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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역사에 대한 냉철한 자기반성과 올바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00년 전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는 뼈저린 역사적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
민국은 선열들의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자 해마다 그들의 발자취를 조사하고 있습니
다. 사적지는 선열들의 미래의 외침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거울이기도 합
니다. 2010년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유럽지역에 대한 미조사와 심화조사를 병행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에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는 말
레이시아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항일이라는 공통분모로 동남아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
한 사실도 아울러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답사의 결실을 조사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크게 유럽지역과 동남아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했
습니다. 유럽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메카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역사의 뒷면에 묻혀 있던 ‘고려통신사’와 서영해를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된 서영해는 고려통신사를 경영하면서 유럽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수고로움을 후대들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결성된 유덕고려학우회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미륵과 이극로, 김법린 등이
참가한 세계피압박민족대회 개최지를 파악한 것도 이번 답사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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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역에서 타이완은 일제의 심장을 겨눈 의거지로서 주목받은 곳입니다. 조명하 의사
의 의거는 일본제국주의의 심장을 한동안 멎게 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롭게 단장된 조명하 의사의 흉상도 조사하였습니다. 묻혀 있던 조명하 의사 관련 새로운 자료
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못 알려진 단재 신채호 선생의 피체지를 지롱수상경찰서에
서 지롱우체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싱가포르지역와 말레이시아지역에서는 한국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그 기관을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YMCA가 그 대표적인 사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지역에도 열정
적인 후대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선열들의 유적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협조와 수고를 아끼
지 않으신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한 답사
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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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_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독일

유럽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유럽지역 독립운동의 특성

I

유럽

한국독립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서 유럽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무대로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곳이다. 영국에서 이한응이 조국의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고자 일신을 희생하며 투쟁하였
고, 이상설과 이준·이위종과 같은 한국특사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
의에서 치열한 구국 외교를 벌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유럽 외교활동은 파리위원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으며, 이외에도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 등지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
리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
하여 각종 선전활동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각국을 상대로 임정의 승인외교를 펼
쳤다.
유럽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외교활동에 있었다. 이한응과 헤
이그 특사로부터 시작되어 파리위원부와 통신국의 국제기구 참여와 이승만의 국제연맹 활동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교적 방략에 호소하였다.
유럽지역에서 이 같은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곳에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세계가 곧 나의
무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전세계에 퍼져 있었다. 어떤 의미에선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920년대 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는 교민과 유학
생을 포함하여 대략 2~3백 명의 한인들이 거류하고 있었다. 유럽지역의 한인 거류자에 대해서
는 당시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 왜냐하면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 유럽에 가는 한인들
은 일제가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개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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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1925년 7월에 작성한 「재구조선인의 개황在歐朝鮮人の槪況」에 의하면,
1924년 6월 현재 독일 50명, 스위스 2명, 이탈리아 2~3명, 프랑스 150명, 네덜란드 40명, 영국
10명 등 합계 250명 정도가 유럽지역에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한인 50명과 네덜란드의 한인
40명은 대개 노동자로 토공·용인·보이 등에 종사하고, 기타 약 150명은 거의 유학생이었다.
일제 총독부가 1935년 10월에 조사한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총수에 의하면, 해외에 거
류하는 한인은 모두 2,783,254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유럽지역에는 아일랜드에 2명, 영국에
238명, 독일에 148명, 폴란드에 38명, 스위스에 38명, 이탈리아에 38명이 거류하고 있었다고 한
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전후 재건사업을 위해 수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해
아시아인들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런 관계로 많은 한인들이 중국인들의 유럽행에 동반하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 노동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북극해의 전략
적 요충지였던 항구도시 무르만스크Murmansk에는 5백여 명의 한인들이 연합국의 지휘 하에 노동
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위원부의 주
선으로 프랑스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을사늑결’ 원천적 무효 -헤이그 한국특사의 외교활동
유럽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헤이그 한국특사의 외교활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제2회 만국평화회의는 제
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발의하여 각국에 초청장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졌다. 러시아 황
제는 1906년 4월에 파나마 등 남미의 몇몇 나라와 함께 대한제국 황제에게도 비밀리에 초청장
을 보내왔다. 이 초청장을 받은 광무황제는 구미 열강의 도움으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절호
의 기회라 여겨 이상설·이준·이위종을 비밀리에 특사로 임명하였다. 이상설은 정사正使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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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 평리원검사, 전 러시아주재공사 이범진의 둘째 아들 이위종이 부사副使였다. 이밖에 헐버트

I

유럽

는 따로 광무황제의 친서를 휴대하고 헤이그 현지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설과 이준은 1907년 4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전 러시아주재한국공사 이범
진과 그의 아들 이위종을 만나 사행의 진용을 갖추었다. 한국특사들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여
1907년 6월 25일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6월 15일에 회의가 개최되었으
므로 그 며칠 뒤의 일이었다.
세 특사는 헤이그 시내 바겐슈트라트Wagenstraat 124번지에 있는 ‘레용’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융 호텔Hotel De Jong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들은 호텔에 당당히 태극기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한국
의 사절로 활동하였다. 한편 일본대표들은 한국 사절이 나타난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한국특사의 사명은 ‘을사늑결’의 무효 파기와 일제의 침략상을 낱낱이 드러내어 열강의 후원
을 얻는 데 있었다. 우선 그들은 만국평화회의에 공식으로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일제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특사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한국의 요
구를 정확히 담은 「공고사」를 이상설·이준·이위종 세 특사의 연서로 작성하여 각국 대표에게
알렸고, 이것을 《평화회의보》에도 실었다. 또한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서 이위종은 프랑
스어로 ‘한국의 호소’를 절규하였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열강간
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일제에게 외교권마저 유린당한 대한제국의 특사일
행이 그 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활약하던 중 1907년 7월 14일 특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준이 순국하였다. 이상설
등 나머지 특사들은 그를 헤이그의 ‘뉴 아이큰다우Nieuw Eykenduynen’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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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는 헤이그 한국특사
를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뒤 정미조약을 체결,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가속화시켰다.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파리위원부의 활동
유럽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대표들은 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소
식을 접한 미국의 대한인국민회는 한국대표를 선출하였고, 중국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은 신한
청년당을 결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제일 먼저 파리에 도착한 사람은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었으며, 곧 이어 스위스로부터 이관용
이, 상하이로부터 김탕과 조소앙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황기환黃己煥과 여운홍이 연이어 도착
하였다. 한편,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김규식은 4월 13일 외무총장겸
파리평화회의의 대한민국위원 및 주파리위원부의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파리위원부는 시내 중심가인 샤토덩 거리 38번지에 위원부 사무실을 설립하고 외교활동에 들
어갔다. 김규식은 독립공고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한국의 지원을 호
소하였다. 그는 1919년 6월 30일 강화회의 미국대표단을 상대로 한국문제를 설득했으며, 7월 28
일에는 프랑스 동양정치연구회에서 한중 양국문제에 대한 연설회를 가졌다. 7월 30일에는 프랑
스 국민정치연구회에서 한국문제보고회를 가져 프랑스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파리한국통신부는 191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당대회
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 7월 17일
자로 대회 참가요청서를 보낸 조소앙은 참가승인을 받자 파리통신부 부위원장인 이관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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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조선사회당’의 대표로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가하였다. 두 사람은 ① 본회에서 한국독립
문제를 승인할 것, ② 본회로부터 대표를 파견하여 동아정세를 조사토록 할 것, ③ 본회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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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락하고 혁명을 촉진케 할 것 등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조소앙은 암
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 집행위원회의에도 참석해 “각국 대표가 스위스에서 가결한 한
국독립 승인문제를 본국 국회에 제안해 통과토록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1919년 8월 이승만대통령의 소환으로 김규식이 미국으로 떠나자, 이관용이 위원장 대리, 황기
환이 서기장이 되어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파리위원부에서는 《자유한국》 등의 책자
를 영문·불문으로 인쇄·배포하는 한편, 181종의 유럽 신문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517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파리위원부의 이 같은 외교활동은 유럽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유럽
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공헌하였다.

