교를 설립하고 연해주 한인
사회에서 민족주의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삼았다. 이 학교는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위
치한 오랜 한인 거주구역인 개척리에 있었으나 개척리를 러시아 당국이 페스트 유행
등의 위생문제를 구실로 시 북쪽 변두리 지역인 아무르만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대에
위치한 신한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신한촌을 러시아식 이름으로‘카레이스카야 스
라보카’
라 호칭하고 교사(校舍)를 양옥 대건물로 건립하였다.
교사는 권업회 교육부에서 한민회와 공동으로 1912년 3월 신한촌에 크게 신축한 것으
로 240명을 수용하는 규모였다. 현관 정문과 각 실내에는 태극 문양을 새겨 넣어 민족
주의 교육이념을 상징하였다. 예산은 총 4,698루블로 이 중 2천 루블은 권업회 부회장
인 이종호(굃鍾浩)와 일제강점 직후 순국한 이범진(굃範晋)이 유언으로 각기 1천 루블씩
기증한 것이었다. 이 학교는 1백 데샤진(약 100일경)이나 되는 개간 경작토지까지 대부
받아 그 수익으로 학교경비를 충당하였다. 한민학교는 교장·교감 이하 교사(敎師) 26
명으로 인건비 지출만도 연간 8,580루블에 달하였다. 학생은 모두 기숙사에 수용하였
는데, 비용은 연간 1,680루블이었다.
교과목은 성경·윤리·국어·외국어·수학·역사·창가·체육 등 기초 교양과목과
실업 분야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었다. 1학년은 상업대요·농업대요·목축
학·경제학·비료학·회사법, 2학년은 부기학·식물학·토양학·동물학·재배론·
기상학, 3학년은 공업대요·물리학·임업대요·어험법(魚驗法)·건축공학·은행론, 4
학년은 화폐론·화학·광물학·기계학·전기학·해상법(海商法)·부해양학(附海洋學)
등이었다. 위의 교과 내용으로 보아 학생들은 민족의식 고양과 아울러 근대사회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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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전문지식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의식 고취는 한민학교에서 특히 역점
을 둔 교과내용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부르던 창가도「애국가」
를 비롯하여「보국가(報
國歌)」
·
「대한혼(大韓魂)」
·
「국기가(國旗歌)」
·
「운동가」
·
「국민가」
·
「소년건국가」
·
「한

반도가」등으로 모두 이러한 취지에 따라 불려졌다.

∷의

견 러시아혁명 내전기간 동안 자료들이 붙타 없어져 1910년대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
렵다.

관련자료
•永丘智太걏,『극동의 계획과 민족』
, 1938.
•윤병석,『이상설전』
, 일조각, 1984
•윤병석 외 5인,『러시아 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史』
, 교문사, 1994.
•이동언,「한민학교」
,『한국독립운동사사전』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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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07.58N
경도 131.53.25E

I

연해주 지역

∷가는길

불타는 신한촌 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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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판

한민학교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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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신문사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포그라니치나야 일대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블라디보스톡 한인거류지(까레이스카야 스라보드까) 344호
∷관련사항 러시아에서 최초로 간행된 한인교포신문사
∷현재상태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내

용《해조신문》
은 1908년 2월 26일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한글 교포신문
이며 일간으로 간행되었다. 신문의 체재는 논설·잡보·외보·전보·기서·소설·
만필·본항정보·광고·별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해조신문》
의 발행인 겸 편집인
은 최만학과 듀꼬프이며, 사장은 최봉준이었다. 주필 및 기자로는 장지연·정순만·
이강·김하구 등이 일하였으며, 박영진, 이종운, 한형권 등이 각각 문선과 번역을 담당
하였다.《해조신문》
은 내용에 있어서 국권의 회복과 재러동포의 계몽에 비중을 두었
다. 동포들의 교육, 풍속의 교정, 민족적 단결의 강조, 국내외의 의병활동 소개, 일제의
만행 비판 등이 그것이다. 반면 재러한인의 삶과 직결된 당면문제 즉 러시아의 한인
배척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러한《해조신문》
은 통감부에
의한 국내에서의 계속적인 압수와 사장 최봉준에 대한 상업상의 압력, 러시아 당국의
한인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압박, 한국인들 사이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08년 5월 26일에 7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의

견 러시아혁명 기간 동안 자료의 소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치파악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박 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 탐구당, 1995.
•이동언,「노령지역 초기 한인사회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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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07.04N
경도 131.52.55E

개척리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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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간행 당시 개척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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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신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해조신문 주필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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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공보사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포그라니치나야 일대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처음 간행 시 블라디보스톡 한인거류지 600호
•1909년 5월 한인거류지 469호로 이전
•1910년 4월 24일 한인거류지 67호로 이전

∷관련사항 구한말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지
∷현재상태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내

용《대동공보》
는 구한말 일제의 조선침략이 더욱 노골화되던 시기에 러시아 블라디보스
톡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에 의하여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1908년 11월 18일 창간되
어 1910년 9월 1일까지 약 2년동안 간행된 한글 민족지였다. 이 신문의 종지는 동포의
사상을 계몽하여 문명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며 국가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사의 주요 임원은 차석보, 최재형, 유진률, 윤필봉, 이강 및 러시아인 미하일로프
등이었다. 신문의 주요 구성원의 학력은 주필만 구학문과 신학문을 공부한 인물이며,
출신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문은 주 2회 간행되
었으며, 발행 부수는 1,500부 정도였고 러시아 지역은 물론 국내, 중국본토, 만주, 미
국, 멕시코, 영국, 일본 등지에도 발송되었다. 신문의 체재는 논설, 전보, 외보, 제국통
신, 잡보, 기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국통신은 국내의 소식을 전하는
난으로서 일제에 대한 비판 기사도 상당량 싣고 있다. 잡보에서는 재러한인 사회의 동
정과 러시아 극동 총독의 동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러한인의 권익과 국
권회복을 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던 대동공보는 일제의 요청에 따른 러시아
당국에 의해 1910년 9월 1일 폐간되고 말았다.

∷의

견 러시아혁명 기간 동안 자료의 소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치파악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박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 탐구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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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07.00N
경도 131.52.53E

개척리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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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간행 당시 개척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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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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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문터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카야 5번지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옛 신한촌 마을 입구(고개 오른 후)
∷관련사항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동포들이 세운 항일운동기념문
∷현재상태 독립문이 있던 곳에 나무만이 서 있다.
∷내

용 1920년 3·1운동기념 1주년을 맞이하여 한인들이 신한촌에 세운 문으로《조선일보》
1923년 8월 16일자에‘해항 신한촌에 큰 붉은 문’
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그 모
습을 설명하고 있다.
로령 해삼위 신한촌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근자 신한촌 동구에 큰 붉은 문을 나무로 만들
어 세우고 그 문우에「삼월 일일 조선독립긔념」
이라 하고 새기고, 그 아래에도 삼십여자
의 문구를 조각하였다더라(모처 정보)

당시의 모습은 1932년에 이곳을 방문했다는 한 일본인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다
음과 같다.

블라디보스톡의 북쪽 해안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잡은 신한촌을 방문하였다. 그
들의 집들은 온돌을 놓고 있어 한국의 연장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이 마을에 들리려면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린 고개 길을 올라가야 했다. 그 고개를 오르면 이 마을 입구에 독
립기념일인 3·1 문은 고색(古色)을 지닌 채로 서 있다. 이 문을 지나서 메인 스트리트로
바로 걸어가면 우측에 소학교가 있다. 맞은 편 양관(洋館)은 지금 구매조합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으나 재작년까지 한국인 소학교였다. 이것이 바로 1919년의 간섭(서백리아
출병) 당시에 독립운동을 모의한 곳이라 하여 일본군인들이 불살라 버린 것을 재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永丘智太걏,『극동의 계획과 민족』
, 1938,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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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1923년 8월 16일자에‘해항(海港) 신한촌에 큰 붉은문’
이라는 제목하에,

∷의

견 독립문의 존재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자료
•
《조선일보》1923년 8월 16일자,「해항(海港) 신한촌에 큰 붉은문」
.
•永丘智太걏,『극동의 계획과 민족』
, 1938,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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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해주 지역

∷가는길

독립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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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07.56N
경도 131.53.25E

1920년대 독립문

3·1운동 1주년 기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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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기념비 |
∷현 주 소 하산군 위노그라드노예 일대(연해주 하산군)

∷현재상태 폐허화 되어 있고, 국경지대이므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내

용 1860년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북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해주는 러시
아 땅이 되었다. 당시 큰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인들은 러시아로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지신허는 1860년대 한인들의 최초로 이주한 마을로 독립운동의 산실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이주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 지신허이다. 현재
지신허는 1937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 폐허화되어 있다. 2004년 가수 서태
지가 이곳에 지신허 기념비를 세웠다.

∷의

견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이므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관련자료
•반병률,「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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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지신허 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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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지신허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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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허지역의 출입통제표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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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 |
∷현 주 소 하산군 추카노프카 마을 입구(남영알로에 농장 맞은편)

∷현재상태 단지동맹비를 이전해 두었으나 새로이 단장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내

용 안중근의사의 단지를 기념하여 2001년 10월 19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세
운 비이다. 위치는 크라스키노 추카노브카 마을 입구이다. 1909년 안중근의사는 대한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안중근의사의 단지동맹을 기념하여 세운 비

독립의 결연한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밀결사인 단지동맹을 조직하였다. 연추 근처
하리라는 작은 한인마을에서 안중근을 맹주로 김기룡, 강순기 등 12명이 모여 왼손 무
명지를 끊고“대한독립”4자를 혈서로 남겼다.
<단지동맹유지 비문 >
1909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결사동지 김기룡·백규삼·황병길·조응순·
강순기·강창두·정원주·박봉석·유치홍·김백춘·김천화 등 12인은 이곳 크라스
키노 연추 하리 마을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단지동맹하다. 이들은
태극기를 펼쳐놓고 왼손 무영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혈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국만
세를 삼창하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9일 러시아정부의 협조
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

∷의

| 54

견 단지동맹비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보다 빠른 단장이 요청된다.

∷가는길

위도 42.44.13N
경도 130.46.36E

단지동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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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단지동맹비

원 단지동맹비 터

| 56

안중근 단지 혈서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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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해주 지역

| 한말 의병운동의 근거지 상얀치헤 |
∷현 주 소 하산군 추카노브카 마을 북쪽 4km지점
∷옛 주 소 하산군 상얀치헤
∷관련사항 구한말 러시아 항일의병 근거지 가운데 한 곳
∷현재상태 한인마을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와·연자방아 등이 남아 있으며, 한인들이 농사
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지가 널리 퍼져 있다.

∷내

용 구한말 러시아지역 항일의병의 근거지 가운데 한 곳이며, 한인들의 생활공간 가운데
한 곳이다. 지금까지 한인들의 생활공간이 구체적으로 발견된 곳이 거의 없는 편이므
로, 이곳의 한인들의 생활유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얀치헤지
역의 경우 구한말 의병운동의 중심지였다.
상(上)얀치헤 마을은 조선 이주민들에 의해 1867년에 건설되었다. 이곳은 얀치헤강 상
류분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1부류 한인 80가구와 2부류 한인 18가구로 이뤄져있었다.
마을에는 군 초소(병사 12명)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이 중국과의 거의 최접경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이 곳 토질 또한 자갈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 수
확은 하(下)얀치헤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의

견 1. 현재 상연추지역의 생활유적만이 발견되고 있는 바, 앞으로 중연추·하연추지역의
경우도 발굴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전체적으로 발굴될 때 항일의병운동의 근거지이
며 한인들의 대표적인 거주 마을의 하나인 연추지역의 전체적인 모습이 복원될 수 있
을 것이다.
2. 단지동맹이 설치되어 있는 추카노브카 마을 입구에 항일의병의 중심지 연추지역을
표시하는 비석 등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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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대전일보》2007년 12월 27일, 2008년 1월 1일·19일·30일, 2월 27일자.
•
《중앙일보》2007년 8월 15일자,「해외항일의병 본거지 찾았다」
.
•
《신동아》2003년 6월~9월(반병률 기사).
•권희영,『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 국학자료원, 1999.
•독립유공자협회,『러시아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 교문사, 1994.
•반병률,『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문사, 1998.
•박 환,『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 탐구당, 1995.
•———,『재소한인민족운동사』
, 국학자료원, 1998.
•———,『박환의 항일유적과 함께 하는 러시아기행』
1·2, 국학자료원, 2002.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 국학자료원, 2003.
•———,『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 답사기』
, 국학자료원, 2008.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지음, 김광환·이백용 옮김,『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 시대
정신, 2004.
•비 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 살림, 1994.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연구』
, 탐구당, 1996.
•반병률,「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박민영,「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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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가는길

연추 전경

| 60

위도 42.44.13N
경도 130.46.36E

상얀치헤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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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하연추(현 추카노보 마을)

두만강 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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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역

연자방아(상얀치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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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상얀치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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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산스크 니콜라예프카마을 |
∷현 주 소 빨지산스크군 니콜라예프카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구한말에는 국민회의 근거지였으며, 러시아내전기에는 한인무장부대의 근거지였음
∷현재상태 러시아인이 주로 사는 마을이며, 최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몇몇 한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마을 뒤에는 발해의 성
인 니콜라예프카 평지성이 남아 있다.

∷내

용 1868년에 한인 마을이 생겼다. 이곳의 개척 선구자 김공심의 김 니콜라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따서 지금도 니콜라예프카라고 부르고 있다. 1918년 4월 한창걸의 주도 하에
고려인 최초의 볼세비키 농민조직이 결성되어 한창걸, 김경천 등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한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공산주의 이론가 박진순의 출생지
이기도 하다.
이 마을은 수청강(현재 빨치산스카야강) 분지에 위치해 있었다. 주민들은 농사일만 했으
며 주로 밀, 귀리, 콩 및 기타 종자와 채소를 재배하였다. 마을에서 매년 내다 파는 곡
물은 7천~1만 루블에 달하였다. 마을에는 학생수가 10명인 한인학교가 있었다. 게다
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부모들은 자녀들을 블라디미로-알렉산드로
프스코예 마을에 있는 러시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그곳에는 자리가 모자랐다.
《연흑룡통보》
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니콜라예프까 마을 주민들은 러시아 마을들과 거리가 가깝고 러시아인들과 꾸준히 접
촉한 덕택에 포시에트 지구 한인들보다 더 러시아화 되어 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어
를 하고 러시아식 모피외투, 약모, 털모자를 쓰고 소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매우 부유
하게 살고 있다. 협회장 니콜라이 김은 러시아어를 훌륭하게 한다.

∷의

견 1. 니콜라예프카마을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사적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니콜라예프카 마을사람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타쉬켄트 인근에 집중
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생존인사들에 대한 면담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독립유공자협회,『러시아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 교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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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니콜라예프카 전경

니콜라예프카 발해 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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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니콜라예프카 마을

빨치산스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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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걸 부대

한창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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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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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설 유허지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우쪼스노예 마을 주변, 라즈돌리노예강(옛 수이푼강) 옆

∷현재상태 현재 이상설 기념비로 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다. 이상설 비 입구에 무궁화를 심어 대
한민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주변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내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구한말 및 1910년대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 이상설을 기념하여 세운 비

용 이상설은 헤이그특사의 1인이며, 만주 용정에서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였고,
권업회 등에서 활동한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이다. 2001년 10월 18일 광
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이곳에 이상설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위치는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 유역이다.
이상설은 1917년 3월 2일 48세의 일기로 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고국에 갈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원고는 모두 불태
우고 그 재마저 바다에 날린 후에 제사도 지내지 마라”
<비문>
보재 이상설 선생은 1870년 한국 충청북도 진천에서 탄생하여 1917년 연해주 우수리
스크에서 서거한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이다. 1907년 7월에는 광무 황제의 밀지를 받
고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이준 이위종 등을 대동하고 사행하여 한국독립을 주장하
다. 이어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하여 조국독립운동에 헌신 중 순국하다.
그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그 재를 이곳 수이푼 강물에 뿌리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

∷의

견 이상설유허비 주변의 정화사업이 요청된다.

관련자료
•윤병석,『이상설전』
,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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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45.37N
경도 131.56.37E

이상설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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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이상설 유허비(이상설선생의 유해를 뿌린 수이푼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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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로한족회대표자회의 개최지 및 전로한족중앙총회(고려국민회) 결성지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체체리나 15번지 일대

개최지

∷현재상태 우스리스크 22학교 운동장으로 변해 있다.
∷내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러시아 혁명 이후 한인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전로한족회대표자 회의

용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 이후 전러시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한인대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리스크 자나드보롭쓰까
야 15번지(전화번호 47)에 모여 전로한족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우수리
스크에 본부를 둔 전로한족중앙총회(고려국민회)를 조직하였다. 이곳은 현재 체체리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으로 변해 있었다.

∷의

견 체체리나 15번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관련자료
•
《우수리스크 크라이》
1917년 6월 2·3일자.
•올가 보리소나 린사(러시아 우수리스크 사범대 역사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 1917년 당시 주소파악.
•기준 건물을 중심으로 주소지 파악.
•우수리스크 지역 노인들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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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47.24N
경도 131.56.34E

학교명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개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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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로한족회중앙총회, 청구신보사, 한인회관 건물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체체리나거리 31번지 주변 일대

수 31, 전화호수 178(청구신보 20호, 1917. 11. 18일자)

∷내

용 고려족 중앙총회는 1917년 11월 자나드로봅쓰까야 15번지에서 주소지를 동거리 31
번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고려족 중앙총회의 기관지인 청구신보사도 이곳에 두었으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니꼴리스크 우수리스키 자나드보롭쓰까야(ЗАНАДВОРОВСКАЯ УЛ. 집호

며, 한인회관도 함께 두었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전러시아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청구신보》
는 고려
족중앙총회의 기관지로서 조완구, 윤해 등이 그 주필로서 일하였다.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1919년 2월 25일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에서 전로국내조선인회
의를 개최하고,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1918년 이
후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하였으므로 대한국민의회 자리는 이전하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

견 현재의 31번지가 당시의 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관련자료
•박환,『재소한인민족운동사』
, 국학자료원, 1998.
•반병률,「대한국민의회의 성립과 조직」
,《한국학보》46, 일지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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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47.26N
경도 131.56.52E

청구신보사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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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청구신보 주필 조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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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김만겸

청구신보 1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청구신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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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 뿌찔로프카(육성) 농민청년학교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뿌질로프카

∷현재상태 학교는 폐허화되고 길 맞은편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내

용 1928년 카프작가였던 조명희가 국내에서 망명하여 1931년 육성촌에 민족교육을 전
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학교이다. 러시아지역 독립운동가 문창범의 힘으로 지어졌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추풍지역에서 조명희 등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민족학교

다. 이 학교 졸업생으로는 한무, 강상호, 김영남, 김 미하일, 강상운, 박일, 한 아나똘리
등이 있다.