유럽 최초의 한인 유학생회-유덕고려학우회
일제강점기 유럽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국학생들이 유학하던 곳이 독일이다. 독일은 전통적으
로 법학을 비롯하여 철학과 역사학 등 인문학뿐만 아니라, 의학 등의 이공계 학문에서도 선진국
이기 때문에 한인학생들이 선호하는 나라였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에는 김중세金重世라는 유학생만이 있었지만 그 후 중국여권을 통해 많은 한인계 학생들이 독일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한인학생들을 중심으로 1921년 1월 베를린에서 유덕고려학우회留德高麗學友會
를 결성하였다. 설립목적은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한인 자치 그리고 외교에 관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해서였다. 창립 당시 주도적인 인물로는 이극로·김준연·김갑수·윤건중·김필수·김백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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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유덕고려학우회는 자신들의 기관지로 《회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재독한인의 동향과 국
내외의 소식을 알렸다.
1923년 유덕고려학우회에서는 임원인 이극로와 김준연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유
덕고려학우회의 회원은 약 58명 정도였고, 서기는 이극로가, 회계는 김필수가 맡았다. 유덕고려
학우회의 사무실은 베를린시의 칸트슈트라세Kantstraße 122번지이며, 지나유학생구락부支那留學生俱樂
部로

되어 있다. 이곳은 당시 베를린대학이 있었으며, 현재는 훔볼트대학에서 남서쪽 5.8km 떨어

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유덕고려학우회 학생들은 대부분 고학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
생 상호간의 구제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대외선전활동, 유럽에서 개최되는 민간차원의
국제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활동-서영해와 고려통신사
유럽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파리위원부의 황기환이 1921년 7월 미국으
로 떠난 이후 사실상 유럽지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후 유럽지역의 독립운동
은 특정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가 서영해徐嶺海이다. 서영해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돕던 중 장건상·조소앙 등의 권유로 1920년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
는 프랑스에 온 후 학업에 전념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10년 과정을 6년만에 졸업하
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프랑스어를 완전히 숙달하였다.
서영해가 1929년부터 파리시내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말브랑슈Malebranche 7번지에 ‘고려통신사
Agency Korea’를

설립하면서 중단된 대유럽 외교에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고려통신사는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서영해는 고려통신사 통신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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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정세와 실상을 임시정부에 보고하는 활동
을 하였다. 고려통신사에서 발간한 《고려통신》은 서영해가 거주하였던 호텔을 주소로 하고 있는

I

유럽

데, 그곳은 현재도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독립을 지원한 유럽인-펠리시앙 샬레
유럽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한국인들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식
민지 지배에 신음하는 한국인들에게 동정과 지원을 표명하는 유럽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인
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자유를 제국주의의 지배로 박탈하고 비인도적인 착취를 일삼은 일본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지식인들이었다.
펠리시앙 로베르 샬레Félicien Robert Challaye는 파리위원부와 한국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
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프랑스인이다. 샬레는 1897년 문학교수 자격시험(철학전공)에 1등으로 합
격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샬레는 처음 일본문화에 심취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기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샬레는 프랑스에 파리위원부가 설치되자 이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자유한국》 창간호에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싣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그는 1921년 6월 프랑스의 친한적 인사들로 조직된 한국친우회Les Ami De la Corée
가 결성되었을 때, 사무국장이 되어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샬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민족을 옹호하였고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발전에 협력
하고자 한 프랑스인이었다. 샬레에 대해 파리위원부통신국에서 발간한 『구주의 우리 사업』이라
는 책자에서도 ‘한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자자노력孜孜勞力하는 중에 재在하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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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시앙 샬레와 더불어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던 인물에는 중국계 프랑스인 사동발謝東
發(Scié

Ton Sa)이 있다. 그는 1880년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대학에서 법학박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사동발은 프랑스에서 한국친우회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사무국
장을 맡아, 《자유한국》의 발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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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김법린 거주지 |
∷현 주 소	프랑스 파리 부알로가 14번지 에두아르 리스트 병원(La Clinique Médicale et
Pédagogique Edouard RIST, 14, rue Boileau 75016 PARIS)

∷옛 주 소 프랑스 파리 부알로가rue Boileau 12번지 보탱병원Felix Botin Clinique
∷정

의 불교계 독립운동가 김법린이 프랑스 유학시절을 보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곳

∷관련내용 국내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법린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21년 2월 파
유럽 - 프랑스

리에 도착했다. 1923년 11월 6일 파리대학(현 소르본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했
고, 이 무렵부터 대학에서 서쪽으로 5.7km 떨어진 부알로가 12번지 보탱병원Felix
Botin Clinique에서

이용제李龍濟(함남 함흥), 이호李浩(평남 안주), 정석해鄭錫海(평북 철산인으

I

로 1924년 합류)와 함께 청소와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조달하였다. 정석

해의 자서전에 의하면, “아침에 병원에 나가 사무실 청소를 해놓는 일을 그들은 하
고 있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대개 8시 넘어서부터여서 그들이 일을 끝내고 대
학 시간에 대어 가기란 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김법린은 병원 직원용 숙소로
사용되는 이곳에서 학비와 숙식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 유학
생들이 거주하였던 곳에 대해 정석해의 자서전에는 “함께 된 집은 바로 계몽기의
저 유명한 엘베시우스의 저택이었다. 병원구역 한 담안에 이 엘베시우스가가 위치
해 있었다. 즉, 병원의 딴채로서 2층에 방이 둘이 있고 아래에 베란다가 있어 화초
를 놓고 한 아늑한 집채였는데 그 당시 직원용 숙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동양학생
셋이 있으니 아예 그 집을 통째로 이들이 쓰도록 병원측에선 조처를 한 것이다”라
고 하여, 병원측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
	보탱병원은 현재 신식건물인 에두아르 리스트 병원Centre Médical Edouard Rist으로 개축·
개명되었는데, 이곳은 파리 서부 불로뉴 숲 하단 근처에 위치하며,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엘베시우스C. A. Helvétius의 저택이 별채로 있었다 한다.
	김법린이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해 일제의
침략성을 고발할 당시 연설했던 「한국에서 일본제국주의 정책 보고RAPPORT
POLITIQUE IMPERIALISTE COLONIALE DU JAPON EN COREE」라는

문에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0

SUR LA

원고도 이곳에서 작성했기 때

∷현재상태 당시 병원 건물은 개축되어 새 건물이 들어섰다. 병원의 주소는 14~16번지로 되
어있고, 보탱병원이 있었던 12번지는 현재 에두아르 리스트병원의 한 부속 건물인
Pavillon Colombet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김법린이 거주하였던 보탱병원
내의 정확한 위치는 Pavillon Colombet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병원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옛 건물에 대한 내력은 잘모르지만, 과거자료는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
하고 있다고 하였다.

1925년 당시 한국인 파리유학생들
(오른쪽부터) 앞 줄: 정석해, 김법린, 김재은, 서영해, 한 영, 민장식, 이 호
뒤 줄: 홍재하, 이종우, 이용제, 박병서, 이정섭, 이득종

관련자료
•김법린, 『학적부』(자필)
•西山鄭錫海刊行委員會 編, 『西山 鄭錫海-그 人間과 思想』,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조준희, 「김법린의 민족의식 형성과 실천：1927년 브뤼셀 연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3, (사)한국불교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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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위원부 |
∷현 주 소	38, Rue de Chateaudun
∷정

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가 소재해 있던 건물

∷관련내용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은 1919년 3월 13
일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 후 스위스로부터 이관용이, 상하이로부터 김탕과 조소앙
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황기환과 여운홍이 연이어 파리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유럽 - 프랑스

김규식을 보좌하며 평화회의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한편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
시정부 수립과 함께 4월 13일 외무총장겸 파리평화회의의 대한민국위원 및 주파리
위원부의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는 바로 이 건

I

물에 입주하여 여러 외교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파리 강화회의가 끝난 뒤 1919년 8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은 김탕과 여운홍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후 이관용과 황기환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1921년 7월 황기환이 도미할 때까지 재정과 인력이 부족
한 가운데서도 《자유한국》 등의 선전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
하면서 독립운동에 진력하였다.
	1919년 4월 출범 당시 샤토덩 거리 38번지38, Rue de Chateaudun에 본부를 두고 있던 대
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는 1920년 중반 이후에는 비엔나 거리 13번지13, Rue de
Vienne(통신우체함

제369호)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1920년 8·9월호 이후)