∷의

견 현재 학교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 관리가 요청된다.

관련자료
•고송무,『쏘련의 한인들』
, 이론과 실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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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49.39N
경도 131.37.55E

육성 농민청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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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뿌찔로프카 마을 입구

뿌찔로프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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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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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사용하던 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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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리스크 고려교육전문학교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아게예바 거리 75번지

I

연해주 지역

∷옛 주 소 보로실로프시 블바르나야 41번지
∷관련사항 1920-30년대 우수리스크의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
∷현재상태 문화학교로 이용되고 있다.
∷내

용 1918년 고려족중앙총회에서 4만루블이라는 거금을 들여 중등학교를 개교하였다.
1918년부터 1920년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본군과 제정러시아
군대가 점령시에는 학교가 폐쇄당하였다. 시베리아 내전이 1922년 종결된 이후에는
러시아교육전문학교의 조선과로 개조되었다가 1926년 고려교육전문학교로서 정식
설립되었다. 1936년까지의 10년 동안에 교원 244명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 교사로서
망명작가 조명희가 근무하였다. 졸업생으로는 오순희, 박정애, 주송학 등을 들 수 있
다.

∷의

견 학교 건물에 표지석을 벽면에 붙여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요청된다.

관련자료
•
《선봉》
1936년 7월 12일자,「보로실로브시 교육전문학교 학생모집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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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27.02N
경도 131.57.23E

고려교육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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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고려교육전문학교 학생들의 모습

학생 모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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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왕령(우수리스크) 사범학교에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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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거주지 |
∷현 주 소 첫 번째집: 우수리스크시 수하노바 32번지

∷관련사항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최재형이 말년에 살던 집
∷현재상태 두 집 모두 개인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

I

연해주 지역

두 번째집: 우수리스크시 보로다르스카야 38번지

용 최재형은 함북 경원의 노비출신으로 1860년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 연해주로
도주하여 1880년대 러시아에 귀화하였다. 그 뒤 그 지역의 도헌 및 자산가로 성장하여
재러한인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가장 신망받는 친러적
인 인사가 되었다. 그는 1905년 이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하여 1920년에 시베
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에게 처형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1900년대에는
러시아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조직인 동의회의 총재로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에서 발행된 민족 언론인《대동공보》
와《대양보》
의 사장으로 활약하였다. 1910년대
초반에는 권업회의 총재,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의 명예회장으로
활약하는 등 1900년대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지역에서 조직된 주요 단체의 책임자
로 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최재형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군은 1920년 4월 참변시 우수리스크에서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그의 첫 번째 집은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이주하여 거주하였던 곳이다.
두 번째 집은 4월 참변 당시 일본군에게 체포될 때까지 거주하였던 집이다. 당시의 집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의

견 1. 최재형이 살던 집 벽면에 그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
요가 있다.
2. 최재형의 집 위치는 그녀의 딸이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위치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우수리스크 향토사학자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의 증언, 2008년 6월 23일 면담).

관련자료
•
《독립신문》
•박환,『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 역사공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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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3.47.30N
경도 131.56.42E

최재형의 집(수하노바 32번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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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최재형의 집(보로다르스카야 38번지)

| 88

최재형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최재형 사망기사(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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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전투 추도비 |
∷현 주 소 이만역 서남쪽 근처

진 추도비

∷현재상태 러시아 달레네첸스크 정부에 의하여 최근 비석이 정비되었다.
∷내

I

연해주 지역

∷관련사항 이만전투에서 전사한 한국과 러시아 혁명가들을 추도하기 위하여 이만역 근처에 세워

용 1921년 12월초에 우수리철교 이남에 집결하고 있던 백군이 이만을 공격해오는 것을
필두로 고려혁명의용군대 대원들은 혁명군과 연합하여 백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 52명이 전사하였으며, 겨울철이라 3일 동안이나 매장하지 못하여 안
타까움이 극에 달하였다. 이만 각처의 농민들에 의하여 임시로 서산에 눈으로 장례를
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독립군들은 1922년 4월 6일 이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추
도회를 개최하였다. 이 탑에는“연해주에서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위한 전투에서 죽어
간(1921-1922) 러시아와 조선 빨치산들에게 바친다”
고 되어 있다. 현재 탑을 탑사한
결과 탑의 기록은 훼손되어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이 탑을 고려인
탑이라고 하고 있다.

∷의

견 1. 진입로의 정화가 필요하다.
2. 한러친선을 위하여 상호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독립유공자협회,『러시아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 교문사, 1994.
•박환,『박환의 항일유적과 함께 하는 러시아기행』1·2, 국학자료원, 2002.
•보리스 박·니꼴라이 부가이 지음, 오선환 감수, 김광환·이백용 옮김,『러시아에서의 140년간』
, 시대정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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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5.55.27N
경도 133.42.45E

이만전투 추도비(2008)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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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이만전투 추도비(2008년, 기념비 뒤로 기차가 보인다)

이만전투 추도비(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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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전투 추도비(1950년대)

이만역 원경

이만역 근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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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

I

장례식 장면 1

장례식 장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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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전쟁 표지(김규면 작성)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이만전투 생존자 마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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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러시아
러시아의 중심지 상트 페테르부르크(이전 이름 생 피터스부르그 Saint Peterburg 1703~1914, 페트로
그라드 Petrograd 1914~1924, 레닌그라드 Leningrad 1924~1991)와 모스크바(Moscow)는 각각 제정러

II

러시아

시아와 소련의 수도였다. 한반도, 만주, 러시아원동 지역이 한인들이 거주하고 일본제국주의 침략
이 직접 미쳤던 관계로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이었다면, 유럽 러시아에 위치한 이 두 도시는 항일독
립운동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대한 구미외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말 일제식민통치 초기에 러시아가 서구 열강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일본과
비우호적 또는 경쟁적이었던 관계로, 러시아의 외교적·정치적·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활
동을 통해 국권을 수호, 회복하고자 했던 초기 대한제국의 외교활동의 현장이었다. 또한 1917년 러
시아 10월혁명으로 수립된 신흥 소비에트러시아(소련)는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던 항일독립운동
세력에 대하여 우호적인 지원정책을 취하였다.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포위전략에 맞서 사회주의체
제를 방위하기 위한 볼쉐비키정부의 대외정책의 결과이었지만, 한인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세력은 소비에트러시아정부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본부인 국제공산당(제3인터내셔날,
코민테른 Comintern)의 지원을 얻고자 모스크바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참여를 비롯한 러시아와 유럽열강을 위한 초대 주
러공사 민영환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초대 상주공사로 부임한
이범진 공사는 헤이그특사 활동의 기획과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러시아연해주로
아들인 이위종을 파견하여 1908년 최재형·이범윤·안중근이 중심이 된 동의회의 연해주의병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국망의 절망적 상황에서 1911년 1월 이범진은 순국자결하였고, 해외한인사회
를 위하여 미주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와 블라디보스톡 거류민회에 총 1만 2천 루블을 남겼다. 상
트 페테르부르크에는 이범진 공사와 이위종의 활동 유적인 대한제국 공사관과 숙소들, 마지막 거주
지와 순국장소 그리고 묘역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910년대 러
시아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가면서 거쳐가거나 일시 체류했던 곳이기도 하다.
오랜 동안의 냉전과 소련과의 국교단절로 인하여 뒤늦게 시작된 자료문헌 수집과 유적 고증 및
위치 비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범진공사 묘지의 정확한 위치 비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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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 공사의 순국을 전후한 시기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체재했던 이갑·최광 등의 체류지는 흔적
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러시아혁명 이후의 유적들은 주로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 10월혁명으로 등장한 신흥
소비에트정부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총지휘하고자 출범한 국제공산당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하
여 항일애국지사들의 활동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유적은 소비에트러시아와 국제공산당의 주
요기관들인 집행위원회와 동양부, 농민인터내셔날, 프로핀테른, 동양에서의 공산주의운동 활동가
들을 양성시킨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등을 비롯하여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원동피압박민족대회),
국제공산당 대회, 국제공산당 산하기관 세계대회 등이 개최되었던 장소이다.
최초로 볼쉐비키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했던 한인사회당 대표 박진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초대 특사와 대사로 파견되었던 한형권, 미국 조선사회노동개진당(Korean Socialist Party)의 대표
로 국제공산당에 파견되었던 조소앙, 상해파 고려공산당 대표단 이동휘·박진순·홍도·이르쿠츠
크파 고려공산당 대표 한명세·남만춘·김규식·여운형을 비롯하여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여한 56명의 조선대표들, 같은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되었던 외무차장 이희경과
안공근, 이후 국제공산당 대회에 참여했던 한인공산주의자들과 조선공산당 대표들 등 소비에트정
부와 국제공산당을 상대로 활동했던 항일애국지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베리아내전에서의 항일빨찌산운동과 시베리아내전종결 이후 러시아원동지역의 소비에트화
와 공산주의운동에서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항일혁명가들은 1930년대 전반에 불어닥친 스
탈린대탄압의 거센 폭풍을 맞고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가 이처럼 스탈린정권에 의하여 희생된 항일애국지사들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인사들과 이들
의 생애와 업적을 되살리고 기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항일혁명가들을 비롯하여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애국적 한
인들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언어적 장벽과 자료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발굴 정리작업이 절실하고도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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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도

| 김규면 묘소 |
∷현 주 소 모스크바 루쥐녜츠키이 통로(Proezd Luzhnetskii) 2번지 노보제비치 공동묘지
∷관련사항 한말 신민회(新民會) 회원으로 교육·종교운동을 통한 계몽활동에 참가하였고, 침례교
목사로서 독립교회인 성리교(聖理敎)을 창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1운동 후 항일투
쟁단체 신민단(新民團)을 창단하고, 한인사회당 부위원장과 대한의용군사의회 군사위

∷현재상태 노보제비치 공동묘지 관리소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
∷내

II

러시아

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규면의 묘

용 백추(白秋) 김규면(1880~1969)은 한말 신민회 회원으로 교육·종교운동을 통한 계몽활
동에 참가하였고, 침례교 목사로서 독립교회인 성리교(聖理敎)을 창립한 인물이다. 성
리교를 인적, 물적 기반으로 하여 3·1운동 후 항일투쟁단체 신민단을 창단하였다. 김
규면은 19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재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부위원장 겸 군사위원장으
로 선임되었고, 신민단 부대는 1920년 6월의 봉오동전투에 참가한 바 있다. 1921년에
는 만주에서 연해주로 이동해 온 군비단(軍備團)을 근간으로 조직된 대한의용군사회의
고문을 지냈고, 이후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규면은
1927년 장개석의 반공쿠데타 후 중국에서의 활동을 끝마치고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
와 블라디보스톡의 서점에서 동양서적 판매원으로 일을 하였다. 1934년 이후 모스크
바 등지에서 연금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자서전적 회상록인「노병 김규면 비망록(老兵
金規勉 備忘걧)」
을 남겼다. 김규면은 1967년 러시아10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소련정

부으로부터 적기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사망 후에 노보제베치 공동묘지에 묻혔다.
노보제비치 수도원은 1524년 바실리 3세가 모스크바와 스몰렌스크의 통합을 기념하
여 건축된 곳이다. 이 묘지는 모스크바 루쥐네츠키 프로예즈드 거리에 접해 있는 부지
7ha 면적에 조성되었다. 이 묘지는 니콜라이 고골리와 안톤 체호프가 묻힌 이후 묘지
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소련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와 제2차대전 때 외무장
관인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시인 블라지미르 마야코프스키,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중국 공산당 지도자 왕밍(王明) 등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묘지 전체가 15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구를 지나 20m쯤 지나면 사거리가
나오고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벽면묘지가 있다. 벽면묘지 제132번에 김규면과 그의

| 102

부인 김나제즈다(1887~1973)의 시신이 합장되어 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의 묘 덮
개판(플레이트) 위쪽 중앙에는 김규면의 사진과 왼쪽에 출생연도인‘1880’
, 오른쪽에
사망연도인‘1969’쓰여져 있다. 하단 왼쪽에 부인의 사진 및 양쪽에 출생, 사망연도
가 쓰여있다. 김규면의 사진과 부인 사진 사이의 중앙부분에 러시아어로“극동에서의
,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김백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 참가자 КИМ бЯК-ЧУ”
추라고 새겨져 있다. 오른편 꽃꽂이 철제통 표면에는‘КИМ 김백추’왼편에는‘КИ
М 김나쟈’
라 새겨져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태극기가 꽂혀져 있다.

∷의

견 묘지 관리소측과 협의할 문제이나 김규면의 간단한 약력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보제비치 공동묘지는 러시아의 저명인사들이 묻혀 있어 관광코
스로도 활용될 수 있어 김규면 묘를 자연스럽게 참배할 수 있는 모스크바 여행코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204~205쪽.
•박환,『在蘇韓人民族運動史』
, 국학자료원, 1998, 227~234·259~316쪽.
•尹炳奭 編,「老兵 金規勉 備忘걧」
,『誠齋 굃東輝全書』
下,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121~245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03 |

위도 55.72 39 66N
경도 37.55 35 8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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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노보제비치 공동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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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제비치 공동묘지 벽면 제 132번에 김규면과 그의 부인 김나제즈다의 묘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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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진 묘소 |
∷현 주 소 모스크바주 후랴진노시 공동묘지(Moskovskaya Oblast’g. Friazin Friazinskoe
Gorodskoe Kladbishche)

∷관련사항 서간도 장백현에서 조직된 군비단과 이 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해 재조직된 고려혁명의
용군대, 대한의용군사의회 등에서 활동한 강상진(1897~1973)의 묘

어 있다.

∷내

II

러시아

∷현재상태 후랴지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상진의 3남인 강허종 부부가 관리하고 있어 잘 보존되

용 강상진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태어나 3·1운동에 참가하였다. 3·1운동 이후 만주에
망명하여 대한독립군비단에 가담해 전투에 참가하였다. 1921년 이만에 집결한 군비
단 부대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후 강상진은 이른바 원동해방전쟁에 참가하여
1922년 2월 볼차예프카 전투에 6연대 1중대 소대장으로서 최초로 철조망 장애물지대
에 접근하여 돌격하였다. 제2차대전 때는 노동군으로 노력전선에 동원되어 복무하였
고, 이후 툴라시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1957년 소련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고,
1995년 한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강상진의 묘는 부인 김화순(1905~2000) 묘와 한 구역에 나란히 조성되어 있으며, 비문
은 아무런 경력사항이 없이“КАН САН ДИН 강상진 1897 1973”
라고 간략히 새
겨져 있다.

∷의

견 묘비에 강상진 선생의 경력을 표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姜相震,「군비단」
,『獨立軍의 手記』
, 국가보훈처, 1995, 229~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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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97 72 44N
경도 38.06 94 84E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강상진과 부인 김화순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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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강상진의 묘가 있는 후랴진노시 공동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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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믈린 궁 |
∷현 주 소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관련사항 이동휘가 이끄는 고려공산당 연합간부 대표단이 1921년 11월 28일 저녁에 레닌을 만
났을 때 레닌의 사무실이 있던 장소

∷현재상태 크레믈린궁이 러시아정부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레닌의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내

용 1920년 7월경 임시정부 특사 한형권과 한인사회당 의 국제공산당 파견대표인 박진순
이 레닌을 면담한 장소이다. 또한 1922년 1월 말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원동피압박

II

러시아

없다.

민족대회)에 참가한 조선, 일본, 중국, 인도 대표 약 20명이 레닌을 면담한 장소로 조선

대표단의 김규식, 여운형, 최고려 그리고 홍범도가 참석하였다. 레닌을 면담한 고려공
산당 연합간부 대표단의 이동휘와 홍도 외에 상해파 고려공산당 대표인 박진순과 통
역으로 김아파나시가 동행했다. 레닌을 면담한 홍범도는 선물로 권총, 군복 및 상금을
받았다.

∷의

견 한국인들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관광시 역사적 사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東亞日報》1925년 1월 22일자,「東亞日報를 통하여 사랑하는 내지동포에게(5)」
.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우사, 1998, 242~243·339~341쪽.
•이인섭 필사본,『저명한 朝鮮義兵大將 洪範圖 手記』
, 31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최고려자서전」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洪範圖篇』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02~303쪽.
•韓馨權,「革命家의 回想걧 : 레닌과 談判, 獨立資갏20億元獲得」
,《三千里》6, 194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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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7 07 86N
경도 37.36 56 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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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믈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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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이2세 대관식 참석시 민영환 숙소 |
∷현 주 소 빠바르스카야 (Ulitsa Povarskaya) 거리 42번지
∷관련사항 1896년 5월 러시아황제 니콜라이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온 민영
환 일행이 머물던 곳

∷현재상태 과거에는 아프카니스탄 대사관으로 사용했다고 하나(정문 벽면에 누런색의 아프카니스탄

이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내

II

러시아

대사관 표지판이 붙어 있음), 현재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건물은 베이지색의 2층석조

용 1896년 5월 20일 모스크바(당시 러시아 남쪽 수도)에 들어간 민영환 일행은 궁내부에서
성 안의 트베르스코이(Tverskoy BlVd.) 동(洞)의 빠바르스카야 거리(걟) 제42호에 공관
을 미리 정해 주었다. 일행은 여장을 풀자마자 당일부로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
였다. 동행했던 무관 빠스코프가 영접관리로 공관에 일행과 함께 거주했다. 건물은 빠
바르스카야 거리와 스까쩨르트니이(Skatertnyi) 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데,‘정
부지정 기념건축물로’
로 지정되어 있다.