과 『구주의 우리 사업』 발간처 주소는 이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번 일대는 그동
안 재건축이 이루어져 당시 건물의 원형은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상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가 들어 있던 샤토덩 거리 38번지 건물은 시내 중
심가에 위치해 있다. 파리 예술의 전당인 국립오페라극장 북쪽, 성라자르역 동쪽으
로 서너 블록 떨어진 십자로 옆에 자리 잡은 7층 석조 건물이다. 지층 1층과 맨 위
에 증축한 7층은 근래 수리하여 원형을 잃었으나, 나머지 6층은 회홍색의 석조로
된 고색창연한 건물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프랑스 보험
연합회사가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잡화를 파는 슈퍼마켓(가게명：
FRANPRIX)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이 건물의 벽면에는 미국의 저명 작가인 윌리엄 사

| 24

로얀Wiliam Saroyan(1908∼1981)이 이곳에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
다. 길 건너편에는 윌슨 호텔Wilson Hotel이 자리 잡고 있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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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시앙 샬레 거주지 |
∷현 주 소 1 rue Leopold Robert, 75014, Paris
∷정

의 파리위원부와 한국친우회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프랑스인 펠리시앙 샬
레의 거주지

∷관련내용 펠리시앙 로베르 샬레Félicien Robert Challaye는 파리위원부와 한국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의 지원하였던 대표적인 프랑스인이다. 샬레는 파리 14번구 레오폴드 로

후에는 1920년부터 장모집인 티에르가 11번지의 2호11, bis rue Thiers에 살았다.
	샬레는 1875년 11월 1일 리옹(론)에서 태어나 1897년 문학교수 자격시험(철학전공)
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으며, 라발고등학교(마이엔느) 교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

I

유럽 - 프랑스

베르가 1번지에 거주하였으며, 잔느 마르그리트 부도Jeanne Marguerite Boudot와 결혼한

다. 그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1907년 혁명적 생디칼리즘에 대한 저서를 발간하
였으며, 1913년 베르사이유의 오슈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군비확장에
반대하는 회의에서 발언을 하였다. 그 후 샬레는 파리의 샤를마뉴고등학교에서 근
무하였고 1921년 7월부터 콩도르세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샬레는 문학 및
대학잡지에 참여했으며 은행가 알베르 칸의 개인비서로도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도와 준 샬레는 처음 일본문화에 심취하
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
다. 샬레는 파리위원부를 지원하였으며 《자유한국》 창간호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발표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그는 1921년 6월 프랑스의 친한적 인사들로 조직된 한
국친우회Les Ami De la Corée를 결성하였을 때, 사무국장이 되어 한국독립운동을 후원하
였다. 그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민족을 옹호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발전에 협력하고자 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현재상태 샬레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레오폴드 로베르가 1번지1 rue Leopold Robert의 건물은
오랫동안 아파트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샬레는 이
아파트 2·3·4층 가운데 한 집을 임대하여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외관상으
로 보아 원래 5층 건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2층을 증축하여 7층 건물
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앞에 있는 4번지 건물의 건립연대가 1892년 인 것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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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봤을 때, 19세기 말에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1층 왼쪽에는 미얀
판Mian fan이라는 아시아 퓨전 음식점이 있고, 오른쪽에는 알자스 지방 음식을 파는
Au Bretzel이라는 식당이 있다.
	샬레가 결혼 후에 살았던 그의 장모집인 파리 16구 티에르가 11번지는 남아있지 않
고, 티에르가 1~5번지까지만 있다. 1번지 건물은 1910년에 건축된 건물로, 1층에
는 BNP Paribas은행이 있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I』, 국사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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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친우회 창립지 |
∷현 주 소 5, rue Las Cases, Paris
∷정

의 프랑스에서 한국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한 한국친우회가 창립된 장소

∷관련내용 프랑스의 한국친우회Les Amis de la Corée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1921년 6
월 23일 파리의 라스-까즈가 5번지에 있는 사회박물관Musée

Social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대회에는 중국인 9명과 한국인 등 23명이 참석하였는데, 회의는 쥐스
유럽 - 프랑스

탱 고다르Justin Godat, 론Rhone 지역 하원의원, 문인 끌로드 파레르Claude Farrére, 베르퉁
Berthon

파리지역 하원의원과 사동발謝東發이 참관하였다. 루이 마랭Louis Marin과 뫼르

트와 모젤Meurthe et Moselle지역 하원의원의 주최로 개회되었다. 한국친우회는 행정사

I

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두고, 회원은 연간 5프랑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규회원
만을 두었다.
	이 창립대회는 1921년 6월 23일 오후 5시 30분에 개회되어 약 1시간 가량 진행되
었다. 이 대회에서는 일제 식민지하 한국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제네바에서 개
최된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
다. 그리고 발기인 중의 한 명인 펠리시앙 샬레Félicien Chalaye는 일제가 한국을 불법적
으로 강점하였으며 한국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애정을 보내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단체들이 했던 것과 같이 회
원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현재상태 한국친우회 창립 당시인 1921년과 같이 현재도 사회박물관Musée Social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박물관은 4층 건물로 1층에 약 1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
다. 이곳에서 한국친우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I』, 국사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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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친우회가 창립된 사회박물관 앞의 거리 전경

한국친우회가 창립된 사회박물관 내 강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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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친우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회박물관 내의 강당

사회박물관 내에 걸려 있는 회의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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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친우회 사무국 및 사동발 거주지 |
∷현 주 소 93, 오스만가Bd Hausssmann, Paris
∷정

의 프랑스 내 한국 독립운동의 후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친우회의 사무국이 있
던곳

∷관련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유럽 열강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파리위원
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파리위원부가 중심이 되어 프랑스에서 한국독립운동을 후

	한국친우회 사무국의 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의장에는 마랭Louis

Marin,

부의장에

는 올라드, 페르디낭 뷔쏭Ferdinand Buission, 쥐스탱 고다르Justin Godat, 레위스 브륄Lewis
Bruhl,

I

유럽 - 프랑스

원할 조직으로 한국친우회를 결성하였다.

베르퉁Berthon이 맡았다. 사무국장에는 끌로드 파레르Claude Farrére와 사동발謝東發

이, 재무국장에는 에밀 블라베Emile Blavet, 사무차장에는 마티앙Mathien이 각각 임명되
었다. 그리고 선전활동을 전담할 활동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에는 상바Sembat·
마리우스Marius·세르메Sermet·피에르 밀Pierre

Mille·앙드레

로베르티André

Roberty·샤를

르 지드Charles Gide·에드몽 베나르Edmond Besnard·메나르 도리앙Ménard d’Orian이 참여하
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도와주고, 한국친우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동발은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1880년 12월 5일 파리에서 이밍Ea-Ming과 드 랄리에
디안de Rallier Diane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국외교관으로 중국에 상당한 재산
을 소유하고 매우 화려한 사교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파리대학에서 법학박사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업하지 않았다. 그는 1912년 10월 11일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였고, 1917년 6월 19일 파리에서 교부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친우회는 7월 10일 비영리사회단체로 내무성에 정식으로 등록하였다. 한국친
우회 사무국은 파리위원부를 도와주었던 사동발의 아파트로 정하였다. 사동발이 살
았던 오스만가 93번지는 당시에도 부르주아들이 사는 곳으로 그는 연간 4천 프랑
의 세를 내며 아파트의 2~3층 약 16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동발은 한국친
우회의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자유한국》의 발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
다. 따라서 사동발의 거주지는 한국친우회의 사무국이자 《자유한국》을 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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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공급처이기도 하였다.

∷현재상태 사동발이 거주하던 당시에도 이곳은 부촌이었으며 현재도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6층 건물로 1층은 왼쪽에 그랑 마리니에Grand Marinier 주류판매점이
있고, 왼쪽에는 까드로Quadro(불어로는 꾸아드로)라는 수제 맞춤가구 전문점이 있다.