∷의

견 한국인들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관광 안내책자 등에 역사적 사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閔忠正公遺稿』
, 국사편찬위원회, 1958.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2~43·438~439쪽.
•윤치호,『윤치호일기』
, 국사편찬위원회, 1984.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민영환·이범진 공사 관련 자료 조사보고서』
, 2002.
•조재곤 편역,『해천추범: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 책과함께, 2007,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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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23 75N
경도 37.35 20 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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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민영환 특명전권공사 일행이 머물던 숙소 정면

민영환 특명전권공사 일행이 머물던 숙소 정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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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이 2세 대관식 거행 장소 |
∷현 주 소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전 내 우즈벤스키 정교사원
∷관련사항 민영환(閔泳煥)이 광무황제의 특사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한 곳
∷현재상태 러시아인들이 예배를 보는 등 러시아정교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즈벤스키 성당은
크레믈린궁 안의 오래된 러시아정교회 성당으로서 15세기 중반에 건립되었으며 크레
믈린궁 가운데서도 유명한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참배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성당

II

러시아

정면에서 볼 때, 다른 정교회 성당과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돔형의 금색 첨탑 세 개가 솟
아 있다. 전반적으로 건물의 상태는 낡았으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

용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자 1896년 4월
1일 서울을 출발하였다. 수행원으로는 학부협판 윤치호, 2등참서관 3품 김득련, 3등참
서관 외부주사 김도일, 통역겸 안내로는 러시아 공사관의 스테인(Stein) 서기관이 동
행하였다. 일행은 상해를 경유하여 요코하마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 뉴욕, 대서양, 런
던, 베를린을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서울을 떠난 지 50일만인 1896년 5월 20일
이었다. 민영환 일행은 5월 22일에 크레믈린궁에서 황제와 황후를 알현하였다. 민영
환 일행은 5월 26일에 거행된 대관식 장소인 우즈벤스키 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
는데 러시아법에 관모를 벗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민영환 일행뿐만 아
니라 중국(청국), 터키, 페르시아의 사신들도 들어가지 못했다. 일행은 할 수 없이 예배
당밖의 누각 위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민영환 일행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것은 서울을 떠난 지 만 6개월 20일만인
10월 21일이었다. 민영환특사 일행은 출발할 때와는 달리,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
바,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부산, 인천을 경유하여 귀환하였다.

∷의

견 한국인들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관광안내책자 등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관련자료
•
《동아일보》1993년 1월 1일~13일자,「한러 근현대사」
.
•고병익,「걠皇戴冠式에의 使궋과 韓걠交涉」
,《역사학보》
28, 역사학회, 1965.
•박종수,『러시아와 한국』
, 백의, 2001, 108~109쪽.
•조재곤 편역,『해천추범: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 책과함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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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03 72N
경도 37.37 02 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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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광장 |
∷현 주 소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앞 광장
∷관련사항 1921년 11월 3일 붉은 광장에서 개최된 러시아혁명 제3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개최된
곳. 이 기념식에는 이동휘·박진순·이극로 등의 고려공산당 대표들과 레닌, 트로츠
키 등이 참석함

∷현재상태 모스크바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크레믈린궁 앞의 석주 블록으로 깔린 광장이 붉은 광
러시아

장이다.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의 이 광장에 깔린 석주 블록은 깊이가 50 센티 이상 1

II

미터 가량 된다고 한다. 붉은 광장을 중심으로 와실리성당, 크레믈린궁, 역사박물관,
궁전백화점 등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또한 광장에는 특수 약품으로 처리된 레닌의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다. 붉은 광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러시아 두마(의회)가 자리
잡고 있다.

∷내

용 러시아혁명 제3주년 기념식에는 레닌, 트로츠키 등도 참석하였다. 김철수에 따르면, 이
날의 행사에서 이동휘는 주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축사순서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원
래의 순서에는 이동휘가 일본의 공산당 지도자 片山潛(가타야마 센)보다 앞에 있었으나,
이동휘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국제공산당의 동양부 책임자 사하로프가 내려가더니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이에 이동휘가 사하로프를 잡고 끌며 그 자리에서 메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의

견 한국인들의 모스크바 크레믈린 관광안내책자 등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관련자료
•김철수,「김철수 친필유고」
,《역사비평》
5, 역사문제연구소, 1989, 354쪽.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우사, 1998, 335~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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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17 66N
경도 37.37 08 7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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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1921년 러시아혁명 제3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거행된 붉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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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공산당 대표 숙박지(LUX 호텔) |
∷현 주 소 뜨베르스카야 거리(Ulitsa Tverskaya) 1번지(추정)
∷옛 주 소 뜨베르스카야 거리(Ulitsa Tverskaya) 1번지
∷관련사항 외국의 주요한 공산주의자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경우에 체류하던 호텔
∷현재상태 나쵸날 호텔(Gostinitsa Natsional’)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호텔은 1901~1903년에 건축

∷내

용 1921년 말~1922년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려공산당 대표단의 이동휘, 홍도, 박진
순 등과 김규식, 여운형, 홍범도 등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참가자들이 머물던 호텔

II

러시아

된 최고급 호텔이다.

이다.

∷의

견 추후 자료 검토와 현지 답사를 통해 2차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우사, 1998, 334~335·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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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24 22N
경도 37.36 50 30E

Lux호텔의 옛날 사진

고려공산당 대표들이 투숙한 Lux호텔(현재 National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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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개최 장소 |
∷현 주 소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정교신학교
∷옛 주 소 모스크바 니콜스크(Nikol’sk) 거리 7/9-2
∷관련사항 1922년 1월 21일에서 2월 1일간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마지막 폐막일)에서 개최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 개최 장소

러시아

∷현재상태 입구는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Rossiiskii Gosudarstvennyi Gumanitarnyi Universitet)
역사문헌보관학 대학(Istorikogo~Arkhivnyi Institut)의 역사정치법학부(Fakultet

II

Istorii Politologii i Prava, 7/9 4동 건물) 건물이고, 건물사이의 돔형 입구로 들어가면 마

당이 있고, 왼쪽에 자이코노스파스 수도원 스파스(구세주) 본당(Spaskii Sobor
Jaikonospasskogo Monastyrya, 7/9 2동 건물) 건물, 마당 건너편에 역사문헌보관학과가

들어있는 3층의 고색창연한 건물이 있다. 스파스 본당사원이 3층건물의 중간에 붙어
앞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다. 이 큰 3층건물이 회의장소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층건물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내

용 1922년 1월 21일에서 2월 1일간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마지막 폐막일)에서 개최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가 개최된 장소이다. 당초 이 대회는 워싱턴회의(태평양회의)
의 개최 예정일인 1921년 11월 11일에 맞춰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
세의 변화와 준비의 부족으로 수차례 연기되었고, 대회의 간판 인물로 활용하려고 미
국으로부터 초청한 카타야마 센(片山潛)의 도착이 늦어져 1922년 1월로 연기되고, 장소
도 모스크바로 바뀌었다. 조선, 중국, 일본, 몽골, 칼미크, 자바 등으로부터 대표단이 파
견되었는데, 조선은 56명으로 최대 인원이 참가했다. 이들 의결권을 가진 119명 외에
도 심의권을 가진 17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된 태평양회의에 대응하
기 위해 소련이 주도한 것이다.

∷의

견 대회 참가자였던 김단야의 의견을 따르면 대회는 크레믈린궁전 안에서 개회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후 10일이 넘는 회의, 여러 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고려한다면 크
레믈린궁이 아닌 다른 장소, 즉 러시아정교신학교 건물에서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 회의 개최장소에 대한 면밀한 문헌적 검토가 필요하고, 회의 장소로 유력하게 추
정되는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의 7/9~2동 3층건물의 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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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역사문권보관학대학 역사정치법학부 입구

관련자료
•김단야,《朝鮮日報》1925년 월 23일자,「레닌會見印象記」
.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우사, 1998, 346~355쪽.
•이명화,『김규식의 생애와 민족운동』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83~97쪽.
•임경석,『한국사회주의의 기원』
, 역사비평사, 2003, 495~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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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19 09N
경도 37.37 08 76E

II

러시아

∷가는길

입구 간판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가 개최된 러시아 정교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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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혁명가후원회(MOPR) |
∷현 주 소 모스크바 가제트니이 거리(Pereulok Gazetnyi) 4번지(1919년 이전, 1994년 이후)
∷옛 주 소 모스크바 오가례바 거리(Ulitsa Ogaryova) 4번지 (1920~1994)
∷관련사항 국제혁명가후원회(MOPR)가 체포, 투옥된 혁명가들이나 그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한
국제적 후원조직으로 그 집행위원회(본부)가 사용하던 건물

II

러시아

∷현재상태 러시아 내무부 예심위원회(Sledstvennyi Komitet pri MVD Rossii) 건물로 사용되고 있
다.

∷내

용 이동휘는 원동변강 연해주지역의 국제혁명가후원회의 조선인 책임자로 활약했다. 박
헌영은 1928년에 국내로부터 탈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국제혁명가후원회의 후원
(1928, 제24호)에「우
으로 휴양했다. 박헌영은 국제혁명가구원회 기관지『모프르의 길』

리의 길, 혁명이냐 죽음이냐」
를 기고하였는데, 여기서 박헌영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설
명하고 혁명가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투옥되었거나 망명한 조
선공산주의자들이 국제혁명가후원회의 후원을 받았다. 국제혁명가후원회는 1926년
에서 1941년까지 존속하였다.

관련자료
•반병률,『성재 이동휘 일대기』
, 범우사, 1998, 423~424쪽.
•임경석,『이정 박헌영 일대기』
, 역사비평사, 2004, 148~150·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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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5.45 25 83N
경도 37.36 31 28E

현재 러시아 내무부 예심위원회 간판

현재 러시아 정보국 간판

국제혁명가(MOPR)가 있었던 건물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31 |

| 국제레닌학교 |
∷현 주 소 모스크바 빠바르스카야 (Povorskaya) 거리 25번지
∷옛 주 소 모스크바 보로프보(Vorovkogo) 거리 25번지
∷관련사항 박헌영, 김단야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들이 유학한 학교
∷현재상태 고리키 명칭 세계문학대학(Institut Mirovoi Literatury Im. A.M Gor’kogo)과 고리키 박

∷내

용 코민테른이 운영하던 공산주의 간부 재교육기관이다. 입학자격은 매우 엄격하여 입학
을 청원하려면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만 했다.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II

러시아

물관(Muzei A.M Gor’
kogo)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자, 3년 이상의 당경력과 1년 이상 당내에서 실제적인 정치사업 경력이 있는
노동자 출신 공산당원, 5년 이상의 당경력과 3년 이상의 실제 활동경험을 갖춘 비노동
자 출신 공산당원만이 입학이 허가되었다. 또한 일정한 이론적 능력과 언어구사능력
을 갖춰야 했다. 영어, 체코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헝가리어, 독어, 불어, 아랍어, 루마
니아어, 핀란드어, 인도어 가운데 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입학이 허용된 사
람들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기숙사, 장학금, 의복, 음식 등이 제공되었다. 1929년 1월
28일 국제레닌학교 입학이 허가되었다. 당시 박헌영이 사용한 이름은 이정(Lee Chun,
ЛиЧун)이었으며, 주로 영어반에서 강의를 들었다. 박헌영은 1929년 1월부터 1931

년 말까지 이곳에서 수학하였다.

관련자료
•임경석,『이정 박헌영 일대기』
, 역사비평사, 2004, 150~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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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55.75 61 49N
경도 37.58 93 66E

현재의 주소 표식

현재 고리키 명칭 세계문학대학과 고리키박물관 표식

한국인 공산주의자 간부들이 교육을 받은 국제레닌대학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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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학부 건물 |
∷현 주 소 뜨베르스코이 불리바르 (Bul’bar Tverskoi) 13번지
∷관련사항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의 청년들에게 공산주의교육을 시켜
공산주의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 건물

∷현재상태 러시아은행(Ros Bank)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

∷내

용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입학하여 공산주의 이론과 전략을 수학하였으며 수료 후
에는 원동으로 파견되어 국내·외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하였다. 인접한 25번지에는 동

II

방노력자공산대학 인도차이나 학부 건물이 있었다.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은 당시 꼬
레예바(조선 여자)라는 이름으로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이 대학에서 재학하였다.

관련자료
•임경석,『이정 박헌영 일대기』
, 역사비평사, 2004,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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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55.76 01 53N
경도 37.59 99 55E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학부 건물이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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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학부가 있었던 곳(Ro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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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학부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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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동양비서부 조선위원회 |
∷현 주 소 노졡이 아르바트(Novyi Arbat) 1번지
∷옛 주 소 칼리닌 대로 1번지
∷관련사항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지원·지휘했던 코민테른(국제공산당) 본부
∷현재상태 식당 프라가(Restoran Praga)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

∷내

용 이 건물은 1937년 당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입주했던 건물이다. 박헌영 등이 소속

II

된 동양비서부 사무실도 이 건물에 있었다.

관련자료
•임경석,『이정 박헌영 일대기』
, 역사비평사, 2004,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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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55.45 09 94N
경도 37.35 59 90E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동양비서부 조선위원회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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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민테른 중앙집행국(집행위원회) |
∷현 주 소 모스크바 빌헬름 픽 거리(Ulitsa Vil’gel’ma Pika) 4호
∷관련사항 세계공산주의 운동을 지휘하던 총본부 건물
∷현재상태 1943년 코민테른이 해체된 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연구소가 있었다. 현재 러시아
사회과학아카데미(Rossiiskaia Akademiia Sotsial’
nykh Nauk)와 러시아국립사회대학

∷내

용 이 거리 명칭은 1921년 9월경 이동휘, 박진순 등 고려공산당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에
서 모스크바로 들어갈 때 편의를 제공했던 독일공산당원 빌헬름 픽(Wihelm Pik) 독일

II

러시아

교(Rossiiskii Sotsial’
nyi Universitet)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공산당 대표단 단장의 이름을 땄다. 여기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지도했던 국제공산당
(Comintern)의 중앙집행국이 위치해 있었다. 코민테른 중앙집행국은 한국의 공산주

의운동 전개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관련자료
•임경석,『이정 박헌영 일대기』
, 역사비평사, 2004, 163쪽.

| 140

∷가는길

위도 55.83 60 32N
경도 37.63 66 88E

러시아 사회과학 아카데미 간판

러시아 국립사회대학교 간판

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치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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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환 공사 숙소 |
∷현 주 소 말라야 모르스카야(Ulitsa Malaya Morskaya) 18번지 기프로립플로트(’Hyproryflot)라
는 어업회사 소유 건물

∷옛 주 소 구(舊) 유럽호텔 (Europe Hotel)
∷관련사항 민영환 특명전권공사 부임시 숙소

러시아

∷현재상태 시내 중심부의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 18번지에 소재한 이전에는 유럽(Europe)호텔
로 사용되었고 현재 기프로립플로트 어업회사 소유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원

II

형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4층 회색 대리석 건물로 현관 정문 오른쪽에‘히프
로리플로트’회사 간판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내

용 1896년 러시아황제 니콜라이2세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1차 방문하였던
민영환은 이듬해인 1897년 1월 11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등 6개국 겸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그해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그는‘그랜드 호텔 유럽’
에 숙소를 정하였다. 민영환 공사는 이
기간에 유럽호텔에 머물며, 5월 25일에는 쟈르스꼬셀로 궁전에서 신임장을 제정하였
다. 그는 6월 1일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
다.

관련자료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50~451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민영환, 이범진 공사 관련자료 조사보고서』
, 2002.
•한국사연구협의회,『한로관계100년사』
,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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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56 04 36N
경도 30.18 35 09E

민영환 특명전권공사가 부임시 머물렀던 숙소(당시 유럽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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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민영환 특명전권공사가 머물렀던 숙소(당시 유럽호텔)

| 144

민영환 특명전권공사가 머물렀던 숙소(당시 유럽호텔)의 현재 기프로립플로프 어업회사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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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건물 |
∷현 주 소 뻬스첼랴 거리 (Ulitsa Pestelya) 5번지
∷옛 주 소 빤쩨레이몬스카야 거리 (Ulitsa Panteleimonskaya) 5번지
∷관련사항 러시아주재 대한제국 초대 상주 공사 이범진이 집무하던 공사관 건물
∷현재상태 5층 건물로 현재 거주아파트로 사용되고 있고 1층에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건물

II

러시아

1층 벽면에는“이 건물에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이범진 러시아 주재 대한제국
초대 상주공사가 집무하셨습니다”
라고 한글 및 러시아어로 쓰여진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내

용 1899년 3월 15일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된 이범진은
1900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어 같은 해 7월 4일 페
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곧바로 공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당시의
공관원으로는 2등 참서관 남필우와 3등 참서관 김도일, 그리고 서기생 김병옥 등이 있
었다. 1900년 7월 이후 이범진 공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출장을 오기도 하였으나,
러시아 상주공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01년 3월 12일 겸직 공사직이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 공사에 임명되자 파리에 머물
던 이범진은 페테르부르크로 옮겨와서 빤쩨레이몬스카야 거리 (현재의 뻬스첼야 거리)
5번지 건물 3층에 한국공사관을 개설하고 공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페테르부르
크 주소록에는 1902년부터 이범진 공사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외교
연감에도 1903년부터 한국공사관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건물
은 늦어도 1902년 이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1905년까지 한국공사관이 입주
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범진의 공사관 집무실 위치는 현재 3층의 5호, 6
호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이 건물은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이 1833년부터
34년간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레닌 역시 1905년 혁명 후 한때 거주했던 역사적인 곳이
다. 그리하여 이 건물은 현재 러시아정부에 의해 보존건축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의

견 현재의 건물이 이범진 공사 재임시의 공관이 들어서 있던 건물인가에 관한 역사적 확
실성에 대하여는 2002년 건물 외벽에 벽표지판 설치시 외교부 조사 보고서(민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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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공사 관련자료 조사 보고서, 2005. 5)및 국내 관련학자(국사편찬위원회 강인구 박사 등)

에 의하여 해당 건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초 이범진 공사가 사
용했던 정확한 층수와 호수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조사 및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방
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한 정확한 고증이 한 번 더 필요하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閔忠正公遺稿』
, 국사편찬위원회, 1958.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58~59·454~455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민영환, 이범진 공사 관련자료 조사보고서』
, 2002.
•KBS 취재파일 4321,
〈이범진 열사〉
, 2002년 8월 11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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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56 32 56N
경도 30.20 25 56E

II

러시아

∷가는길

이범진 공사가 집무하였던 주러한국공사관 건물

| 148

주러한국공사관 뒷면

뻬스첼랴 거리 5번지 건물 1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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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의 임시숙소 |
∷현 주 소 악쨔브르스카야 호텔(Gostinitsa Oktiavrskaya), 리고프스키 프로스펙트(Ligovskii
Prospekt) 10번지

∷옛 주 소 세베르나야(Severnaya) 호텔
∷관련사항 이범진공사가 1900년 12월 페테르부르크에 왔을 때 일시 체류했던 곳

러시아

∷현재상태 구 세베르나야 건물은 현재 페테르부르크 역에 인접해 있다. 외형과 내부 구조에 부분
적으로 개. 보수가 이루어진 듯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온전히 보전하고 있

II

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에도 당시의 건물은 여전히 호텔 건물(Oktyabriskaya 호텔)
로 사용중이며, 옅은 연두색의 6층 석조 건물로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시내 중심의
대로변에 소재한 관계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용 1899년 3월 15일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된 이범진은
1900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어 같은 해 7월 4일 페
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곧바로 공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러시아 상
주공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01년 3
월 12일 겸직 공사직이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 공사에 임명되기까지 이범진은 주로 파
리에 머물었다. 이 호텔은 이범진이 1900년 12월 피터스부르크에 왔을 때 일시 체류했
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관련자료
•
《舊韓國官報》
, 1899년 7월 1~14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56~57·452~453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민영환·이범진 공사관련 자료 조사보고서』
, 2002.

| 150

∷가는길

위도 59.55 57 90N
경도 30.21 44 14E

이범진 주러시아 한국공사가 일시 체류하던 곳. 현재 악쨔브르스카야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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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거주지 |
∷현 주 소 마호바야 거리(Ulits khovaya) 25번지
∷현재상태 4층 건물로 1층은 옷가게, 초콜릿가게 등 여러 종류의 상점이 들어서 있고, 2층에서 4
층까지는 아르트 호텔(Art Hotel)의 객실이다.

∷내

용 빤쩨레이몬스카야 거리 5번지의 공사관에 집무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II

러시아

마호바야 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숙소를 정했다.

관련자료
•강인구,「러시아자료로 본 주러 한국공사관과 이범진」
,《역사비평》57, 역사비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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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59.56 32 18N
경도 30.20 42 14E

이범진 공사가 거주하던 곳. 현재 1층은 옷가게와 초콜릿가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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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 말년 거주지·순국장소 |
∷현 주 소 란스코예 거리 (Shosse Lanskoe) 5번지
∷옛 주 소 노바야 제레브냐 (Novaya Derevnya) 체르노레첸스카야 (Chernorecheskaya) 거리 5
번지

∷관련사항 이범진 공사가 말년을 보내다 자결한 마지막 거주지이자 순국 장소

II

러시아

∷현재상태 당시의 집은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란스코예 거리’5번지 아
강을 따라 도로와 옆으로 평지
파트는 1층에 미용실(Salon) 현재는‘쵸르나아 레츠카’
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내

용 러일전쟁의 발발과 이른바 한일의정서의 체결(1904년 2월 23일) 이후 일제는 이범진 공
사의 소환을 한국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마침내 고종은 1904년 5월 18일“러시
아 수도에 있는 공사관을 철폐하고 이범진 공사를 소환하라”
고 지시하였고, 한국정부
는 9월 1일 이범진을 면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진 공사와 아들 이위종 참서
관은 공사관이 철폐되는 1906년 초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공사관 폐쇄 이후 노바야
제레브냐(새로운 마을) 지역 쵸르나야강 (Rechka Chyornaya) 강변에 위치한 작은 가옥
에서 혼자 살다시피 외로운 여생을 보내다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1911년 1월 26일
정오에 자결 순국하였다. 이범진공사의 숙소는‘노바야 제레브냐(Novaya Derevnya)
의’
체르노레첸스카야 (Chernorechenskaya)’거리 5번지에 위치한 별장의 2층에서
살고 있었다. 이범진은 천정 전등에 로프를 매고 목을 매달아 자결했는데 죽을 때의
고통을 줄이고자 총을 3번 발사했으나 빗나가 총알이 천정과 벽에 박혔다. 이범진은 3
통의 영문 전보를 유서로 남겼는데 러시아 궁내성, 고종황제, 그리고 장남 이기종 앞으
로 된 것이었다. 덕수궁의 고종황제에게 보낸 유서에는“태황제폐하 신(臣)의 고국인
조선은 멸망하고 폐하는 갖고 있던 권세를 잃고 신은 구적(仇敵)에 대하여 보복할 수 없
고 또 책벌을 가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입니다. 신은 자살외에 취할 어떠한 수단을 알
지 못하는 오늘 마침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이범진은 노바
야 제레브냐 구역 관할 경찰서장 앞으로도 서한을 남겼는데 자기가“건강한 두뇌와 견
확한 의지로써 결행한 것”
이라는 점을 부가했다. 영문으로 쓴 편지에 조선어로 서명했
다. 이범진은 자결전인 1월 22일 장례회사를 찾아가 2천5백루블을 지불했는데,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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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블라디보스톡까지의 유해 운반비용이었다. 한편 이범진은 해외 동포사회를 위
하여 1만 2천루블을 남기기도 했는데, 미주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에 7천루블, 블라
디보스톡의 거류민회에 5천루블을 보냈던 것이다.

∷의

견 러시아신문《노보예 브레먀(Novoe Vremy)》New Time 1911년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범진이 자결한 장소 즉 이범진이 말년을 지낸 곳은“
‘쵸르나야 레츠카
(Chyornaya Rechka)’
강의 하안(河岸)통(通)[강을 따라 난 길]의 5번호(五番號)인 한 가

옥”
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범진의 거주지는‘검은 빛깔의 작은 강’
이란 뜻의‘쵸르나
야 레츠카’강을 따라 난 길 작은 길 즉,‘체르노레첸스카야’거리의 5번지 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02년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빤스
코예 거리 15번지 건물 뒤편의 공터’
로 비정한 것은 잘못이다(문화관광부·독립기념
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II,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56~457쪽 참조). 이번의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바, 이범진 마지막 거주지 및 순국

장소는‘란스코예 거리(Shosse Lanskoe) 5번지일 가능성이 크다.‘란스코예 거리’
는
3번지 아파트에서‘쵸르나야 레츠카란스코예’
강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되면서
번지수는 1번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
「굃範晉의 自殺에 關한 露國新聞記事 譯文 送付의 件 近」『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2), 1911
년 2월 17일).
•
「2月 14日以궊 浦潮斯德地方在留朝鮮人動靜 -굃範晉 自殺 當時의 狀況을 詳記한 新聞記事를 添附-」『不逞
(
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2), 1911년 3월 9일).
•반병률,「이위종(굃緯鐘)과 항일의병운동」
,『백년후 만나는 헤이그특사』
, 태학사, 2008, 164~165쪽.
•외교통상부 러시아·CIS과,『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 외교통상부 러
시아·CIS과, 2003, 241~257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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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59 22 151N
경도 30.18 07 76E

II

러시아

∷가는길

이범진 공사 순국지. 당시의 건물은 없고 현재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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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공사가 순국지 뒷쪽의 공터에서 본 말년 거주지

쵸르나야江에서 바라 본 이범진 공사 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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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 시신 안치장소 |
∷현 주 소 앥바 톨스토보 거리 (Ulitsa L’ba Tolstogo, 톨스토이 거리)
∷옛 주 소 페트로파블로브스키 시립병원
∷관련사항 자결 직후 이범진 공사의 시신를 안치했던 병원
∷현재상태 현재의 건물은 당시 병원건물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이범진
러시아

공사가 자결한 노바야 제레브냐 체르노레츠카 거리로부터 남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
진 시내중심부에 해당된다. 옆에는 레닌그라드국립의과대학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II

건물의 4층 가운데 1층은 세탁소, 카페 등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2~4층은 일반주거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

용 이범진 공사의 유해는 관에 넣어져‘페트로파블로브스키’
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되었
는데 실내는 열대식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1911년 1월 27일에 다수의 중국인, 조
선인, 일본인들이 영안실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고 얼마전 도착한 이위종이 이들을 맞
았다. 1월 28일 10시에 페트로파블로브스키 병원 해부실에서 이범진의 사체부검이 진
행되었다. 사체부검은 경찰서장의 배석하에 여성의학 연구소의 타나누히니 교수와 야
키멘코 페테르부르크 부(副)경의관(警醫官)이 실시하였다. 시신을 해부하고 방부시술을
마친 후 시신은 다시 참나무 관에 안치되었다. 관 덮개 위에 황금판이 놓여 있었으며,
그곳에 한국어로 고인의 간략한 약력과 작위, 관등(官等)이 새겨져 있었다. 참나무 관
속에는 다시 아연으로 만든 관이 놓여 있었고, 아연관의 뚜껑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리로 만들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나무관의 뚜껑만을 열고서도 고인의 시신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화환에는 러시아어로“사랑하는 아버지께-아들, 딸 드림”
,“존경
하는 공사님께-러시아 교민 드림”
이라고 쓰여 있었다. 1월 28일 저녁에는 두 명의 의
사가 시신에 대해 향유를 바르는 의식을 마치고, 시신은 고인이 생전에 몸소 주문한
참나무 관에 안치되었다. 1월 29일에는 조선의 관습에 따라 고인의 아들이 시신에 한
복을 입히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는 러시아 외무부가 관장하였다.
러시아『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위종은 부친을 스몰렌스크 사원의 묘지에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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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원했으나 종무관헌(宗務官憲)이 허락지 않아 우스벤스키 묘지에 안치하기로 했
다고 답했다.

관련자료
•
「2月 14日以궊 浦潮斯德地方在留朝鮮人動靜 -굃範晉 自殺 當時의 狀況을 詳記한 新聞記事를 添附-」『不逞
(
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2), 1911년 3월 9일).
•
「第195號 露字新聞 譯範굃緯鐘 訪問걧晉及外 二件」『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2), 1911년 3
월 2일).
•
《생 피터스부르크 베도모찌스》
1911년 1월 18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58~459쪽.
•반병률,「이위종(굃緯鐘)과 항일의병운동」
,『백년후 만나는 헤이그특사』
, 태학사, 2008, 164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
『민영환, 이범진 공사 관련자료 조사보고서』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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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57 55 85N
경도 30.18 50 79E

II

러시아

∷가는길

이범진 공사 순국 직후 당시 페트로파블로브스키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안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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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공사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 현재 건물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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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 순국비 |
∷현 주 소 북방 묘지 (Severnoe Kladbishche)
∷옛 주 소 우스펜스키 묘지 (Uspenskoe Kladbishche)
∷관련사항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묘역
∷현재상태 1958년에 우스펜스키 공동묘지가 북방 공동묘지로 재편되면서 이범진의 묘역도 소실
러시아

되었다. 이범진의 유해가 묻혔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제8구역의 폭 40m, 길이
200m 정도의 구역이다. 이범진의 유해가 안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8구역 초입

II

에 2007년 7월 한국정부가 이범진 순국비를 세웠다. 묘역 관리사무소 옆에 세워진 안
내판의 평면도(Plan Severnogo Kladbisha)에는 이 묘역에 묻혀있는 17명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생몰연도와 직함(또는 칭호)이 쓰여져 있는데, 이범진을 6번째에 올려놓고 러
시아어로“리범진(Li Bom Dzhin) 1852~1911 한국 공사 왕자”
라고 써놓았다.

∷내

용 이범진의 유해는 1911년 2월 3일 우스펜스크 묘지로 안장되었다. 시내에서 묘지까지
는 기차편으로 운구되었으며, 많은 조문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
졌다. 러시아신문《생 피터스부르크 베도모찌스》
는 1911년 1월 22일자에서 이범진의
장례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왕자 이범진의 영결식」
. 어제 이른 아침부터 페테로파블로브스키 병원 영안실 인근
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 오전 10시에 교회의 높은 단 위에 애국 왕자의 시신이 들어
있는 큰 참나무관이 놓여 있고, 고인의 아들 부부, 사돈인 놀켄남작 부부, 페테르스부
르크 한국교민 대표단, 모스크바와 트베리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조문
객들이 교회로 모였다. 고인의 아들이 관을 운반하기 전에 고인의 관 위에 대형 조화
를 놓았다. 그리고 한국민 명의의 다른 조화도 놓여 있었다. 오전 11시경 관 뚜껑이
닫히고 한 번 더 견고하게 고정되었다. 친인척과 조문 단표단들이 직접 관을 안고 교
회를 나와 흰 천으로 덮인 6필의 백마가 끄는 흰 마차에 관을 안치했다. 낮 12시에 구
슬픈 장의 행렬이 병원에서 나와 핀란드역으로 향했다. 행렬 선두에는 한국조문 대표
단이 고인의 영정과 훈장 등을 운반하고, 관 뒤에는 아들과 친인척, 한국교민 대표단
이 뒤따랐다. 12시 30분에 장의 행렬은 특별 운구열차가 대기하고 있는 핀란드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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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후 운구용 차량으로 옮겨졌다. 관 위에는 태극기가 놓여 있었다. 오후 1시 15
분 친인척과 평소 고인과 가까이 지냈던 조문객을 태운 3량의 운구열차가 폴랫폼을
떠나 우스펜스키 묘지를 향했다. 그곳에 시신이 안장되었다. 페트로파블로브스키 병
원 영안실 예배당에서도, 묘지에서도 그 어떤 장례의식과 추도사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범진의 묘역 기념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에서부터 북쪽으로 거의 40여분 소
요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1958년 2월 레닌그라드소비에트는 이전의‘우스펜스키
공동묘지’
에 새로운‘북방 공동묘지’
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오래된
묘역에는 방문객이 있는 묘지들만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오래된 대다수의
묘지들이 멸실되었고, 묘비는 물론 묘역의 지리적 명칭까지도 분실되고 말았다(공동묘
지 안내판). 이범진의 묘는 이 때의 대대적인 묘역 재정비작업과정에서 훼실되었을 것

이다. 이범진 순국비에는“이범진 공사는 1852년 9월 3일 한국 서울에서 탄생하여
1911년 1월 2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순국한 대한의 충신이다”
라고 한글
과 러시아로 쓰여져 있다.

∷의

견 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묘지 관리사무소
에 이범진의 약력과 애국활동을 정리한 팜프렛을 영어, 한글,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비
치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참고하여 이범진 공사를 기리는 한편, 러시아인들에게는
한러친선을, 유럽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의 애국정신을 알릴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Plan Severnogo Kladbisha」(북방묘지 평면도);「Severnoe Kladbishche」
(북방묘지): 이상은 북방묘지
관리소 옆에 세워진 안내판.
•박종수,『러시아와 한국』
, 백의, 2001, 144쪽.
•
《생 피터스부르크 베도모찌스》1911년 1월 22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60~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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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시아

∷가는길

상트 페테르부르크 북방묘지에 있는 이범진 공사의 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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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묘지 입구에 새워진 안내판. 안내판에는 묘지에 묻힌 유명
인사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가운데 이범진 공사의 이름도 있다.

북방묘지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안내판

이범진 공사 순국비 뒷쪽에 있는 러시아 정교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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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이갑 거주지 |
∷현 주 소 Sergobolskaya Nl. 19 Log 4, St Petersburg
∷옛 주 소 세르도볼스카야 거리 19번지 4호
∷관련사항 1910년 국치 직전에 러시아로 망명한 이갑이 페테르부르크에 1912년경까지 거주하
고 있었던 곳(추정)

II

러시아

∷현재상태‘세르도볼스카야 거리’이름은 남아 있으나 해당 지번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내

용 이갑은 이강과 함께 미국 한인사회에서 안창호에 의해 주도되던 대한인국민회의 시베
리아지방총회 사업을 주관하면서 치타에서는『대한인정교보』
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폈다. 이갑 거주지 지번 건물은 오늘날 완전히 철거되어 그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19번지이므로 대략적인 위치는‘레닌 명칭 상트 페테르부르크 전기기술대학
교 기숙사’8동 건물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된다. 이갑은 페테르부르크를 거점으로 활
동하던 시절 이 주소지 외에도‘리스찬스카야 거리 38번지’
(1910년 12월경) 아파트 건
물에도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거리명과 지번이 바뀌고 신축 건물
들이 들어선 관계로 그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자료
•朱曜翰,『秋汀 굃甲』
, 대성문화사, 196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도산안창호 자료집 : 재로동포와의 서신류』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사연구소, 1990, 278쪽.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462~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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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59 28 07N
경도 30.19 11 28E

이갑이 거주하였던 세르도블스카야 19번지는 남아있지 않고, 앞의 15번지인 주유소와 그 뒤편의 전기기술대학교 기숙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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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I

이갑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레닌 명칭 상트 페테르부르크 전기기술대학교 기숙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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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명칭 상트 페테르부르크 전기기술대학교 기숙사’제8동 간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69 |

카자흐스탄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유적은 없지만, 1937년 스탈린정권의 강제이주 당시
러시아원동으로부터 옮겨온 교육문화기관들의 유적과 스탈린 대탄압을 벗어나 살아남은 독립운동
가들의 묘소가 있다. 또한 이들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기에 해
외 특히 러시아지역 항일독립운동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는 물론 선조 한인들의 항일투
쟁과 민족독립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 필요한 지