관련자료
•김규식, 『구주의 우리 사업』, 대한민국 파리위원부통신국,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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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éti

한국친우회 사무국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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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친우회 사무국
및 사동발거주지

Hauss

mann

한국친우회 건물 입구

한국친우회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건물 1층에 주류판매점과 수제 맞춤 가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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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 발간지- 파리위원부 후기 건물 |
∷현 주 소	13, rue de Vienne, Paris 8/93, Boul. Haussmann, Paris
∷정

의 유럽지역에 한국독립을 선전하기 위해 간행한 《자유한국》의 발간지이자 파리위원
부의 건물

∷관련내용 파리위원부에서는 1920년 5월부터 유럽지역에 한국의 독립을 선전하기 위해 《자유
한국》을 매월 1천부씩 발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파리위원부가 설립된 이후
유럽 - 프랑스

선전과 홍보를 위해 1920년 4월 통신국Bureau D'Information Coreen을 병설하였다. 1919
년 4월부터 유럽 언론기관에 한국독립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서간 형식
의 「통신전Circulaire」을 발행하였고, 5월 10일에는 평화회의 의장 클레망소를 비롯하

I

여 평화회의 이사회 위원들과 각국 정부에 불어로 작성된 「공고문控告書」를 보냈다.
	1920년 5월부터 통신국에서는 《자유한국》을 월간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제1호에
창간사라고 할 수 있는 「선언Declation」에 의하면, “이 월간지의 제목이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투쟁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다. 자유한국!”이라고 하였다. 그해 6월
에 발간된 제2호에는 《LA COREE LIBRE》라는 겉표지에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구호와 태극 마크가 삽입되어 있다. 사무실 주소가 파리 8구 비엔느 거리 13번지13,
rue de Vienne, Paris로

되어 있으며, 인쇄는 파리 9구 밀턴가의 ‘예술과 운동’ 인쇄소에

서 하였다.
	《자유한국》의 제4·5호와 제11·12·13호는 합집으로 발행되었으나, 파리위원부의
업무를 황기환이 혼자 담당하면서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1921년 5월호까지만 발
간되었다. 《자유한국》은 프랑스어에 능숙한 인물이 편집을 맡았는데, 일제의 정보
보고에는 편집에 중국인 사동발Scié Ton Sa과 마담 마티앙Mathian이 조력하였다는 기록
이 있다.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소개한 잡지로 상당부분
이 유럽과 미주의 신문·잡지 기사를 발취한 것이다. 《자유한국》은 한국의 참상을
알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제 점령 하에 있던 식민지 상황을 행정
조직·교육·사법부·교통·정치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서의 학생시위 뿐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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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잔학성을 고발하고 있다. 추가로 3·1운
동 독립선언서와 1876년 일본과 한국 간에 맺은 조일수호조규를 싣고 있다.
	『구주의 우리 사업』에 의하면, “최초에 기종幾種 신문을 연락하여 우리 사정을 소개
하다가 민국 원년 9월에 한국의 독립과 평화란 명목으로 월보체제月報體裁로 일차 발
행하고 이후에는 간간 사실 있는 대로 일폭지一幅紙에 통신전通信箋을 발행하다가 민
국 2년 4월부터 매삭 1회씩 《자유한국》이라는 명칭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현금 계
속 중인 바 본 잡지는 구주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 중요처에 분배하여 오는 바 기
旣히

사회의 환영을 많이 받았고, 또 각 신문에 전재轉載된 열도 다多하다 장래 거액의

재정이 유有하여 다른 별방침別方針이 생기기 전에는 아직까지 경험한 바론 약소約少한
재력으로 착실한 효과를 수收하기에는 차此에서 더 적의방법適宜方法이 무無한 줄로 사
유하노라”라고 하였다.

∷현재상태 《자유한국》을 발간한 비엔느가 13번지는 없어졌고, 9~15번지까지가 합쳐져서 한
동의 건물이 되었다. ‘CIPAV’라는 은퇴자 혹은 연금 수령자들의 보험회사의 사옥으
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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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이 발간된 비엔느가 13번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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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친우회 사무국
및 사동발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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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퇴 혹은 연금수령자 보험회사’ 사옥이 들어서 있는 비엔느가 13번지

≪자유한국≫이 발간되었던 자리인 보험회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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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통신사 및 서영해 거주지 |
∷현 주 소	7, rue Malebranche, Paris
∷정

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불외교행서 위원 서영해의 거주지이자 고려통신사가 있었
던곳

∷관련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불외교행서 위원 서영해가 1929년부터 파리 시내 자신의 숙
소에 ‘Agency Korea’ 즉 ‘고려통신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출판 및 선전활동을 하였
유럽 - 프랑스

다. 정석해의 자서전에 의하면 서영해는, “당시 프랑스 고등학교 lycee를 다녔으며
백범의 파리 특파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후일 해방이 된 후 연희대학에도 잠
깐 있었으나 그 뒤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찌나 불어를 잘 했던지 프랑

I

스인이 평양에 갔다가 프랑스인보다 불어를 잘하는 이가 있더라는 소식도 전해진
다”라고 하였다.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한 잡지가 《고려통신》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
‘Agency Korea’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은 세 권이다. 『어느 한국인의 삶과 주변』
(1929), 『만주의 한국인들：이승만 박사의 논평과 함께 리튼보고서 발췌』(1933), 『겨

울-불행의 원인』(1934)이 그것이다.
	파리강화회의 때 외교활동을 위해 설치한 파리통신부는 1921년 7월 황기환이 미국
으로 건너가면서 임시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유럽 외교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29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반제국주의세계대회Second
Anti-Imperialist World Congress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전세계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

는 반제투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문제는 ‘태평양지역 피억압민족들의
해방투쟁의 현단계’라는 의제에서 인도네시아·인도차이나·필리핀 문제와 함께 다
루어졌다.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단편적인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회 주최 측에서
한국대표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바 해외에 있던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
제 경찰기록에는 미국 뉴욕에서 《3·1신보》의 특파원으로 파견된 김양수가 ‘조선대
표’로 대회에 보고를 하고, 김법린·김백평·서영해 등이 참석했으며, 모스크바공산
대학의 한국 유학생들도 대회에 참가하여 성명서를 배포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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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고려통신》의 발간지는 서영해가 거주하던 곳으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통신사의 주소는 말브랑슈Malebranche 7번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는 7층 건물의 7번지와 3층 건물의 9번지를 합하여 ‘Hotel De Senlis’로 변하였다.
호텔 주인의 말에 의하면, 건물은 17세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것으로 원래 7번
지가 호텔이었고, 9번지는 카페였다고 한다. 현재 7번지와 9번지를 합하여 호텔로
사용 중이며 가난한 학생들이 장기로 투숙하고 있다. 이로 보아 서영해가 이 호텔
에 장기 투숙하면서 《고려통신》을 발간하였던 것 같다. 호텔은 건립 당시 나무로 된
것을 리모델링하였기 때문에 1층에는 아직도 17세기경의 나무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임시정부 주불외교행서 위원 서영해가 프랑스에서 발간한 서적(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I』, 국사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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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앙 외교활동지 |
∷현 주 소 6, rue Gayussac, Paris
∷정

의 조소앙이 「한국독립승인요구서」 결의문을 각 지역으로 발송하면서 머물렀던 곳

∷관련내용 조소앙은 191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만국사회당대회
에 참석하였고 그 대회에 제출한 「한국독립승인요구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조소앙은 이 때 채택된 결의문 사본을 국제연맹 이사회 의장에게 전문 사본을 발송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때 머물던 곳이 ‘아테네 호텔’이다.

∷현재상태	조소앙이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던 곳은 1872년에 건립된 ‘아테네 호텔’이었다. 호
텔은 건립 이후 1972년까지 ‘아테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후 호

I

유럽 - 프랑스

하였다. 루체른 만국사회당대회에 참석한 이후 조소앙은 프랑스 파리로 와서 외교

텔명을 ‘Elysa-Luxembourg’로 바꾸었으며 현재도 영업 중에 있다. 이 호텔은 게뤼
삭가 6번지에 있는 7층의 건물이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I』, 국사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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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lysa Luxembourg’ 호텔로
영업중인 ‘아테네 호텔’

조소앙이 스위스 루체른 만국사회당대회 참석 이후, 프랑스 파리로 와서 외교활동을 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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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의 ‘아테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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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피압박민족대회 개최지 |
∷현 주 소	Kleine Zavel 8(Place du Petit Sablon 8), 1000 Bruxelles, Belgium
∷옛 주 소 백이의 브뤼셀 에그몽 궁전(벨기에 브뤼셀 에그몽 궁전)
∷정

의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독일과 프랑스의 한국 유
학생들이 외교활동을 전개한 곳