III

카자흐스탄

역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원동지역의 한인들은 소련당국에 의하여 9~11월에 걸쳐 2차로 나누어 우스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하였다. 제1차는 국경지역 거주 한인들, 제2차는 내지 거주 한인들이
대상이었다. 총 124대의 수용열차에 36,442가구 171,781명이 원동을 떠났다. 이 가운데 20,170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16,272가구 76,525명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 이송되었다.
한인의 강제이주에 앞서 주요한 한인지도자들 수천 명이 체포·처형되었다. 1933년 이후 시작된
한인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출당·처형은 1937년의 강제이주 전후시기에도 계속되었다. 중앙아
시아로의 강제이주과정이나 강제이주 후에도 검거선풍이 끝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처형된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민족주의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였던 항일투사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테러의 소용돌이에서 벗
어났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
고려사범대학, 고려극장, 고려말라디오, 선봉신문 등 한인의 주요한 교육문화기관들은 주로 카자
흐스탄의 크즐오르다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크즐오르다는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
서의 초기 한인사회에서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 러시아원동 각지 한인사회에서 필요한 한인학교
사들을 양성했던 고려사범대학은 크즐오르다로 옮겨 개교하였으나 곧바로 폐교되고 카자흐스탄
사범대학으로 바뀌었다. 고려극장은 강제이주 직후의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활동을 재개하여 1941
년에 연극‘홍범도’
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고려극장은‘독소전쟁’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
서 1942년 1월 13일 고려극장은 우쉬토베로 옮겨갔다가, 1959년 5월 30일 다시 크즐오르다로 옮겨
왔다.‘크질오르다주 조선극장’
은 1962년 3월 22일‘조선음악 연극극장’
으로 개칭되었고, 1963년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갔고 다음해인 1964년 공화국적 극장으로 지위가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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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내전 이후 한글신문으로 항일의식 고취와 한인사회의 사회주의화에 기여했던 선봉신문
역시 크즐오르다로 옮겼으나 폐간되었고, 1938년부터 레닌기치로 이름을 바꿔 계속 발행되었다.
이후 레닌기치 신문은 1978년에 알마타로 이전하였고, 1991년 소련붕괴와 함께 고려일보로 제호를
바꿔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살아남은 홍범도, 이인섭, 계봉우, 최봉설을 비롯하여 생존한 항일투사들과
후손들이 카자흐스탄에 자리를 잡았다.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 역사학자이자 혁명가였던 계봉
우가 크즐오르다에서 일생을 마쳤고, 만주와 러시아원동에서 항일 독립군 활동에 참여했던 항일투
사들이 크즐오르다,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알마타, 아스타나 등 카자흐스탄의 각지에서 여생을 보
냈다.
크즐오르다에는 이처럼 강제이주를 전후하여 이전해온 고려인들의 문화기관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 이들 기관과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 있다. 홍범도와 계봉우는 크즐오르다 주정부의 관심을
받아 중앙공원 정문에 잘 정비된 별도의 묘역을 갖추고 있고, 홍범도와 계봉우의 명칭을 가진 거리
가 있어 크즐오르다 주와 시정부의 고려인 애국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알마튀(이전 알마타)는 크즐오르다로부터 이전해 온 고려극장, 레닌기치(후신인 고려일보) 등이 이
전해 오면서 소련시기에는 전소련지역을 망라하는 고려인사회의 문화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또한
이동휘, 최재형, 계봉우, 민긍호, 김경천, 황운정, 황원호, 황원국 등 항일투사들의 후손들이 다수 거
주하고 있다. 북간도 최진동의 독군부 부대와 연해주의 솔밭관 독립군부대 등 항일무장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황운정 선생의 묘가 알마타에 있으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로 구성된 후손협회‘독립’
이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침켄트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던 곳이다. 이와 관련된 유적 조사는
물론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관한 조사와 발굴이 한층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에 공동묘지를 교외로 이전시키면서, 15만원사건의 주역이면서 적기단 단장을 지낸 최봉설(계립)
선생의 묘 역시 이장을 했다. 최봉설 선생의 후손을 비롯하여 민긍호 선생의 후손를 비롯하여 미발
굴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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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장군 묘·기념비 |
∷현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르바(Zhurba) 거리 구(舊)중앙공동묘지(2000년 8월 1일 건립)
정문인 통일문내 정면에 위치

∷옛 주 소 원래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오른쪽 뒤편에 위치
∷관련사항 한말 항일의병과 북간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항일독립군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
범도(1868~1943) 장군의 묘역

∷현재상태 묘역은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으나, 풍화현상에 의하여 여러 시설들이 손상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흉상 받침대의 판석들이 떨어져나가기 직전의 상태이며, 흉상 왼

러싼 철제 담장안의 묘역 역시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내

용 1943년 10월 25일 사망 당시는 독소전쟁 중이라 분묘를 임시로 조성하였다. 8년후인
1951년 분묘가 꺼져드는 상태를 목격한 크즐오르다시의 고려인 인사들과 전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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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뒤편에 위치한 3개의 기념비 받침대(콘크리트) 표면이 갈라지고 있다. 묘역을 둘

레닌기치신문사의 주필 남해룡, 부주필 염사일 등과 협의하여‘홍범도장군 분묘수리
위원회’
를 조직하였다. 위원으로는 홍범도장군의 전우인 박성태, 심상원과 친우인 전
경팔, 항일투사 이인섭, 레닌기치 신문사 사원 이인 등이 활동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크
즐오르다 주민들의 의연금, 레닌기치 신문사 사원들의 기부금, 근처 치일리 구역의 선
봉 꼴호즈 회원의 성금 (2천여 루블)으로 시멘트로 된 분묘와 분묘를 둘러쌀 철장(鐵墻)
과 철(鐵)로 된 비를 세우고 10월 25일 건립기념식을 가졌다. 당시 분묘 앞에 세운 철비
(鐵碑)의 앞면에는“저명한 조선 빨찌산 대장 홍범도 묘 1868년 8월 27일 출생 1943년

10월 25일 사망”
, 후면에는“조선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
에 헌신한 조선 빨찌산 대장 홍범도의 일홈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1951년 10월 25일 레닌기치 신문사 동인, 고인의 전우 및 시내 쥬지한 조선인 일동건
립”
이라고 기록되었다. 이후 묘지에 홍범도 장군의 반신조각상이 세워졌고, 1981년에
레닌기치 신문사에서 부주필로 활동한 바 있는 김국천의 주도로 외지고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던 공동묘지 뒷편의 묘지를 1982년 4월 25일 넓고 좋은 현재의 자리로 이장
하였다. 이어 서거 40주년인 1983년 10월 25일 레닌기치 신문 부주필을 지낸 바 있는
김국천을 회장으로 한‘홍범도장군추모비건립추진회’
가 정상진(레닌기치 신문사 따지
키스탄 특파기자)이 모금해 송부한 수천루블로 추모비를 세웠다. 현재 알마타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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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상진 선생은 당시 추모비건립을 주도한 김국천이“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홍범도 분묘를 수리하여야 한다. 내가 당증을 내놓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한다.”
고
하며 한인들이 사는 곳에 통지해서 모금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상하였다. 이후 한국정
부와 기업이 제공한 기금으로 1996년 5월 20일 3개의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현재의
공원묘역을 단장·조성하였다.
홍범도 묘역은 공동묘지 입구인 통일문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 흉상
주변에 3개의 기념비가 있는데, 각각 1937년의 강제이주, 1995년의 광복 50주년,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의 시점에 맞추어 그에 부합한 고려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1937년의 강제이주를 상징하는 기념비에서는“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
는 안 된다”
, 1997년의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비에서는“민족간의 친선, 평화, 정의를
위하여”
, 광복50주년기념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간단한 연보와 묘역 조성 사실이 간략
히 기록되어 있다. 이 연보에는 홍범도의 출생, 1906년 항일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
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홍범도 장군 묘역 왼편에는 계봉우 선생의 묘가 있고, 뒤
편에는 1941~45년 2차대전 러시아인 참전 공동묘지가 있다.

∷의

견 묘역은 풍화현상에 의한 파손과 훼손에 대비하여 현지 홍범도기금(폰드,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레프 니콜라예비치 등이 묘역 전체를 수리, 정비하고 있다. 묘역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한국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현지 한국대사관에 예산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지원요청서가 제출되면, 2009년도 해외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은 현지에서 교민들의 성금
모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홍범도장군 묘역의 조
성과 수리, 유지를 위해 활동한 인사들의 노력과 공적을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고려일보》
, 1994년 9월 24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100~101쪽.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4, 224~227쪽.
•이인섭,『홍범도 장군』上(수고본), 1~6쪽.
•장세윤,「
‘洪範圖 日誌’
를 통해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5,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233~272쪽.

주유소
주르바(Zhurba)거리

∷가는길

통일문
계봉우 묘

홍범도 묘
고려인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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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묘

크즐오르다 주르바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홍범도 묘와 흉상

| 178

강제이주 비

‘광복 50주년’기념비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비

크즐오르다 공동묘지 입구 통일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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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거주지 |
∷현 주 소 비르쿨라코프(Byrkulakov) 거리 10번지(추정) 프롤레타리아스카야 거리와의 모퉁이
에서 두 번째 집(2번지)

∷옛 주 소 스테프타야(Stepnaya) 거리
∷관련사항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거주지
∷현재상태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내

용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연해주 수청 슈꼬또브 구역‘레닌길’꼴호즈에서 살다가, 1937
년 10월 17일(음력) 강제이주를 당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당시는 침켄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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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쿠르칸(Ianikurgan) 구역 사나리크촌소비에트에서 살았다. 이후 1938년 4월초(음
력)에 크즐오르다시의 스테프나야 거리에 집을 얻어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이 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의

견 집벽에“한국의 걸출한 애국자이며 러시아원동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약한 저명한
의병지도자였던 홍범도 장군이 말년을 보낸 집”
(홍범도 거리 집 벽에 부착된 표지판과 같
음)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처음 정착해 일시 거

주했던 야니쿠르칸(Ianikurgan) 구역 사나리크촌소비에트의 위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이인섭 필사본,『저명한 朝鮮義兵大將 洪範圖 手記』
,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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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가 크즐오르다로 이주해 온 이후 거주히던 곳(옛 스테프타야 거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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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르쿨라코프 거리의 홍범도 거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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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쿨라코프 거리의 홍범도 거주지 근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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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거리 |
∷현 주 소 홍범도 거리(Ulitsa Im. Khon Bom Do)
∷관련사항 북간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항일독립군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범도(1868~1943)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한 거리 명칭

∷현재상태 거리의 아파트와 주택의 주소판들이 대부분 없어‘Ulitsa Imeni Khon Bom Do’
라
고 쓴 주소 부착물이 몇 개소에 불과하다. 거리의 한 아파트 벽면에 홍범도의 부조상
이 있고 그 옆에“이 거리는 러시아원동과 중국 동북지방의 빨찌산부대의 전설적 지휘
자이며 한국의 탁월한 애국자이자 인민 영웅으로 1937년에 크즐오르다에 온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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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딴 것이다”
라는 소개글이 있다.

∷내

용 크즐오르다시에서 홍범도를 기리기 위하여 거리 이름을‘홍범도 거리’
라고 명명하였
으나, 이 거리와 홍범도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의

견 홍범도를 기리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 거리의 아파트와
주택마다‘Ulitsa Imeni Khon Bom Do’
가 쓰여진 주소판을 부착하도록 크즐오르
다시의 행정적 지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김레프 니콜라예비치(크즐오르다 홍범도 기금 회장)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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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시에서 홍범도를 기리기 위해‘홍범도 거리’
라는 도로를 지정하였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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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거리 입구

홍범도 거리 번지가 쓰여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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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거리 내의 홍범도에 대한 약력

홍범도 거리의 번지 표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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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봉우 묘 |
∷현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르바(Zhurba) 거리 구(舊)중앙공동묘지 정문인 통일문내 왼
쪽

∷옛 주 소 원래의 묘지는 현재의 위치에서 오른쪽 뒤편에 위치
∷관련사항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언어학자인 계봉우와 부인의 묘
∷현재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묘역 전체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내

용 크즐오르다의 구 공동묘지 입구인 통일문(2000년 8월 1일 건립) 왼편에 계봉우의 묘역
이 조성되어 있다. 중앙의 높은 받침대 위에 계봉우(1880. 8. 1~1959. 7. 5)의 흉상이 놓

카자흐스탄

여있고, 흉상 오른편에는 부인 김야간(1893~1968)의 묘가 있다. 흉상 왼쪽에 세워진 계
봉우의 묘비에는“계봉우-고려의 영웅 학자이자 계몽가”
라는 제목 밑에 계봉우의 약
력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다. 계봉우의 묘는 4째(막내) 아들이자 현지 계봉우 선생 기념

III

사업회 회장인 계학림에 의하여, 1996년 홍범도 묘지공원이 조성될 때 이장하여 새롭
게 조성되었다. 2002년에는 당시 가을 소금기가 많은 모래를 사용한 탓에 마모되었던
왼편 축대를 보수한 바 있다.

∷의

견 계봉우 묘역은 홍범도 장군 묘역과 같은 구역 내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리계획
에서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홍범도 장군 묘역 수리시 함께
수리·단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98~99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겗愚 桂奉瑀 資料集』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28쪽.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4, 217~223쪽.
•윤병석,「桂奉瑀의 生涯와 著述目걧」
,《仁荷史學》
1, 인하역사학회, 1993,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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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바 거리 공동묘지 내의 계봉우와 부인 김야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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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봉우 거리 |
∷현 주 소 계봉우 거리
∷관련사항 항일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언어학자인 계봉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거리
∷현재상태‘계봉우 거리 23번지 (23 Koshesi Ge Bon U)’
에 위치한 제9호구역 거리위원회 건물에
만‘계봉우 거리’표지가 붙어 있고 다른 주택에는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이다.

∷내

용 한국의 애국자 계봉우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크즐오르다시에서 그의 이름을
명명한 거리이다.

∷의

견 계봉우를 기리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이 거리의 아파트와

카자흐스탄

주택마다‘Ulitsa Im Ge Bon U’
가 쓰여진 주소판을 부착하도록 크즐오르다시의 행

III

정적 지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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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거리 내‘계봉우’표식이 있는 건물

크즐오르다시에서 계봉우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거리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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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봉우 거주지 1 |
∷현 주 소 아. 바이뚜르시노프(A. Baitursynov) 151번지
∷관련사항 계봉우가 거주했던 집
∷현재상태 현지인 거주하고 있다.
∷내

용 계봉우는 잠불거리 12번지에 살다가 1943년 집을 팔고 장남인 계태림이 살던 솔로쮸
베의‘뻬르보에 마에 (5월 1일)’꼴호즈(나중에 솝호즈)로 옮겨 살았다. 이후 계봉우 부부
는 1949년에 계태림이 사망하자, 장녀 계화림과 함께 살았다. 계봉우가 1957년 커스
모나브토프 (Kosmonavtov) 58번지로 이사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옆집에 최봉

∷의

견 집 벽에 계봉우가 거주했음을 알리는 벽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다.

III

카자흐스탄

설(149번지)과 이인섭(147번지)이 거주했다.

관련자료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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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거주지 주소

계봉우 거주지(15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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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봉우 거주지 2 |
∷현 주 소 커스모나프토프 (Kosmonavtov) 58번지
∷옛 주 소 아빌하이르한(Abylkhairkhan) 거리 58번지
∷관련사항 계봉우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1957~1959년)
∷현재상태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내

용 계봉우가 아. 바이뚜르시노프(A. Baitursynov) 거리 151번지에서 이주해 사망할 때
(1959년)까지 말년을 보낸 곳이다. 이곳은 장남 계태림의 사망으로 2남이지만 사실상

맏아들이 된 계창림의 집이었다.

견 벽면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III

카자흐스탄

∷의

관련자료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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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가 1957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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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III
계봉우가 거주하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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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가 말년을 보내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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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거주지 |
∷현 주 소 아. 바이뚜르시노프(A. Baitursynov) 147번지
∷관련사항 한말 평안도 일대에서 활약한 김관수의병대에서 활동하던 중 북간도와 러시아연해주
로 망명하여 초지일관 항일투쟁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항일애국투사 이인섭
(1888. 9. 14~1982. 1. 5)이 거주했던 집.

∷현재상태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내

용 이인섭은 1937년 강제이주 후에 땅굴막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이곳으로 이사해 와
서 살았다. 1951년에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시로 이주하기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견 집벽에 이인섭이 거주했음을 알리는 벽표지판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II

카자흐스탄

∷의

관련자료
•韓國精神文化硏究院,「리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洪範圖篇』
,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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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이 거주앴던 아. 바이뚜르시노프 거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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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설 거주지 |
∷현 주 소 아. 바이뚜르시노프(A. Baitursynov) 149번지
∷관련사항 철혈광복단 단원이며 적기단(赤旗團) 단장이었던 최봉설(계립) (1899~1973)이 거주했던
집

∷현재상태 현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내

용 최봉설은 함북 회북출생으로 1919년 2월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직, 1920년 1월 4
일 조선은행 회령지점의 15만원을 탈취하여 러시아에서 활동하였다. 이만에서 대한
의용군사회가 조직한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소대장, 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2

카자흐스탄

년 10월 볼로차예프전투에 참가하였다. 1923년 만주 영안현 영고탑에서 적기단을 조
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고, 1925년 1월 적기단이 해체되자 연해주로 가 추풍지역에
있는 그로데고보에서 안드레예브카 콜호즈 회장으로 일했다. 1937년 우즈베크 호레

III

즘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였고 그 후 구리스탄 지역의 콜호즈 회장, 1946년 크질오르다
콜호즈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아들 최일훈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를
거쳐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이주해왔다. 최봉설은 1959년 침켄트로 이주할 때
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1959년 아들들이 카자흐스탄 침켄트주로 이주하자 함께 이주
하여 연금생활을 하다가 1973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의

견 집 벽에 최봉설이 거주했음을 알리는 벽표지판 설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봉
설의 집 양쪽으로 계봉우(151번지), 이인섭(147번지)이 살았고, 이들은 가끔 자리를 함
께 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회상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살았던 세 집에 각각의 표지
판을 부착하기 보다는 한 곳에 세 사람의 경력과 애국활동 사실을 간략히 적은 벽면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90~191쪽.
•최계립,『獨立軍의 手記』
, 국가보훈처, 1995, 288~327·329~477쪽.
•韓國精神文化硏究院,「리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洪範圖篇』
,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9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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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설이 크즐오르다시에 거주하였던 아. 바이뚜르시노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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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범대학 건물 |
∷현 주 소 이브라이 자하예바(Ibrai Zhakhaev) 거리 67번지.
∷옛 주 소 바호프스카야 거리 67번지
∷관련사항 1937년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고려사범대학이 강제이주 후 이동해 와 1938년도에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으로 전환됨

∷현재상태 첫 번째 교사건물은 아블라이한 거리의 아르비탈 대학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자하예
프 거리에 있는 두 번째 교사건물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
수리대학(6호 대학)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 3개동의 가운데 위치한 건물이 두번째

∷내

용 강제이주 후 한인들은 크즐오르다 스카이예프 거리에 작은 건물을 얻어 증축해서 고
려사범대학을 개교했다. 건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명성을 날리던 건축기사 박빅토르
의 솜씨로 세워졌다. 흩어진 학생들도 모으고 가져온 책들로 도서관도 열었다. 강제이

III

카자흐스탄

고려사범대학 건물터였다.

주 후 이 대학의 초대학장으로는 보로보프(Borobov Andrei Afanasyevich, 1937~1938)
가 임명되었고, 이어 제2대학장으로 유태인 립킨(Rivkin Solomon Ilyich, 1938~1948)이
취임하였다. 이후 이 대학에서는 조선말과 조선역사 강의가 폐지되었고, 조선말책까
지 모두 불태우고 타다 남은 것은 시르다리아강에 버렸다고 한다. 학교의 명칭도 크즐
오르다사범대학으로 바뀌었다.
한편 크즐오르다 도서관 관장을 지내고 은퇴한 이크세니야(Li Ksenii, 77세)에 의하면
고려사범대학은 강제이주 후 처음에는 이블라이 자하예바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1939년도에 왼쪽에 새건물을 짓고 옮겨가고 그 터에는 건물을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지
어 현재의 이르미딸 대학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948년도에 크즐오르다사범대
학에 입학하였던 계학림 선생에 의하면 당시 이 학교에는 5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었
다고 한다. 현재 자하예바 거리(당시는 바호프스카야 거리)에 있던 고려사범대학의 신건
물은 수리대학(6호대학)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수리대학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건물이 옛 고려사범대학 건물이었다. 수리대학 도서관에는 고려사범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한적(漢籍)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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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시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다.
‘자하예바’
라는 거리명칭은 김만삼에게서 벼농사법을 배워 카자흐스탄의 벼농사 영
웅이 된 이중 사회주의 노력영웅 이브라이 자하예바(Ibrai Zhakhaev)라는 인물을 기리
기 위한 것이다.

∷의

견 현재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의 안내책자나 전시실에는 1932년에 러시아원동 블라디
보스톡에서 설립된 고려사범대학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하나, 대학의 역사는 1937년
부터 기산하고 있다. 크즐오르다국립대학측에 대학의 역사를 고려사범대학이 설립된
1932년부터 기산할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옛고려사범대학교 건물에 이런 역사를 간
략히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고려일보》1995년 11월 4일자,「홍범도장군 서거 52돌 제사」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106~107쪽.
•조동걸,『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 지식산업사, 1995, 331~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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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된 이후 한인들의 고등교육기관이 된 고려사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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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
∷현 주 소 카즈베크(Kazbek) 거리 21번지
∷옛 주 소 카즈베크 거리 21번지
∷관련사항 연극‘홍범도’
의 두 번째 공연이 있었던 곳(극본 태장춘, 연출 맹동욱)
∷현재상태 저명한 카작 시인 아스카르 토크마감예토프(Askar Tokmagamyetov, 1905~1983)를 기
념하는 문화회관(문화궁전, Dom Kultura)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타타르, 체첸인 등 소수민족들의 문화중심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내

용 1937년 러시아원동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옮겨온 고려극장

카자흐스탄

은 1932년 9월 9일‘원동변강조선극장’
이란 명칭으로 창설되었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극장의 기본배우단은 크즐오르다로, 다른 배우단은 우즈베키스탄의 벡쩨미르로
이주하여 각각 주(州)급 연극극장이 창설되었다. 1941년 홍범도의 일기를 바탕으로 쓰

III

여진 태장춘 각본, 채영 연출로 연극‘홍범도’
가 공연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인민배우
김진이 홍범도 역을 맡았다.
이후 1942년 1월 13일 고려극장은 우쉬토베로 이전하였다가 1959년 5월 30일 다시
크즐오르다로 옮겨왔다.‘크질오르다주 조선극장’
이란 지위를 갖고 있던 고려극장은
1962년 3월 22일‘조선음악 연극극장’
으로 개칭되었고, 1964년 1월부터는 주(州)극장
의 지위에서 공화국적 지위를 가진 극장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 극장은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로 옮겨갔는데, 지위승격에 따라‘공화국 음악희극 조선극장’
으로 개칭되
었다.
고려극장이 크즐오르다에 있던 1960년 맹동욱의 연출로 연극‘홍범도’
가 두 번째로
공연된 곳이다. 홍범도 장군이 수위로 근무하던 첫번째 고려극장의 건물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의 문화궁전 건물은 1959년부터 1963년이후 알마타로 옮겨 가기까지 고려
극장이 위치하고 있던 건물이다.

∷의

견 1937년 강제이주해 온 고려극장은 홍범도가 수위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연극‘홍
범도’
가 공연되었던 뜻깊은 장소이므로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화궁전
건물 역시 연극‘홍범도’
의 두 번째 공연 장소이므로, 고려인 문화궁전 사무실이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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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에 크즐오르다에서의 고려극장의 활동, 특히 홍범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표
지판이나 액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크즐오르다시의 고려극장 건물이며, 현재 크즐오르다시 문화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흐르는 강물처럼: 사진으로 보는 고려극장 66년(1932~1999)』
, 1999.
•김기원,「홍범도 탄생 125주년과 그의 사망 50주년에 즈음하여」
,《레닌기치》1993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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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기치 신문사 구지(舊址) |
∷현 주 소 가가리나 거리(Ulitsa Gagarina) 90번지
∷옛 주 소 가가리나 거리(Ulitsa Gagarina) 90번지
∷관련사항 러시아원동에서 발간되던 한글신문《선봉》
(1923~1937)을 계승한 소련시기 연방신문
인《레닌기치》
신문사가 1938년 창간 이후 크즐오르다에 있을때 사무실이 위치했던
건물 터

∷현재상태 원래의 건물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내

용 한글신문《선봉》
이 1937년 강제이주 후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의 카잘린스크로 이

카자흐스탄

전하였지만 주요 간부들이 체포·처형된 상황에서 사실상 폐간되었다. 이후《선봉》
은
《레닌기치》
로 제호를 바꾸고 서재욱을 주필로 하여‘러시아공산당(볼쉐비키)’중앙위
원회의 결정하에 1938년 5월 15일 복간되었다. 이후 50여년을《레닌기치》
란 이름으로

III

발간되었다.《레닌기치》
는 1978년 알마타로 이전하였는데, 고르바쵸프의 페레이스트
로이카의 분위기에서 1991년초《고려일보》
로 개칭되어 자유신문이 된 후 오늘날까지
간행되고 있다.

∷의

견 현재 그 터만 남아 있어 표식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나, 향후 이 공터에 건물
이 들어설 경우 표지판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자료
•반병률,「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약사」
,《재외동포신문》2003년 7월 14일자.
•반병률,「러시아지역 한인신문‘선봉’
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19, 한국외대역사문화연
구소, 2003, 63~92쪽.
•서재욱,「조선말 정기간행물의 어제와 오늘」
,《레닌기치》1968년 5월 15일자.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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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기치 신문사가 있었던 가가리나 거리 90번지. 현재는 빈터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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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정 묘 |
∷현 주 소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루스쿨로바(Ruskulova) 공동묘지
∷관련사항 1919년 함북 온성의 3·1운동 참가자, 북간도 최진동의 독군부 부대, 러시아 연해주
솔밭관 부대의 간부로 활약하였고, 시베리아내전이 종결된 1923년 이후 한인농촌 꼴
호즈의 지도자, 교육자로서 활동한 황운정의(1899. 9. 1~1989. 12. 31) 묘

∷현재상태 후손들에 의하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내

용 황운정은 1935년 스탈린 대탄압 당시 일본의 간첩죄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938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황운정은 1958

카자흐스탄

년에 복권·복당된 후 연금생활을 하다가 1989년 12월 31일에 사망한 후 카자흐스탄
루스쿨로바 공동묘지에 묻혔다. 황운정의 장례식은 카자흐스탄의 공훈가수인 김블라
지미르 알렉산드로비치(2008년 사망)가 주재하였다고 한다. 황운정의 묘는 황운정 선

III

생의 둘째 아들의 사위(Mark Shaymann)의 안내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황운정의 묘
는 부인 황베라 알렉산드라(1905~1979)의 묘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황운정의 묘비 전
면에는 러시아어로“Kvan Un-Den황운정 1899. 9. 11~1989. 12. 31 혁명가 빨찌산
연맹차원의 의의를 가진 개인연금자”
라고 새겨져 있다. 묘비 후면에는 한글로“황운
정 선생의 묘 1899. 9. 11 함경북도 온성에서 나시어 기미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1989. 12. 31 알마아타에서 타계하시다 1992. 8. 10 아들 황까를·황마이, 딸 황마리아
세움”
이라고 쓰여져 있다. 공동묘지 입구의 바로 왼편에 저명한 고려인 역사학자로 북
한정권에 참여한 바 있는 김승화(1915. 11. 4~1973. 1. 23)의 묘가 위치해 있다. 황운정의
묘와 가까운 위치에는 항일투사로서 형인 황원호과 함께 러시아연해주 솔밭관부대에
서 활동한 황원국의 장남인 황미하일 바실리예비치(1931~1996)의 묘가 위치해 있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218~219쪽.
•박환,『在蘇韓人民族運動史』
, 국학자료원, 1998, 82~83·317~357쪽.
•재러독립유공자후손협회,『사진으로 본 러시아한인의 항일운동』
, 나우치나야 끄니가, 2004,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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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정과 그의 부인 묘

황운정 부인(황베라 알렉산드라)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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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설 묘 |
∷현 주 소 침켄트 노보이 공동묘지(Noboi Kladbishche)
∷관련사항 철혈광복단 단원이며, 적기단(赤旗團) 단장이었던 최봉설(계립) (1899. 11. 27~ 1973. 1.
19)의 묘

∷현재상태 구공동묘지로에서 새로 조성된 신공동묘지로 이장하여 양호한 상태이다.
∷내

용 최봉설의 묘가 위치한 신공동묘지(Noboi Kladbishche)는 가가리나(Gagarina) 거리를
따라 공항쪽으로 가다가 바담 강(River Badam)을 건너서 왼쪽방향(공항 가는 길과 다른
길로)으로 가는 길 왼편에 위치해 있다. 최봉설의 묘는 침켄트에 살고 있는 손자 최블

카자흐스탄

라지미르 일훈노비치(최봉설 선생의 장남 최일훈의 아들)의 안내로 묘역을 찾아갈 수 있
었다.
최봉설의 묘는 부인 김신희와 합장묘로 되어 있고, 옆에 어머니 오숙경의 묘로 조성되

III

어 있다. 그리하여 최봉설의 묘비는 러시아어와 한글로“Tsoi Gerib 최봉솔 1899. 11.
27~1973. 1. 19 Kim Sin-khi 1896. 10. 5~1970. 10. 3”
라 새겨져 있다. 한글이름이
‘최봉솔’
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애국적 항일운동 경력이 전혀 새겨지지 않
은 점이 아쉽다.
침켄트 시내에 위치해 있던 구공동묘지가 도로를 건설하느라 폐쇄됨으로써 2008년 6
월 8일에 새로 조성된 신공동묘지로 이장하는데, 공동묘지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
치해 있다. 묘역 조성비는 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총 7~8천 달러 소요하였는데, 최봉설
선생의 차남 최다니엘이 한국에 이장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최봉설 선생의 두 아들 최일훈, 최다니엘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막내딸 최
수라가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살고 있다.

∷의

견 최다니엘이 한국정부에 제출한 최봉설 묘역 조성 비용 신청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90~191쪽.
•박환,『在蘇韓人民族運動史』
, 국학자료원, 1998, 79~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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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우즈베키스탄
1937년 원동지역의 한인들은 소련당국에 의하여 9~11월에 2차로 나뉘어 우스베키스탄과 카
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하였다. 제1차는 국경지역 거주 한인들, 제2차는 내지 거주 한인들이
대상이었다. 총 124대의 수용열차에 36,442 가구 171,781명이 원동을 떠났다. 이 가운데 20,170
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16,272가구 76,525명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 이송
되었다.
소련당국은 강제이주 실시에 앞서 저항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한 한인지도자 수천
명을 체포·처형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과거 민족주의운동이나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였던 한
인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세대의 유망한 청년들도 포함되었다. 한인지식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테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났다. 농업에 적당한 기후와 풍부한 물 등 농업활동에 유

우즈베키스탄

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는 많은 한인꼴호즈(집단농장)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
히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던 꼴호즈들인 뽈리따또젤 꼴호즈, 극성꼴호
즈(김병화 꼴호즈), 스베르들로프 꼴호즈, 지미트로프 꼴호즈, 프라우다 꼴호즈 등은 한인농민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소련 전국에 명성을 날린 대표적인 모범 한인꼴호즈들이었다.

IV

40년 가까이 극성꼴호즈의 위원장으로 사회주의 2중노력영웅의 칭호를 받아 오늘날 구소련지역
에서 존경받고 있는 김병화는 러시아연해주 자피거우 마을 출신으로 시베리아내전 시기 공청동맹
에 가담하여 솔밭관 독립군 부대 등 수이푼지역의 항일빨찌산 부대들을 위한 무기, 탄약, 피복 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인물이다.
이들 한인꼴호즈들은 농장내에 문화궁전, 초등·중등학교, 노인회관 등의 교육문화시설과 소인
예술단 등의 예술활동을 통하여 고려말과 고려문화를 유지해나갔다. 뽈리따또젤 꼴호즈의 황만금
위원장은 꼴호즈내에 저명한 민족운동가인 이동휘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타쉬켄트의 나보이명칭 국립문학관에는 하바로브스크에서 스탈린 대탄압 당시 처형된 카프(KAPF)
맹원이자‘고려인문학의 아버지’
로 존경받고 있는 항일혁명 작가 조명희기념관이 그의 딸과 지인
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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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원동, 만주, 한반도에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국제주의적 항일투사들은 대부분
1930년대 전반부터 시작된 스탈린대탄압을 벗어나지 못하고‘일본첩자’
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되고 말았다. 이들이 복권된 것은 1950년대 후반 후르시쵸프에 의하여 스탈린격하운동과 부분
적인 자유화와 개혁이 단행된 정치적 해빙 이후의 일이었다. 과거 항일혁명운동에 참여했던 극히
소수의 살아남은 항일투사들이 자신들은 물론, 이미 희생된 동지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과거 항일혁명운동의 역사를 기록, 복원하고 기념하기 위한‘역사의 복원과 기념비 설립운
동’
을 전개했다. 이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1950년대초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부터 우즈
베키스탄의 안디잔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이인섭이었다. 이인섭은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안지만, 나만간을 비롯하여 시르다리역, 타쉬켄트 등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
다, 침켄트, 카라간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하바로브스크 등에 살고 있던 과거 항일혁명운동 참가
자들과 연락하여,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거나 회상기 집필을 독려하고 이 기록들을 정리하였던 것
이다.
이인섭은 안디잔에서 말년을 보낸 후 시내 중앙공원묘지에 묻혀있고, 안디잔지역 역사박물관에
는 그가 기증한 항일혁명가들의 사진, 편지, 주소, 문헌 등이 보관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 항일혁명가들의 후손들 역시 항일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적지 않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 후손들을 찾아 방문하여 자료 발굴과 구술
청취 등의 후속작업이 절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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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지도

| 김병화 명칭 꼴호즈 구내 김병화 박물관, 김병화 흉상 |
∷현 주 소 타쉬켄트주 중치르치크 구역 김병화 명칭 꼴호즈
∷옛 주 소 타쉬켄트주 중치르치크 구역 김병화 명칭 꼴호즈
∷관련사항‘극성’
꼴호즈 회장으로 활동했던 소련 이중 사회주의영웅 김병화(1905~1974)를 기념
하여 그의 명칭을 딴 꼴호즈(집단농장)내의 박물관

∷현재상태 사진 등이 벽면에 잘 전시되어 있으나 사진앨범 등이 방치되어 사진원본의 분실 사례
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내

용 김병화는 시베리아 내전 시기 러시아연해주 수이푼 구역의 한인농촌 자피거우 출생으
로 같은 마을의 공산청년동맹원으로서 항일의용부대인 솔밭관 부대에 양식, 피복, 무
기, 탄약 보급에 참여하는 등 시베리아내전에 출병한 일본군과의 항일투쟁에 기여하
였다. 소련시기에는 194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중치르치크 구역의‘극성’
꼴호즈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중 사회주의 노력영웅 훈장을 받았다. 1974년 사후 우
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각료회의는 타쉬켄트주당위원회와 인민대표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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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가 회장으로 활약한‘극성 꼴호즈(꼴호즈 뽈랴르나야 즈
베즈다)’
를‘김병화 명칭 꼴호즈(집단농장)’
로 바꾸고, 중치르치크의 뚜야부구즈
(Tuiabuguz) 마을의 신설 고등학교와 타쉬켄트시내의 한 거리에 그의 이름을 붙혔다.

IV

김병화 꼴호즈 내에는 그의 이름을 딴 김병화 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그 앞 광장에 김
병화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 흉상은 원래 꼴호즈 관리사무소 앞에 위치해 있던 것
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의

견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식을 갖추고, 김병화 꼴호즈
에 거주하는 장 에밀리야(Tian Emiliia, 1940년생)가 관리책임자로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비치된 앨범의 사진 분실이 우려된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96~197쪽.
•
『김병화와 꼴호즈‘뽈랴르나야 즈베즈다’
』
, 모스크바: IV R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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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1.13 76 12N
경도 69.30 64 80E

김병화 명칭 꼴호즈 내 관리사무실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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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농장 내의 학교

김병화 농장 내의‘김병화 박물관’
과 그 앞의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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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박물관 내의 김병화 흉상

김병화 박물관 내의 소장된 김병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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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 뽈리따또젤 꼴호즈 푸룬제 제19호 학교 |
∷현 주 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타쉬켄트주 하치르치크 구역
∷옛 주 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타쉬켄트주 하치르치크 구역
∷관련사항 학교 한글 강의반 교실 벽면에 김알렉산드라, 김규면, 이용, 황하일 등 항일애국지사들
과 민족문학 작가들의 사진과 경력이 약술되어 있고, 이동휘의 초상화가 비치되어 있
다.