∷관련내용 세계피압박민족대회는 약소민족과 무산계급의 협력을 도모, 전세계 피압박 계급과

I

유럽 - 벨기에

민족들의 생존권을 보장, 민족의 자유와 인류 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되
었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1927년 2월 10일~15일, 브뤼셀 에그몽 궁전Egmont Palace
이다.
	원래는 1926년 8월 베를린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식민지 민족대표의 여행권 불허 사
정과 각 민족대표들의 불참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러다가 1927년 2월 5일부터 14
일까지 10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피압박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독일의
유덕고려학우회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피압박민족대회가 개최되자 이극로·황
우일黃祐日·이의경李儀景(이미륵)을 대표로 선정하였다. 그 외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김
법린이 프랑스 유학생을 대표해 합류하였고, 마침 유럽을 여행 중인 허헌許憲이 신문
기자 대표로 합류하여 표면상 5명의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이극로는 한국대표
단의 단장으로 선정되어 대회의 준비와 활동을 주관하였다.
	김법린은 본회 첫날인 2월 10일에 일제 규탄 연설을 하였고, 한국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 결의안RESOLUTION der KOREANISCHEN DELEGATION」을 제출하였다. 당시 각국 대표
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제The Korean Problem』는 이의경의 소장본이 독립기
념관에 기증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가로 15cm, 세로 23cm 갱지에 인쇄된 원본
이며, 표지에는 영어·불어·독어로 『한국문제』라는 제목 아래 원색의 태극기와 동
아시아 지도가 그려져 있다. 본문은 ‘KOREA’라는 제목 아래 독일어와 영어로 각각
4쪽씩 1~8쪽의 표시가 되어 있고, 앞뒤 표지를 포함하여 11쪽으로 베를린의 살라
드룩 운트 스타인코프Saladruck & Steinkopf 인쇄소에서 발간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정석해의 자서전에 의하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약소민족회의가 모스크바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열렸어요. 사실 이 회의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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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림白林에서 이극로가 내게(정석해-필자) 편지를 해서 그가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러니까 우리도 빠리에서 대표를 보내자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빠리 거류민단의 대
표로 김법린을 보냈어요. 인도에서 네루가 대표로 온 이때 우리는 그래도 대표를 보
낸다고 그 자격증을 발행하고는 서명을 내가 해서 보냈더니, 대회 측에서 보니까 이
극로 박사는 개인으로 왔고 이쪽에서 보낸 김법린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온 것 같거
든요. 그래 김법린이 오히려 한인 대표격이 되었죠”라고 하였다.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대표단은 한국문제를 본회의 의안에 상정해 주도록 의장
단에게 요구하였는데, 가부 표결의 결과 한국문제 안건은 강대국 대표의 반대로 부
결되어 한국의 존재는 무시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대표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다는 점에
매우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도 대회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
되었는데, 《동아일보》는 1926년 12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피압박민족대회가 인류
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 약소민족에 대한 식민지 강대국의 인간성 말살 즉, 착취·
압박·약탈에 경고를 주었다고 평가하며, 이 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피압박민
족운동이 치열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선일보》도 1927년 2월 12일자 논
설에 “이 대회의 성공을 바라고 우리대표들이 분투를 기원한다”라고 썼다가 압수되
었다.

∷현재상태	에그몽궁은 에그몽가Egmont Family(1532~1729)의 첫 번째 궁전이었고, 1918년 10월 브
뤼셀시의 재산이 된 이후 1964년 5월 벨기에정부에 팔리게 되었다. 이 궁전은 1970
년대에 연방외무성과 외교통상개발국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외국 국빈과
벨기에 정치가들의 고급 사교장이 되고 있다.

관련자료
•Liga gegen Imperialismus und für nationale Unabhängigkeit, 『Das Flammenzeichen vom Palais Egmont』,
Berlin：Neuer Deutscher Verlag, 1927.
•이정은, 「이미륵과 한국의 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김광식, 「김법린과 피압박민족대회」, 《불교평론》 2, 불교시대사, 2000.
•박용규, 「일제시대 이극로의 민족운동 연구-한글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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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평화대회 개최지 |
∷현 주 소	Palace de Belgique 1, 1020, Bruxelles
∷정

의 고려통신사 대표 서영해 등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만국평화대회에 참가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선전한 곳

∷관련내용 1 936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평화대회(Le
Rassemblement Universel pour la Paix, World Peace Congress, Brussels, Sept. 3~6,
유럽 - 벨기에

1936)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려통신사 대표 서영해가 참석하여 각국 대표들을

일일이 심방하며 우리의 사정과 독립운동을 널리 선전하였다. 당시 벨기에에서 발
행된 불어신문 《르 수아Le Soir》에 의하면, 만국평화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 많은

I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인인 에리오Herriot와 알렉상드르가 참가하
였다고 한다. 또한 만국평화대회는 노동조합분과와 항공인협회분과로 크게 두 분
과로 나누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자에서는 노동총연맹 총서기인 주오Jouhaux 주재
하에 정치인들의 전쟁놀음에 맞서 노동자들이 평화를 위한 총파업을 해야만 한다고
논의하였다. 후자에는 항공인 협회장인 프랑스인 부셰Boucher와 프랑스인 보수트로
Bossoutrot,

영국인 스콧Scott 등의 주재 하에 세계 항공이용 문제(상업과 군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만국평화대회에는 이들 두 분과 외에 교육
분과(브렁슈빅 여사 주재), 의회분과(그렁박；그룸바흐) 등이 있었다.

∷현재상태	만국평화대회가 개최된 곳은 현재 브뤼셀박람회관The Brusselles Exhibition Centre이다. 박
람회관은 브뤼셀시내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Heysel역에 있다.
역에서 하차하여 1~2분 거리에 박람회관이 있다. 박람회관은 1930년부터 건축되
어 모두 12개의 건물이 있다. 12개의 건물 가운데 만국평화대회가 어느 건물에서
개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에 있는 5번 건물에서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료
•《한민》 1936년 10월 15일자, 「萬國平和大會에 我代表 徐嶺海氏 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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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평화대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박람회관 5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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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평화대회가 개최된 박람회관내의 건물

1936년 만국평화대회가 개최된 벨기에 브뤼셀의 박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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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제2회 만국평화회의 개최장소 |
∷현 주 소 빈
 넨호프Binnenhof 왕궁의 기사홀Rid, derzaal
∷정

의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빈넨호프 왕궁의 기사홀

∷관련내용 이상설을 정사로 하고 이위종·이준을 부사로 한 세 명의 한국특사가 헤이그에 도착
한 것은 1907년 6월 25일로, 이들이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흘전인 6월 15
일부터 평화회의가 개최되어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
유럽 - 네덜란드

된 상태에서 평화회의 본회의 참석은 봉쇄당하고 말았다.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빈넨호프 왕궁의 기사홀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중심
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사당(상원) 건물로 사용 중에 있다. 네덜란드

I

국왕이 거주하는 왕궁은 이 건물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평화회의 개최 장면과
각국 대표들이 입장하는 장면을 담은 당시 사진들을 통해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렸
던 건물로 확인되었다.

∷현재상태 이 건물은 단층의 석조 건물로 내부가 홀로 되어 있다. 건물 정면에서 볼 때 좌우 양
쪽에 기둥형의 첨탑이 솟아 있고 그 중앙에 삼각형 모양으로 지붕이 건축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전면에는 석조 블록이 깔린 광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이준열사95주기추모 학술발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2002.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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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만국평화회의 개최장소
빈넨호프왕국의 기사홀(현재 국회의사당)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빈넨호프 왕궁의 기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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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네덜란드

I

빈넨호프 왕궁의 기사홀 전경

빈넨호프 왕궁의 기사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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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평화회의 개최시의 빈넨호프 왕궁(1907. 2)

빈넨호프 왕궁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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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종 연설 장소 |
∷현 주 소 Princessgracht, 6A

∷옛 주 소 프린세스그라트 7번지
∷정

의 헤이그 한국특사의 일원인 이위종이 각국 기자단 앞에서 연설을 행한 장소

∷관련내용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한국특사는 평화회의 본회의에 한국 대표로 당
당하게 참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본 대표의 방해로 끝내 실패
유럽 - 네덜란드

하고 말았다. 하지만 회의 취재를 하던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각국 기자
들에 의해 특사들의 활동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국제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
다. 특히 기자단협회 회장인 영국인 스테드William T. Stead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평

I

화회의보Courrier

de la Conference》에

세 특사가 연명한 호소문을 게재할 수 있었던 것

은 특사의 활동과정에서 얻은 큰 소득이었다. 뿐만 아니라 7월 9일 국제협회에 세
특사가 귀빈으로 초청을 받아 이위종이 프랑스어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

는 주제 하에 열변을 토해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위종이 각국
기자단 앞에서 연설을 행한 장소인 국제협회 건물의 당시 주소는 프린세스그라트
Princessgracht

6A 번지였으나, 현재는 프린세스그라트 7번지로 바뀌었다. 건물의 외

형은 과거의 원형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에
는 과거 노르웨이 대사관이 입주해 있었으나, 2000년부터 개인회사(회사명：Pauw
Sanders Zeilstral van Spaendonck) 건물로 사용 중에 있다. 2층으로 된 건물의 내부

는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좌측에는 6번지 건물이 나란히 병립해 있다.
건물 내부 공간 가운데 어느 홀에서 이위종이 강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형편
이다.

∷현재상태 당시 건물의 원형(외형)은 보존되어 있으나, 내부 시설은 개·보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이준열사95주기추모 학술발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2002.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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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한국특사의 호소문이 게재된 ≪평화회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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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네덜란드

I
이위종이 각국 기자단을 상대로 연설을 한 국제협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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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건물 입구.
현재 Pauw Sanders Zeilstral Spaendonck 회사

국제협회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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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순국 장소- 이준열사기념관 |
∷현 주 소 바
 겐스트라트Wagenstraat 거리 124번지
∷정

의 이준이 순국한 장소

∷관련내용 헤이그 한국특사로 파견된 이준은 1907년 4월 21일 단신으로 사행길에 올랐다. 그
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하였다. 이상설과 이준 두
사람은 다시 시베리아철도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6월 4일 페테르스부르그
유럽 - 네덜란드

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주러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 합류함으로써 세 특사
로 진용을 완비한 사행은 베를린을 경유한 뒤 6월 25일 헤이그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준이 국내를 출발한 지 64일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시내 바겐스트

I

라트 124번지 융 호텔Hotel De Jong에 숙소를 정하고 당당히 태극기를 내걸었다. 한국
특사들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을사늑결’이 무효임을 알리고,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
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외교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특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준은 이곳에서 7월 14일 순국하였다.

∷현재상태 헤이그 세 특사가 투숙했을 당시의 융 호텔은, 헤이그 시내의 바겐스트라트 거리
124번지 소재 3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1625년경에 건축된 고 건축물로, 현재도 그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이 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지대로 건물의 전면 출입구에는 ‘이준열사기념관’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태극기
가 게양되어 있다.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영어로 ‘YI JUN PEACE MUSEUM’
이 새겨져 있다. 내부는 2∼3층 전체를 기념관·자료관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세
특사의 생애와 활동 및 평화회의에서의 활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
고 있다.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이준열사95주기추모 학술발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2002.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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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순국 장소
(구 융 호텔, 현 이준열사기념관)

한국특사 일행이 투숙하면서 바겐스트라트 거리에
있었던 융 호텔Hotel De Jong

헤이그 한국특사 일행이 머물며 외교활동을 하였던 곳이며, 특사 중 한명인 이준이 순국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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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네덜란드

I
이준이 순국한 융 호텔(현재는 이준열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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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열사기념관 내부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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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구 묘역 |
∷현 주 소 K
 amperfoelistraat 2A, Nèuw Eykenduynen
∷정

의 이준의 유해가 묻혀 있던 뉴 아이큰다우 공동묘지

∷관련내용 헤이그 한국특사들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분
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압력과 방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
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준이 1907년 7월 14일 숙소인 융 호텔에서 갑자기 순국하는

I

유럽 - 네덜란드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준의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
으나 그의 죽음이 ‘분사憤死’였다는 점은 이위종과 장지연, 박은식 등이 기록한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 특사 가운데 정사였던 이상설은
이준의 유해를 7월 17일 뉴 아이큰다우 공동묘지에 임시 매장하였다.

∷현재상태 이준의 유해가 묻혀 있던 뉴 아이큰다우 공동묘지는 헤이그시 교외의 캠프폴리스트
라트 2A 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1907년 9월 6일 이상설과 이위종은 102길다 95센
트를 지불하고 묘지를 영구임대하여 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 뒤 1963년 이준의
유해는 고국으로 운구되어 서울 수유리에 안장되었다. 유해가 묻혀 있던 자리에는
이준의 흉상이 세워져 있고 ‘일성이준열사의 묘적’이라 새긴 비석이 건립되었다. 또
한 이준의 활동과 순국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부착되어 있다.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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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구 묘역에 있는 이준 흉상

이준의 유해가 묻혀 있었던 뉴 아이큰다우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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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유덕고려학우회 사무실 |
∷현 주 소 Kantstr.122, 10625 Berlin
∷정

의 유럽 최초의 한인유학생 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 사무실이 있던 곳

∷관련내용 독일 거류한인들은 한인 유학생을 주축으로 베를린에서 1921년 1월 1일 유럽 최
초의 유학생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留德高麗學友會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학생 자
체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한인의 자치와 외교에 관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함이

유럽 - 독일

었다. 유덕고려학우회에서 1920년대 독일 거류한인들의 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3년의 경우 한인거류인은 55명이고 유학생은 10개 대학 33명으로 총 88명이었
다. 주요 인물은 간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갑수金甲洙와 서무를 맡고 있었던 윤건중尹建

I

重

등이었으며, 1923년의 경우 이극로李克魯·김준연金俊淵 등이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기록에 의하면 서무 또는 서기에 이극로, 회계에 김필수金弼洙가 활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1924년 5월 현재 한인 유학생은 58명이라
고 하고, 1925년 4월경에는 52~3명 정도라고 한다.
유럽 최초의 한인유학생 단체명은 유덕고려학우회(또는 獨逸留學高麗學友會)이며, 사
무실은 칸트슈트라세Kantstr 122번지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곳은 현 훔볼트대학에
서 남서쪽 5.8km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하고, 남동쪽 1.8km 지점으로 가까운 위치
에는 이극로의 거주지가 있다.

∷현재상태 유덕고려학우회가 있었던 칸트슈트라세 122번지는 5층 건물로 1층은 상가로 사
용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1층 입구의 좌측은 카지노
(Automaten Casino)가, 오른쪽에는 태국식품점(Boukeo)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건물은 유덕고려학우회가 있었을 당시의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ㅁ’의 구조로 가운데 정원이 있고, 사방으로 아파트가 있다.

관련자료
•조준희, 「1920년대 유럽에서 이극로의 조선어강좌와 민족운동」, 《한민족연구》 5, 한민족학회, 2008.
•홍선표, 「1920년대 유럽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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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당시 독일유학생들
(오른쪽부터) 앞 줄: 민범식, 이의경, 김달
수, 임창하, (맨 끝) 김갑수.
가운데 줄: 정석해, 이희경, 신용식, 이성룡,
이용흡, 이용제, (세사람 건너) 이종성, 이재은
뒤 줄: 세 번째부터 이극로, 한수룡, 최근우,
(맨 끝) 이관용.

1923년 당시 베를린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인유학생 기록(훔볼트대학 문서보관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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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 최초의 한인유학생 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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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고려학우회 건물 입구

유덕고려학우회가 있었던 건물 입구의 상점으로 왼쪽에는 카지노, 오른쪽에는 태국식품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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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독한인회 사무실 및 이극로 거주지 I |
∷현 주 소 K
 . L. Li, Berlin W 50, Augsburger Strause 23, bei Barischoff
(당시 전화번호：Steinplats 10,735)

∷정

의 1923년 일제의 관동대학살을 규탄한 재독한인회의 사무실

∷관련내용 1923년 10월 26일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독일에 있는 한인들의 위대한 회의
Great Meeting of Koreans in Germany’를

개최한 장소이다. 관동대진재 때 일제가 저지른 만

유럽 - 독일

행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1923년 10월 26일 베를린에서 ‘재독한인대회
(Groß=Versammlung der Koreaner in Deutschland)’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관동

대지진 발생 시 일제의 만행으로 희생을 당한 한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일제의 가혹