∷현재상태 이들 전시물이 없으며, 김알렉산드라 등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전시물이 꼴호즈 내의
노력자 베테랑 회관(노인회관)으로 옮겨져 있고, 이동휘 초상은 분실된 상태이다. 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이들 전시물이 한글반 교실에서 옮겨진 것은 타쉬켄트 한국교육
원측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한다.

∷내

용 이 학교는 현재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고 있고 한국어는 주 2시간씩 교수하고 있다. 한
글반 교실에는 고려인 유명작가와 이동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 학교의 대학 진

∷의

견 학교의 박물관에는 1937년 이후 꼴호즈와 학교에 관련된 사항들만이 전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인꼴호즈들이 점차 우즈벡인들의 꼴호즈가 되어가는 추세에서 이 학교
는 한인꼴호즈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꼴호즈의 학교에서 박물관이
나 교육에서 연해주시절의 과거 역사에 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IV

우즈베키스탄

학율은 34~35%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꼴호즈 내의 노력자베테랑(노인회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
는 항일투사들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전시물들을 원래의 한글반 교실로 이전시키는
등 보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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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1.25 23 46N
경도 69.43 83 95E

구 뽈리따또젤 꼴호즈 내의 경찰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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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뽈리따또젤 꼴호즈 내의 건물들

한인 혁명가 사진과 약력 등이 전시되어 있는 노력자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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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문학관 |
∷현 주 소 나보이 명칭 국립문학관내 조명희 기념실. 나보이명칭 청년극장 건물 내
∷관련사항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문학을 통한 항일혁명정신을 고취하고, 수많은 문학인들
을 길러내어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조명희의 문학기념관

∷현재상태 나보이 명칭 국립문학관에 잘 전시되어 있고, 안내원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그러
나 조명희에 대한 설명 없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내

용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는 3·1운동에 참가해 투옥되었고, 이후 카프(KAPF) 작
가로 활약했다. 1928년 8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여 푸칠로프카(육성
촌) 농업화훼학교 등에서 한인청년들을 가르쳤고, 한글신문『선봉』
과 잡지『로력자의

조국』등에 글을 발표했다. 이후 고려인문학의 주역이 되는 청년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1934년 소련 작가동맹 맹원으로 활약하였으나, 1937년 가을 스탈린대탄압시
일본첩자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1988년 중앙 아시아 한인 거주지역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문학기념관이 세워졌다. 조명희 기념실의 중앙에는 조명희의 흉상이 설치
되어 있고, 조명희의 체포와 처형에 관한 문서들, 조명희와 관계를 맺었던 고려인 작
가·지식인들의 사진, 조명희 선생에게 바치는 헌사와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 외

IV

에도 관련 글과 사진들, 신문기사, 방문객(주로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방명록, 조명희
친척들의 사진 등이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조명희 자신이 고려인
시인 김증손의 작품에 대해 평을 한 친필편지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다.

∷의

견 조명희에 관한 간략한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포 또는 판매할 필요가 있다. 안내원들은
단순히 문만 열고 잠그는 역할 뿐만 아니라 설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Ku Svetlana,『Korets: Zhertvy Politicheskikh Repressii v SSSR, 1934~1938』
4, Kim Ko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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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1.32 05 05N
경도 69.25 57 90E

‘조명희 기념실’
이 있는 나보이 국립문학관과 청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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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기념실이 있는 나보이 국립문학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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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기념실’내의 조명희 흉상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조명희 기념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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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묘 |
∷현 주 소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jan)시 중앙공동묘지(Tsentral’nyi Kladbishche)
∷관련사항 한말 평안도 일대에서 활약한 김관수의병대에서 활동하던 중 북간도와 러시아연해주
로 망명하여 항일투쟁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항일애국투사 이인섭(1888. 9.
14~1982. 1. 5)의 묘

∷현재상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내

용 이인섭은 1952년경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로 이주해 와
서 살다가 1982년 1월 5일에 사망하여 이 곳 중앙공동묘지에 묻혔다. 이인섭의 묘지는
왼쪽 담장을 타고 난 길을 곧장 가다가 막힌 곳에서 우회전하여 첫 번째 길의 좌편에
위치해 있다. 묘는 중앙공동묘지 정문으로부터 왼쪽의 3분의 1 뒤편에 위치해 있다.
이인섭의 묘는 매우 단촐하게 조성되어 있다. 묘비 상단에 사진을 새겨 놓았고, 그 하
단에 러시아어로‘Li Inseb 1988. 9. 14~1982. 1. 5 1919년 이래의 소련공산당원’
이라

∷의

견 묘비에 이인섭의 항일투쟁 역사가 빠져 있어,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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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쓰여져 있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46~147쪽.
•리인섭,『망명자의 수기』
(수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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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0.75 67 26N
경도 72.38 41 96E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시 중앙공동묘지에 있는 이인섭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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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잔 중앙공동묘지에 있는 이인섭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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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 선생 묘지 옆에 서있는 장남 이아나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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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거주지 1 |
∷현 주 소 안디잔시 프로스펙트 스바보디(Pr. Svobody) 172번지
∷옛 주 소 스탈린 거리 (Ulitsa Stalina)→말렌코 거리 (Ulitsa Malenko) 거리→프로스펙트 스바보
디(Pr. Svobody)→졸본 거리(Pr. Chulpon) 172-a 번지. 거리이름이 여러차례 변경

∷관련사항 1953년 이인섭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에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살던 집 터

∷현재상태 이인섭 가족이 살던 집은 없어지고 본래의 집이 위치해있던 공간은 두 집으로 나누어
져 있다.

∷내

용 이인섭 선생은 1953년 이후 연금생활을 들어갔고 1973년경에 국가로부터 미크로 구
역(Mikro Raion)의 메크라라 아파트가 지급되어 이사할 때까지 이곳에 거주했다.

∷의

견 개조된 건물 벽에 이인섭의 약력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웃주민들이 이인섭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매우

IV

우즈베키스탄

우호적인 추억과 호감을 갖고 있는 점에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이인섭,「자필이력서」
(러시아어), 1959년 5월 25일(안디잔주 민경(民警)대장에게 제출함).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46~147쪽.
•리인섭,『망명자의 수기』
(수고본).
•리인섭,「소련공산당 당원 등록양식(서류)」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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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0.79 78 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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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이 안디잔시 스탈린 거리에 거주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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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잔시 스탈린 거리 이인섭 거주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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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잔시 스탈린 거리 이인섭 거주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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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거주지 2 |
∷현 주 소 미크로 구역(Mikro Raion) 63번지 15호(아파트 2층)
∷관련사항 이인섭이 안디잔에서 두 번째로 거주했던 집으로 1982년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아파트

∷현재상태 현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내

용 이인섭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아파트로 1974년 이후 1982년까지 말년을 보낸 곳이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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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자료
•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46~147쪽.
•리인섭,『망명자의 수기』
(수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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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0.74 96 6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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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이후 이인섭이 거주하였던 아파트(2층)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247 |

우즈베키스탄

IV

이인섭이 1974년 이후 거주하였던 아파트(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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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섭이 1974년 이후 거주하였던 아파크 뒷쪽(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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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잔 지역 역사박물관 |
∷현재상태 이인섭이 기증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관장은 리아나톨리(이인섭 선생의 장남)에
게 제공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내

용 이인섭이 연해주에서의 시민전쟁(시베리아내전) 참가자들의 사진, 문서, 전기, 편지, 주
소 등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박물관측은 박물관장 게.게. 가푸로프
(G.G. Gafurov)의 명의로 이인섭에게 1974년 4월 24일자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의

견 이인섭이 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들의 사본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인섭의 장남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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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아나톨리씨가 자료 제공을 박물관측에 요청하여 놓은 상태이다.

관련자료
•G.G. Gafurov,「Blagodarstvennoe-Svidetel’
stvo Tov. Li In Sebu」
, 1972년 4월 24일.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 역사비평사, 1990, 146~147쪽.
•리인섭,『망명자의 수기』
(수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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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72.20 46 9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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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지역

한국독립운동과 흑룡강성
흑룡강성은 중국 동북 3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군사지역 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의 한인독립운동은 지역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한일병탄 직후부
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사상이 급격하게 수용되면서 사회주의계열
의 민족운동도 줄기차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북간도의 경우 주로 함경도출신 농민들이 이주하였고
남만주에는 평안도 출신의 농민들이 대거 이주했던 것에 비해, 이 지역에는 주로 한반도 중남부지
역의 농민들이 다수 정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흑룡강성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고 땅이 넓어서 농사짓기 좋은 지역으로 일찍부터 한인 이주민들
이 형성한 농장이나 한흥동 등의 한인촌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
적인 독립운동 조직으로는 신민부와 한국독립당(군)이 있었으며, 화요파계열의 조선공산당 만주총
국이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동북항일연군의 주요활동 지역이기도 하였다.
우선 밀산은 중국 동북3성의 삼강평원 제2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부는 호림현과 이어져 있
고 북부는 흥개호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토지가 비옥하고 러시아
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V

흑룡강성

1909년 한계 이승희는 이상설 등의 부탁을 받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밀산으로 들어와 봉밀
산 부근의 토지 2,250무를 구입하고 100호의 한인들을 이주시켜 한흥동을 건립하고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이후 한흥동에는 한민학교가 세워졌으며, 1914년에는 이승희가 직접 요동으로 가서
한인공교회를 창립하고 유교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동삼성의 중국 고관들을 만나 독립운동의 원
조를 청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한흥동은 백포자일대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한인 마을이었으며, 사
람들은 이 마을을 고려영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이승희는 한흥동에 거주하면서‘東國史略’등의 역
사서를 저술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으며,‘民約’
을 제정하고‘五綱十目’
을 저술하여 마을 주민들에
게 외우게 하는 등 한흥동의 단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10년대 초에는 안창호의 추천을 받은 김성무가 십리와에 들어와 960헥터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설립하였으며, 김학만은 이상설의 추천으로 남백포자에서 384헥터의 토지를 구입하여 평
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러시아에서 한인들을 이주시켜 농장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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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현 내에서는 십리와와 백포자, 봉밀산, 한흥동, 당벽진, 서대림자 등지에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었다.
한편 미주 공립협회 회원 김성무는 안창호의 권유로 목릉하 밀산 백포자에 들어와서 신한국민회
를 조직하였다. 그는 원래 평양의 기독교도였으며, 노령을 거쳐 밀산지역에 들어와 교회를 중심으
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金明星과 함께 私塾을 열었고 기독교에 대한 전도도
아울러 병행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홍범도도 군인들을 거느리고 봉밀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소속 군인들을 각호 분
배하여 그 주인집에 일을 돕도록 하였으며, 마을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홍범도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몽매한 자와 불량자들도 있고 청년과 아동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허송
세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지방의 여러 인물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며 대책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이때 마침 이전에 교원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나자구 사관학교(동림학교) 출신인 정
태라는 인물이 봉밀산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홍범도는 그와 함께 이 지역의 교육운동을 활성화
해 나갔다. 이후 홍범도는 한흥동학교의 교장과 교감으로 활동하였으며, 십리와와 쾌당별이의 학교
에서는 찬성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밖에 밀산은 청산리전투 이후 이동해온 독립군단이 집결하여‘대한독립군’
을 결성한 지역이
기도 하였다. 1920년 12월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국민회군, 신민단, 의군부, 혈성단 등 10여개의 독
립군 부대가 밀산현 평양진에 집결한 후 대오를 정비하여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자유시참변
을 겪은 후 다시 밀산 백포자로 돌아왔으며, 서일의 부대는 당벽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흑룡강성 지역에서 독립운동세력들이 개척한 농장으로는 취원창의 수전농장이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농장은 북만주의 중심도시 하얼빈 동북쪽 35km지점에 위치하며, 송화강과 가까
운 평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아성현의 동북쪽 변두리에 위치했던 취원창은 철도가 없고
縣城에 가는 것이 하얼빈 가기 보다 더 멀었다. 때문에 육로교통도 불편하여 1920년대에는 인적이
드물고 인구도 적었지만, 반면 땅은 넓고 비옥하여 새로운 농토개간지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배극도강은 강수량이 풍부하면서도 강의 폭이 넓지 않아 적은 인력으로
도 보다 손쉽게 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개간 후보지의 대부분이 버들 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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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간파한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은 취원창을 중심으로 농장을 개간하여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상룡, 박의연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흑룡강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김규식과 박세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루어졌
는데 이들을 모두 신민부계통의 민족진영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김규식은 한말 육군 굱尉로서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 당하자 철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차에 걸쳐 일군을 대파하였으며,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한 후 1919년 8월에는 북로군정서에 가담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다.
또한 북로군정서에서 왕청현 십리평에 사관연성소를 건립하자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영
안현에서 新民府를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였다. 이밖에 김규식은 청산리전투에 참가한 이후 독립군
부대가 자유시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조직된 大韓義勇軍(사할린의용군)에서 홍범도, 이청천 등과 함
께 참모부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김규식은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위해서는 한인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연수현 태평촌 농장에 학교를 세워 독립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
러던 중 1931년 4월 주하현 하동농장에 있던 이붕해의 집에서 신숙, 이청천 등을 만나 장래의 독립
운동과 한인 자제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하루 밤을 지내던 김규식은 당시 직권을 남용하
여 하동농장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 김규식을 두려워했던 백운봉과 최호 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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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불의의 습격을 받고 살해당하였다. 피살당한 김규식의 시신은 마의하 버들방천 모래톱에서 화장
하였으며, 유해는 마의하에 뿌려졌다.
박세황은 1882년 1월 7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오하리에서 박양수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며,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1923년 길림성 동빈현(현재 연수현) 흑룡진으로 이주하였다. 주로
신민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그는 1926년 흑룡진에 신창학교를 세워 한인자제들의 교
육에 힘을 기울였으며, 신민부가 군정파와 민정파로 나뉘어지자 민정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박세황은 1927년 8월에는 동빈현 총판의 신분으로 북만주한인교육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온
후에는 대량자학교, 대련표자학교, 동광학교, 보명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1930년 7월 위화현의 김
광택의 집에서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자 홍진, 지청천, 신숙 등 40여 명의 대표들과 함께 당장과 당의
규약을 제정하는데도 참여하였다. 박세황은 박관해, 이탁, 문학빈, 김인대, 원재룡 등과 함께 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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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전개 하던 중 1932년 일제 당국에 체포되었다. 이후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2년 10월 4일 사망하였다.
이밖에도 흑룡강성에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은 유적지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민족
진영의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
니라 사회주의계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나 인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발굴조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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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리와농장(홍범도 경영) |
∷현 주 소 密山市 興凱鎭 興農 괯隊
∷옛 주 소 密山府 十里窪
∷관련사항 1910년대 홍범도가 군인을 이끌고 밀산으로 들어와 봉밀산 아래에서 개척한 농장
∷현재상태 십리와 농장의 정확한 위치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전에는 십리와에 늪지대
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水東鎭(조선족, 68세)노인의 증언을
토대로 십리와농장의 실체를 추측해 보면, 오래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홍범도가 경
영했던 농장과 관련하여‘홍범도 도랑’
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십리와는 특정지명이
아닌 부근의 늪지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이었으며, 이 지역은 상습침수구역이었다고
한다. 십리와를 가로지르는 하천은 斐德江이며, 십리와 일대는 완달산맥의 줄기, 봉밀
산은 장백산맥의 여맥이라고 한다.

∷내

용 1910년대에 이승희를 비롯하여 안창호의 권유를 받은 김성무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
이 새로운 동립운동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밀산으로 들어왔으며, 이때 홍범도도 군인
을 이끌고 봉밀산으로 들어왔다. 그는 봉밀산 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여 군인들을 각
호 마다 분배하여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게 하고, 백포자 등지에 학교를 세우는 한편,
‘우리 동무회’
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청년교육과 독립군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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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홍범도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로는 이중집, 정태, 김용, 문덕빈 등이었으며, 홍범도
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십리와에 농장을 개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홍범도

V

와 그의 의병부대원들이 개척했다는 십리와 농장은 정확한 위치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의

견‘홍범도도랑’
과 관련해서는 밀산시 인민정부와 협력하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
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 표지석 정도를 세우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자료
•갏泰國,「中國 長白縣 穆겓市 密山市 堂案館 所藏資料에 대한 調査 및 解題」
,『중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Ⅰ -中國 地域 韓國史 關聯資料 現況-』
, 국사편찬위원회, 2004.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원회,『밀산조선족백년사』
, 2007.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홍범도편』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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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41, 07N
경도 132, 02, 18E

십리와 농장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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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흥학교 구지 추정지 |
∷현 주 소 密山縣 當壁鎭
∷옛 주 소 密山市 當壁鎭 中村(추정)
∷관련사항 1928년 대종교 종사 윤세복이 당벽진에 와서 세운 민족학교이며, 후에 대종학원으로
개칭

∷현재상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927년 밀산에서 출생하여 중국 스피드
스케이트 국가대표 코치를 지냈던 이창섭(조선족, 82세)의 증언에 따르면 당벽진에는 3
개의 조선족 마을이 있었는데 상촌은 권씨 마을이었으며 중촌은 다수의 조선족이 살
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밀산조선족백년사의 교육부분을 집필했던 김준식 선생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당벽진에 있었던 조선족학교들은 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
던 중촌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내

용 밀산현 당벽진에 설립된 대종교 민족학교이며, 이후 대종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1923년에 대종교 교주를 담임한 윤세복은 일찍 동창학교와 백산학교를 설립하여
재만 한인에게 항일민족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무장독립단체를 설립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당벽진으로 이전한 윤세복은 대흥학교를 설립하고 한인 청년들에게
민족혼과 시대적 지식을 교육하였는데 대흥학교는 국교, 국사교육에 치중하여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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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의 민족의식 고취와 관련 있는『신단민사』
,『국조단군실기』
,『단조사고』등을
역사교재로 삼아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의

견 대종교 총본사가 있었던 당벽진에 조선인 마을이 상촌, 중촌, 하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증언이 있다. 또한 현지 관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한흥동입구와 서일의 묘가 있던
언덕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중국측 자료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관련자료
•大倧敎總本司,『大倧敎重光괯十年史』
, 東進文化史, 1971.
•독립유공자협회,『中國東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 집문당, 1997.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사전』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원회,
『밀산조선족백년사』
, 2007.
•박영석,「대종교의 민족의식과 항일민족독립운동 -壬午敎變을 중심으로-」
,《건대사학》6, 건국대학교 사학
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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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16, 25N
경도 132, 00, 64E