I

한 식민통치를 규탄하고 이러한 실상을 담은 선전문을 배포하였다. 이 선전문은 영
문과 독문으로 만들어 각국의 주요 정부와 국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
된 것이었다.
재독한인대회에서 배포한 영문 「한국에서 일본의 폭정Japanische Blutherrschaft in Korea」이
라는 선전문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다. 선전
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독립된 역사 전통과 이를 침해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
시정부의 수립 사실 등을 적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관동대지진으로 나타난 일제에
의한 한인참상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한국독립의 열망을 밝히고
독립을 위한 한인들의 투쟁을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
고 있다.
이 대회에서 재독 한인들은 일제의 한국지배를 비난하고 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서
를 발표하였다. 재독한인대회에서 배포한 선전문에는 세 명의 한인 서명자는 이극
로Li Kolu, 김준연C. Y. Kim, 고일청Jh Tsing Kao이다. 이 때 배포한 전단지의 하단에는 ‘우
편번호：10735, 베를린 W50 슈타인광장 인근 아우그스부르게슈트라세 23번지 바
리쇼프씨 댁 이고루’라고 이극로의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극로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전단지는 이극로가 위 주소에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극로의 『한국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침략정책Unabhängigkeitsbew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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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und

japanische Eroberungspolitik』(1924)도

이곳에서 저술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재상태 재독한인회 사무실에는 당시 베를린에 거주하던 한인 유학생들이 몇 명 거주하였던
것 같다. 재독한인회에서 총무 역할을 하였던 이극로가 이곳에서 거주하였기 때문
에 ‘재독한인회의 사무실’이자 ‘이극로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아우구스부르게어슈
트라세 23번지는 7층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당시의 건물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이
극로가 거주하였던 이 아파트에는 프로이드와 함께 유명한 아동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이 1921년부터 1926년까지 살았다는 플라스틱 표지판이 붙어 있
다. 이 시기에 이극로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음으로 성격이 활달한 그가 유명한
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련자료
•「한국에서의 일본의 피비린내 나는 지배Japan’s Bloody Ru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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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회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 앞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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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극로 거주지 II |
∷현 주 소 Berlin NW37 Jagowstr.23
∷정

의 이극로가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거주하던 곳

∷관련내용 경남 의령 출신의 이극로(독일에서 사용한 이름：Kolu Li)는 1922년 1월 10일 독일 샤
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지구 빈민구역 아우구스부르거슈트라세Augusburger

Str

23번

지 다세대 주택에 거처를 잡고 학업을 시작하였다. 이극로는 독일에 도착한 직후인

유럽 - 독일

1922년 4월 베를린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정치·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철학·인류
학·언어학을 부전공으로 하여 5년간의 유학생활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
위논문 제목은 「중국의 생사공업Die Seidenindustrie in China」(1927년 5월)으로 중국의 견

I

사공업에 대한 것이었다. 이극로는 독일유학 중 베를린대학에 한국어과를 창설하고
그 과목의 강사(1923~1926)로 활동하며 한글을 서양 학생들에게 교수하였는데, 수
강생이 17명이었다고 한다.
이극로는 관동대진재 때 일제가 한국인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1923
년 10월 26일 베를린에서 재독한인대회(Groß=Versammlung der Koreaner in
Deutschland)를 개최하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 대회에서 이극로, 고일청,

김준연을 대표자로 하는 「한국에서 일본의 폭정Japanische Blutherrschaft in Korea」(1923) 전
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극로의 유학 당시인 1926년 11월 「베를린대학 학적부」를 살펴보면 주소가 야고
브슈트라세Jagowstr 23번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형편상 초기 거처에서 이사를 간 것
으로 보인다. 이곳은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북쪽 2.58km 떨어진 모아비트Moabit 지
구에 위치하며 더 외진 곳이다. 이극로는 『한국의 문제Das

Koreanische Problem』(1927)

와 『한국과 항일독립투쟁Korea und sein Unabhängigkeitskampf gegen den japanischen Imperialismus』
(1927)을 이곳에서 저술하고, 벨기에 피압박민족대회에도 참가하였다.

∷현재상태 이극로의 두 번째 거주지였던 야고슈트라세 23번지는 6층으로 되어 있으며 옛날 건
물을 약간 리모델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건물은 현재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Gewerbefachen Zu Vermieten’이라는 아파트 관리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

| 88

이극로의 베를린대학 박사학위 논문(훔볼트대학 문서보관소 소장)

1927년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대표단이 배포한 『한국문제』
(이 대회에 참석한 이의경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원본)

관련자료
•정용대 편,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I )：國際聯盟編』, 국가보훈처, 1991.
•박용규, 「일제시대 이극로의 민족운동 연구 -한글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89 |

| 90

ve

tzo

ws

tra

βe

Stromstr
aβe

Les
sing
stra
βe

Le

bit

Moa

AltElberfelder str
.

cke

Fra
nk
lins
tra
βe

str
aβ
e
ve
Do

유럽 - 독일

I
이극로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

e

straβ

holtz

Helm

Jagawstraβe

위도 52.52402°  N
경도 13.33442°  E

Gotzkowskyb
rü

∷가는길

이극로의
두번째 거주지
Zinzendorfs
traβe

Kaiserin-Augus
ta-A
llee

이극로가의 거주지였던 야고슈트라세 23번지 건물 입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91 |

| 안봉근 거주지 |
∷현 주 소 Kantstr. 132, Berlin
∷정

의 안중근의 사촌인 안봉근이 독일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후원한 곳

∷관련내용 안봉근(독일명：Fonkeng Han)은 안중근의 사촌으로 독일인과 결혼을 하고 그 곳에서
두부공장을 경영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며 독립운
동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 같다. 《매일신보》 1916년 7월 25일자에는 “안중근

유럽 - 독일

의 종제從弟 안봉근이 영국 런던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호송되어 오늘 일본 고베神戶에
상륙하다. 고베 수상경찰서의 엄중한 심문을 받은 후 고베를 출발, 귀국 길에 올랐
다. 동인同人은 일·영·독 세 나라 말에 능통하며 해주군 해사면 태생으로 독일선교

I

사 조셉 위일헤름에 10여 년간 종사하다가 재작년 4월에 기계학을 배우려 그 선교
사 조셉 위일헤름을 따라 독일에 가서 천주교당에 봉직 중 일본 간첩의 혐의로 ‘카
타리야’에 감금되었다. 2개월 후 방면되었고 금년 4월 26일 독일을 떠나 귀국 차 화
란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영사로부터 독일 탐정혐의자라 하여 감시를 받았고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 영국관헌과 일본대사관에서 엄중한 감시를 부쳐 본국으로 호송된
것이다”라고 보도되었다. 1936년 제11회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도 안봉
근 집에서 축하회를 열었다.

∷현재상태 안봉근의 거주지는 6층 건물로 이 건물 내에는 이란망명자협회Exiliranische Gesellschaf의
사무실이 있다. 1층은 상가로 이용되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
다. 1층의 왼쪽에는 잡화점(Tele-Internetcafe Spatkauf)이 있고, 오른쪽에는 주류판매
점(Faszination City-West)이 있다. 건물의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건물이 있는 구조
로 되어 있다.

관련자료
•《신한민보》 1916년 8월 24일자, 「덕국에서 간신히 살아돌아 온 한인」.
•龍興江人, 「歐州에서 活躍하는 人物들 -白衣人材들의 빗나는 자최를 차저-」,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년
2월호.
•손기정,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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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사촌인 안봉근이 거주하였던 건물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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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봉근 거주지(칸트 스트라세 132번지)

안봉근이 거주하였던 건물 입구로 왼쪽은 잡화상, 오른쪽은 주류판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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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 거주하였던 건물 내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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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츠담 한인구락부 |
∷현 주 소 Z
 eppelinstra. 189, Potsdam
∷옛 주 소 Alte Luisenstr. 85, Potsdam
∷정

의 베를린 외곽의 포츠담시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인 ‘포츠담
한인구락부’가 있었던 곳

∷관련내용 ‘포츠담 한인구락부’는 베를린 외곽의 포츠담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단
유럽 - 독일

체이다. 포츠담 한인구락부에 대해 일제의 자료에서는, “표면상 이들의 친목기관이
라고 칭하고 있지만, 동 구락부는 능히 포츠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일작년 대진
재 때 제국帝國에 대한 재독 한인 활동의 책원지가 포츠담이었다. 이 구락부는 일종

I

의 기밀정사機密政社”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일제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포츠담시에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조선식 요리
점이 있어 부근 조선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등에 그곳에서 회담을 하여 거의 조선
인학생구락부와 같이 보였다”고 한다. 포츠담 한인구락부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이 발생하였을 때 일제의 만행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1923년 10월 26
일 베를린에서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단체가 포
츠담의 한인구락부였다. 포츠담 한인구락부는 한국식당에 모인 한인학생들이 주요
한 멤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포츠담 한인구락부에서는 1925년 8월 29일 오후 4
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국치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재독 한인 7명
이 참석하였으며, 이극로가 감상을 말하였다고 한다.