당백진 지명 표지석

당백진 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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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산부 관립소학교(김성무 근무지) |
∷현 주 소 密山市 知一鎭 知一小學校 동쪽 담벽 부근
∷옛 주 소 密山府 官立學校
∷관련사항 미주 공립협회 회원이던 김성무가 안창호의 권유로 밀산에 들어와 농장을 개척하면서
근무하던 학교

∷현재상태 관립소학교는 남아 있지 않으나, 관립소학교가 있었던 자리 옆에 지일소학교가 들어
서 있었다. 지일소학교 교정 안에 있는 학교 연혁에 관한 설명문에 지일소학교가 관립
학교를 이어서 설립된 학교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인근에 과거 밀산부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내

용 학교 연혁은 다음과 같다.“知一鎭은 密山市 동남쪽 11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남쪽으
로는 蜂蜜山을, 북쪽으로는 穆낑河를 끼고 있는, 100년 역사의 문화 도시이다. 지일소
학교는 1910년 창립된 淸末 密山縣 縣府 소재지에 처음으로 건립된 공립 소학교이다.
1927년 8월에는 밀산현 현립 師範講習所의 부속 소학교가 되었으며, 9·18 이후에 강
습소가 해체되자 다시 독립 소학교가 되었다. 학교는 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총
면적은 1만 4400평방미터이며, 건평은 4004평방미터(그 가운데 강의동은 1989.14평방미
터, 기숙사는 809평방미터이다), 녹지 면적은 2400평방미터이다. 창건 95년을 즈음해서

흑룡강성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모두 끝냈다.
2005년 9월, 鎭內의 모든 학생들이 이 中心小學校로 집결되었다. 학교는 기숙사제도

V

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쇄식 관리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17개 반이 있으며, 재학생은
542명,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93명, 교직원은 64명이다.
100년의 교육 발전 과정에서, 각급 지도자의 갚은 관심 속에 지일소학교는 장족의 발
전을 함으로써,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어학실습실, 전산실, 멀티미디어 교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 도서실과 종합 활동실이 구비되어 있다. 14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120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갖추어져 있다. 전 시에
서 제일 처음 集中辦學制(학생 수가 적은 지역 학교의 학생을 주변 성진의 대형 학교에 모아
교육하는 것)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면모는 일신되었으며,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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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생의 입학률, 승급률, 졸업생 합격률이 모두 100%에 달하였다. 이로써 의무교육
과 문맹퇴치의 성과가 더욱 강화·제고되었다. 2004년 전 성 붕괴 위험 건물 개조 사
업을 위한 시범 현장을 제공하였으며, 2005년 10월 26일에는 黑龍江겛을 대표하여 국
가교육감독단의 검사를 받았다. 2006년에는 鷄西市 시급 녹색학교로 뽑혔으며, 지방
시급 규범화학교와 계서시 시범 소학교로 선발되었다. 학교는 여러 해 동안 연속으로
密山市 全面先進集體로 뽑히기도 하였다.

∷의

견 김성무가 근무했던 관립소학교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밀산조선족백년사』20쪽에
는 1930년 중화민국 19년 밀산현 경찰 제5분국 한민호적등록에 김성무에 관한 기록
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성무와 관련된 중국측의 기록과 함께 김성무가 운영했다는
농장에 관한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자료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원회,『밀산조선족백년사』
, 2007.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홍범도편』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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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31, 42N
경도 131, 59, 5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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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학교 건립 연혁 설명문

밀산부 관립 소학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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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량촌 4열사 묘비 및 석조기념물 |
∷현 주 소 密山市 西大林子 宏亮村
∷옛 주 소 密山縣 西大林子
∷관련사항 주덕해와 함께 조선인민회 반대 투쟁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다 만주국군대에게 피살된
조선인공산주의자 윤락범, 태동식, 이종근과 오복을 추모하는 묘비와 석조 기념물

∷현재상태 기념석조물 뒤에는 열사들의 묘비와 무덤이 있다. 주변 묘역은 물론 기념 석조물 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념 석조물의 파손이 특히 심하며, 묘역 역시 관
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내

용 1933년 9월 주덕해, 황옥청, 오복, 이종근 등은 밀산현 서대림자에서 항일회를 설립하
고 항일선전활동에 주력하였는데 조선인민회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신분이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10월말 만주군 1개려가 밀산 거류민회 소속 양세환의 안내
를 받으며, 서대림자로 쳐들어와 주덕해를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만주군은
마을주민들의 방해로 주덕해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산당원인 윤락범, 태
동식, 이종근과 오복을 체포하여 밀산현성으로 압송하던 중에 살해하였다.
현재 서대림자 홍량촌어구에 윤락범, 태동식, 이종근과 오복의 무덤이 있으며,‘革命
곥士永垂不朽’
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1992년 6월 24일에 건립되었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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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933년 某日, 抗日聯軍 戰士 尹갳範, 太東奎, 吳福, 굃宗根 등은 부대의 이동을
엄호하기 위해 일본군과 혈전을 벌인 후 이곳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의

견 기념석조물과 묘비, 무덤 등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밀산조선족백년사편찬위원회,『밀산조선족백년사』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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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원창 농장터-박의연 등 개척 농장 |
∷현 주 소 賓縣 糖坊鎭 勝利大隊
∷옛 주 소 阿城縣 聚源昶
∷관련사항 경신참변 이후 박의연의 형제 등이 중심이 되어 취원창에서 개척했던 농장 터
∷현재상태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농장 개척 당시를 알려주는 인물사진을 비롯하여
여러장의 사진들이 남아 있다.

∷내

용 취원창은 서간도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이 경신참변 이후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여 제2
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개척한다는 전략 하에 개척한 농장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생존
자들의 증언과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출신의 박의연 삼형제와
그들의 일가 되는 박주정이 있고 안동군이 고향인 김정식 종형제와 월송 김형식 등이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동군 출신인 이광민 부자와 그의 종숙 이승화,
그리고 임동면이 고향인 고성이씨 이정인 일가, 안동이 고향인 전주 유씨, 유동범 형
제, 고령출신으로 수전 개간 전문가인 김우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대체로 취원창
에는 민족학교로 東源學校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견 농장의 정확한 지점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요청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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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자료
•김중생,『북만주반일운동근거지 취원창』
, 명지출판사, 2001.
•영덕군지편찬위원회,『영덕군지』上ㆍ下, 영덕군,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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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원창 독립운동기지 추정지 |
∷현 주 소 賓縣 糖坊鎭 勝利大隊
∷옛 주 소 阿城縣 聚源昶
∷관련사항 이상룡을 비롯하여 金衡植, 굃光民 등 경상북도 안동출신의 의성김씨, 고성이씨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항일 독립운동 기지

∷현재상태 취원창에는 현재 조선족들이 살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한인들의 공동묘지였다고 알려
진 지역이 남아 있을 뿐이다. 현지주민의 안내로(景繼群 69세, 張맥 79세) 현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묘지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묘비가 없는 무덤이 많고, 묘지구
역 전체가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이상룡의 묘지구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내

용 취원창은 이상룡을 비롯하여 金衡植, 굃光民 등 경상북도 안동출신의 의성김씨·고성
이씨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항일 독립운동 기지로, 1934년 당시 300호가 넘는 큰 마
을로 한인 100여 호가 모여 살고 있었다. 마을 동쪽에는 蜚克圖江이 흐르고 있어서 수
전개발에 유리하였으며, 광복 직전까지도 우리 동포 200호가 살고 있던 곳이다.
석주 이상룡은 1911년 서간도지역으로 망명하여 경학사, 부민단의 단장으로 활동하
였으며 한족회 회장과 서로군정서의 독판을 역임하였다. 1922년에는 남만주 독립군
의 통합단체인 대한통의부를 지도하였으며, 1925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

흑룡강성

령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1932년 길림성 서란현에서 사망하였는데, 1937년에 취원
창으로 이장하여 동생 이봉희와 조카 이광민, 당숙인 이승화가 같은 묘역에 묻혔다.

V

고성 이씨 묘지는 취원창에서 서쪽으로 2km정도 되는 곳인데, 중국인 지주의 땅 2畝
지를 구입한 것이다. 봉의의 묘지 옆에 석주의 묘지를 정하여 형제를 한곳에 모셨다.
두 형제가 나란히 누어있는 묘지는 양지바른 언덕의 풍수가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0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이상룡의 유해는 국내에 봉환되어 국
립묘지 임정요인 묘역에 안치되었다.

∷의

견 취원창 지역은 1920년대 만주지역 민족진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기지에 하나였으며,
이상룡은 대표적인 민족진영의 독립운동 지도자였다. 따라서 취원창지역에 역사적 의
의를 기념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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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창 한인 묘역 추정지

관련자료
•김중생,『북만주반일운동근거지 취원창』
, 명지출판사, 2001.
•이해동,『만주생활 77년』
, 명진출판사, 1990.
•허은,『아직도 내 귓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 정음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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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창 한인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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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은 김규식 부인 주명수 묘지 |
∷현 주 소 尙志市 河東鄕 中央屯
∷옛 주 소 珠河縣 河東 八契
∷관련사항 북로군정서와 신민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김규식의 부인 주명수(1881년
~1974년)의 묘

∷현재상태 하동향 중앙둔 마을 뒷산에 큰아들 김현욱과 작은아들 김현성의 묘가 함께 가족묘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내

용 김규식의 딸 김현태는“우리 가족의 묘지는 하동 8계 부근에 있다. 1974년 93세로 세
상을 뜬 어머니(주명수)의 묘소 큰 오빠, 작은 오빠, 나의 남편 등 네 자리의 묘소가 있
다. 마을 뒷 산에 가족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라고 증언하였다. 각각의 묘비에는
‘顯뙸 朱明걐之墓’
‘顯考 金顯旭之墓’
‘顯考
,
金顯聲之墓’
라고 되어 있다.

견 묘역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V

흑룡강성

∷의

관련자료
•강용권,『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 만주 항일 유적지 답사』
, 장산, 1996.
•구리문화원,「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발표회」
, 구리문화원, 2004.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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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15, 00N
경도 128, 02, 58E

주명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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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은 김규식 피살지-하동농장 남흥촌 |
∷현 주 소 尙志市 河東鄕 南興村
∷옛 주 소 珠河縣 河東 三契
∷관련사항 1920년대 후반 연수현 태평촌에서 민족학교를 운영하며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있던 김규식이 하동농장에서 백운봉과 최호 등에 의해 피살된 곳

∷현재상태 김규식의 피살 현장인 이해붕의 집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에는 조선족 노인들이 여러
명 살고 있었으나 김규식이나 이해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마을의 조선족
노인들은 하동농장이 집단농장으로 바뀐 후인 1930년대 중반 이후 이주해 온 주민들
이었다. 현재 이 마을에는 1930년대 일제가 조성한 농업용 수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내

용 김규식은 한말 육군 굱尉로서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 당하자 철원에서 의병을 일
으켜 활동하다가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 1919년 8월에는 徐一, 갏佐鎭 등과 함께 북
로군정서를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다. 또한 북로군정서에서 汪淸縣 十里坪
에 사관연성소를 건립하자 교관으로서 김좌진, 굃章寧, 굃範奭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대한독립군단 총사령에 임명되었다. 또한
자유시에 도착한 김규식은 그곳에서 조직된 大韓義勇軍(사할린의용군)에서 홍범도,
이청천 등과 함께 참모부원으로 활동하였다.

흑룡강성

1925년에는 김좌진, 갏赫 등이 곻安縣에서 민족주의 대표를 망라하여 新民府를 조직
하자 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항일투쟁은 2세 국민들의 교육밖에

V

없다고 판단한 김규식은 자신이 거주하던 연수현 태평촌에 학교를 세워 독립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김규식은 1931년 4월 주하현 하동농장 3계에 있던 이붕해의 집에
서 신숙, 이청천 등을 만나 장래의 독립운동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날 밤에 하동농장
에서 직권을 남용하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던 백운봉과 최호 등의 습격을 받고 피
살되었다. 정부는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조선중앙일보》1933년 10월 4일자「哈市 河東農場賣渡」
라는 기사에서는 하동농장이
일제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오길밀하에 있는 하동
농장은 지금으로부터 七八년전 순전히 우리사람의 손으로 개간되어 동포 집단 농장이
었던 바 오래동안 정치적 파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쟁을 거듭해 오던 중 소위 만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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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이후 거의 일본사람의 손으로 지배하게 되었든 바 지난 25일에 당지 동아권업주식
회사에서 20만 1천 6백 49원 55전(판독불가)에 매수하였다’한다.

∷의

견 김규식이 사살된 장소인 이해붕의 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하동농장 전경

관련자료
•
《조선중앙일보》1933년 10월 4일자.
•강용권,『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 만주 항일 유적지 답사』
, 장산, 1996.
•구리문화원,「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발표회」
, 구리문화원, 2004.
•박 환,『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 국학자료원, 2001.
•정판룡,『고향 떠나 50년』
, 민족출판사,1997.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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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김규식 피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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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흥촌 노인회관

노인회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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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은 김규식 유허지 |
∷현 주 소 尙志市 뎹蟻河橋 서쪽 방면
∷옛 주 소 珠河縣 뎹蟻河
∷관련사항 연수현 태평촌에서 민족학교를 운영하던 김규식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뿌린 장소
∷현재상태 마의하 주변의 정화작업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내

용 김규식은 자신이 거주하던 연수현 태평촌 농장에 학교를 세워 독립군 인재 양성에 주
력하던 중 이붕해(주하지방 집행위원장)의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루 밤을 지내다가 피
살되었다. 김규식의 시신은 피살된 직후 뎹蟻河에 유기되었지만 동포들에 의해 거두
어져 마의하 옆 南興村에서 화장된 후 유해는 마이하 강가에 뿌려졌다고 한다.
1991년 77세였던 김규식의 딸 김현태의 증언에 의하면“아버지 사망소식이 연수에 있
는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자 어머니는 연로하여 못 오고 둘째 오빠와 내가 갔다. 아버
지 시체는 2~3일이 지나서야 건져낼 수 있었다. 얼굴을 명주수건을 싸고 옷을 입힌 뒤
입관하고 마의하 버들방천 모래톱에서 화장했다. 나무를 한길 정도 쌓아 놓고 관을 올
려 놓은 후 관의 상하 양쪽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부었다. 뼈 가루는 마의하에 뿌렸기
때문에 묘소는 없다. 아버지의 장래를 치루는 과정에 아버지의 친우들도 많이 왔는데

∷의

견 마의하 강변 적절한 위치에 독립운동가 김규식 장군과 관련된 표지석을 건립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V

흑룡강성

이청천과 키가 큰 오수암(평안도 말씨)이 제일 수고했다”
고 한다.

관련자료
•강용권,『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 만주 항일 유적지 답사』
, 장산, 1996.
•구리문화원,「노은 김규식과 항일독립운동: 학술발표회」
, 구리문화원, 2004.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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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12, 50N
경도 127, 58, 28E

마이강(김규식 화장지)

마이강(김규식 유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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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황 묘소 |
∷현 주 소 延壽縣 延河鎭
∷옛 주 소 延壽縣 괤河進
∷관련사항 연수현에서 신민부와 한국독립당 활동을 한 박세황의 묘
∷현재상태 묘소는 후손이 돌보고 있어,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현재 손주 사위인
金炳學(1938년생)이 묘소를 돌보고 있다.

∷내

용 박세황은 1882년 1월 7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오하리에서 박양수의 장남으로 출
생하였으며, 자는 겗農이다. 18세 되던 해에 고향에서 서당을 설립하여 선생이 되었
다.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23년 길림성 동빈현(현재 연수현) 흑룡진으로 이
주하였다. 이후 신민부에 참여하여 1926년 흑룡진에 신창학교를 세웠고, 신민부가 군
정파와 민정파로 나뉘어졌을 때 민정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27년 8
월 동빈현 총판의 신분으로 북만주한인교육회의에 참석한 뒤, 대량자학교, 대련표자
학교, 동광학교, 보명학교 등을 설립하여 주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였다.
1930년 7월 위화현의 김광택의 집에서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자 홍진, 지청천, 신숙 등
40여명의 대표들과 함께 당장과 당의 규약을 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주로 박관해, 이
탁, 문학빈, 김인대, 원재룡 등과 함께 독립군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

V

흑룡강성

다. 1932년 일제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2년 10월 4일
사망하였다.

∷의

견 박세황과 관련된 중국측 증언이나 자료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신민부와 한국독립당의 활동 근거지에 하나였던 연수현에 대한 추후 조사가 있어
야 할 것이다.

관련자료
•연수현민족종교사무국,『연수현조선족100년사』
, 2004.
•한국독립유공자협회,『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 집문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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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5, 24, 06N
경도 128, 08, 15E

박세황 묘소

박세황 묘소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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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중국 치장(ハ江)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
독립기념관에서 2002년도에 발행한『국외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에 치장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치장현 고남진 상승가 27호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시정부가 기강에
도착하여 사용한 청사는 임시의정원 회의록에 임강가(굢江街) 43호로 기록되어 있다.
독립기념관은 2002년도 현지실태조사시 상승가 27호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에「한국임시정부
판공처 유지 2000년 6월 20일 기강현문물관리소」
라고 기록된 현판을 기초로 하였다.
2007년 3월 치장 임시정부 소재지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8월 치장 임시
정부 청사 위치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기념관은 치장현 당안관을 방문하
여 임시정부 청사 소재지의 주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소재를 조사하였으나 이와 관
련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에서는 치장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분명한 문헌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그
소재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기로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 현지실태조사 보고서에 치장
임시정부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독립기념관은 계속하여 치장 임시정부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보에 노

VI

부록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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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VI

상승가 27호 임시정부 청사로 조사된 건물에 부착된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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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현지 조사시의 상승가 27호 주변. 상승가 27호 건물이 헐리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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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조사단 및 일정
조사지역

단장(원고집필)

단원

통역 및 안내

일정

중국 흑룡강성

황민호

김주용, 유필규, 임공재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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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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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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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중앙아시아

반병률

김흥남, 김도형, 유성식

이 아나톨리

8. 2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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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560-0400
교정·교열| 김주용·김은지
편집·인쇄| 역사공간

전화| 02-725-8806~7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
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