∷현재상태 포츠담 한인구락부가 있었던 Alte Luisenstr.라는 거리명은 독일 통일 이후
Zeppelinstra.로 변경되었다. 현재 그 거리명과 주소가 없어져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하기 불가능하다. 거리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집Autonomes Frauenzentrum Potsdam
e.V.’건물

자리 주변의 공터가 포츠담 한인구락부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의 집’의 현재 주소는 Zeppelinstra. 189번지이다.
관련자료
•「獨逸在留 朝鮮人動靜에 관한 건 (1925년 2월 9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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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터로 남아있는 포츠담 한인구락부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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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츠담 한인구락부의 건물이 있었던 거리

포츠담 한인구락부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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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한인구락부 자리와 왼쪽에 위치한 ‘여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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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_ 타이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타이완에서 한국독립운동
타이완은 본도本島와 펑후澎湖군도 진먼金門·마쭈馬祖 등을 포함한 여러 부속 섬 등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면적은 3만 6,190km2에 달하고 인구는 2005년 10월 현재 2,275만 명이다. 수도는
타이페이臺北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서부는 제법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인구의 약 2%는 흔히 고산족高山族이라는 불리는 원주민이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한족漢

II

동남아시아

族이다.

한족은 18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타이완에 이주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

인 방언에 따라 민남계閩南系와 객가客家로 구분한다. 이주 시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외성인外省
人과

본성인本省人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타이완 독립파는 1949년 국민당정권을 따라 대륙에서 이주해온 외성인들에게 매우 적대
적으로 대한다. 심지어 타이완 내부에 대륙적인(중국적인) 모든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할 정도
로 매우 배타적이다. 이는 사회적인 통합과 단결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 개선에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타이완은 서양 세계에 처음 포모사Formosa로 알려졌다. 이는 포루투칼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이다. 17세기 중엽부터 서세동점西勢東漸하는 서구 열강 중 네덜란드와 스페인 식민지로 오랫
동안 고통을 받았다.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한 정청꽁鄭成功과 그의 후손에 의해 약 20년간 ‘반청복
명反淸復明’의 중심지로서 타이완은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은 타이
완을 일본에 할양하면서 반세기에 걸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타이완 인민들은 타이
완민주국을 성립하는 가운데 의병을 일으켜 저항했다. 일제는 타이완에 배치한 병력 1/3 이상을
동원하여 6개월만에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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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타이완의 교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곳에 한국인이 거주한 공식적인 통계는 1910년이었다. 처음 2명에 불과하던 한국인
은 1920년대 전반기에 1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제 패망 직전에는 2천여 명 이상에 달할 정
도로 증가를 거듭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 식민통치로 고국에서 생활터전을 상실한 어부들이었
다. 이러한 수치는 만주나 연해주 등지 이주한인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숫자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한국인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음을 보여준다. 타이완의 한인사회는 매우 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원인은 타이완총독부에서 한국인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한 선인계鮮人系를 각 경찰서마
다 설치하는 등 철저한 통제와 탄압을 자행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이완총독부는 직접 식민통
치를 자행하는 등 합법적인 활동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1920년대 초반 문화협회文化協會를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던 타이완 정치·사회운동은 ‘치안경
찰법’과 ‘치안유지법’ 시행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5월 14일에 일어
난 조명하趙明河의거는 일본 정계는 물론 타이완 식민당국자를 크게 긴장시켰다. 식민지 통치질서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타이완총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저격대상자는 일왕 장
인인 구니노미야久邇宮邦彦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일제는 철저한 언론통제를 통하여 의거
사실조차 은폐·축소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6월 16일 타이완총독이 면직되는 사태로 확대된 후
사건 전말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조명하는 1926년 10월 일본 오사카大阪로 도항한 이래 건전지공장과 메리야스공장 잡역부로
일하며 야간에 상공학교商工學校·상공전수학교商工專修學校에서 수학하였다. 낮은 급료와 장시간 복
무는 학업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는 신문을 통하여 타이완의 풍족한 물질환경을
접할 수 있었다. 약 1년간 일본에서 생활을 청산한 후 1927년 11월 7일 단신으로 타이완행을 결
행하였다. 그는 지롱基隆항에 도착한 후 직업을 구하려 타이페이로 이동하여 몇 일간 머물렀다. 구

103 |

직이 여의치 않자 그는 타이중臺中으로 옮겨 현지 직업소개소 주선으로 부귀원富貴園이라는 찻집에
취직되었다.
조명하가 타이중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지날 무렵인 1928년 5월 히로히토裕仁 장인이자 일본
정계의 거물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는 육군특명검열사 자격으로 타이완에 도착하였다. 북부에서
검열을 마친 구니노미야는 5월 12일 타이중에 도착하여 현지 주둔 3대대 검열을 마친 후 타이완
총독 우에야마上山滿之進와 함께 명승지인 아리산阿里山을 관광했다. 중부에서 일정을 마친 구니노미
야는 타이페이로 가기 위하여 숙소인 타이중주지사 관저를 출발하였다.
1928년 5월 14일 아침 9시 50분경 구니노미야를 태운 승용차는 ‘대정정大正町 1정목丁目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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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중주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환영인파 속에 있던 조명하는 미리 준비한 단도를 꺼내들
고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그를 처단하려 했다. 조명하는 사전 답사를 통해 커브길인 그곳을 의거
현장으로 선택하였다. 아쉽게도 그의 의도와 달리 의거는 미수에 그치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른바 ‘불경사건不敬事件’은 6월 14일에야 겨우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었다. 직접적인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구니노미야는 이듬해 1월 사망하였다.
조명하는 타이중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은 후 타이중형무소를 거쳐 타이페이형무소에 수감되었
다. 7월 28일 타이페이고등법원에서 방청이 금지된 가운데 열린 선고공판은 불경죄를 적용 사형
을 언도하였다. 1심 판결로 그는 10월 10일 오전 10시 타이페이형무소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
되었다. 류장리六張犁형무소 묘지에 매장되었던 유해는 1932년 가족들에 의하여 고향으로 옮겨와
안장될 수 있었다.
조명하의거가 일어난 직후 또다른 한국인에 의하여 타이완 식민통치를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신채호는 지롱수상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세인을 놀라게 했다. 1928년 4월 텐진天津에서 동
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邦無政府主義者聯盟에 가입하고 선언문을 작성하는 등 신채호는 본격적인 무정부
주의 활동에 나섰다. 선전 잡지 발간과 폭탄 제조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하던 그는 타이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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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로 당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린삥원林秉文과 의기투합하였다. 독립투쟁을 위한 군자
금 마련은 위체爲替를 위조하는 비상수단으로 귀결되었다. 6만 4천에 달하는 거금 중 일부는 중국
에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1928년 5월 8일 지롱항에 도착한 신채호는 일본 본토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인 수상경찰에 체포되었다. 지롱 수상경찰서에서 심문을 받고 따렌大連으로
압송된 단재는 따렌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旅順감옥에서 복역 중 사망하였다.
단재가 연루된 위체위조사건에 나타나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과 타이완인들은 동병상련의
감정에서 출발하여 독립쟁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의열단과 타이완 출신 무정부
주의자와 관계, 양국 공산주의세력 연계, 조선의용대와 타이완의용대 연대, 타이완문화협회를 중
심한 타이완 민족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연계 노력 등은 이를 반증한다. 한국전쟁기 타
이완의 원조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독립운동
싱가포르는 ‘동양의 십자로’였다. 싱가포르는 1824년 영국인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가 조호
르Johore 술탄으로부터 동인도회사에서 할양받은 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과 교역의 중
심지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유럽과 인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동남아와 중국의 상업이 발전할수록 번영을 구가하였다.
아편전쟁 결과 맺은 남경조약南京條約은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다.
홍콩 할양과 5개 항구 개항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홍콩과 상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대될 수밖
에 없었다. 중국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싱가포르도 동시에 번영을 구가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
었다. 유럽과 인도 등지에서 출발한 무역선은 반드시 이곳을 경유하였기 때문이다. 1860년대 인
구는 8만 2천명으로 급증하는 등 근대적인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중국계 이민도 5만명을 초
과할 정도로 중국계는 7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타이완에 이어 싱가포르는 제3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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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오는 이민선의 귀착지이고 중국계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20세기
초엽 캉유웨이康有爲·쑨원孫文 등 중국 내의 청조淸朝 지지파와 혁명파들이 지원을 호소하는 각축장
이나 마찬가지였다. 쑨원은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여덟 번이나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1906
년에는 YMCA를 조직하였고 일본에 거점을 둔 동맹회의 싱가포르 지부를 만드는 등 자신의 기반
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쑨원은 싱가포르 중국계 사람들 사이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
이었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부유한 중국 기업가들 다수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싱가포르는 혁명당의 중요한 해외거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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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었다. 중국대륙에 인접한 홍콩이 무장혁명 거사의 책동지였다면, 남양의 중심인 싱가포르는
혁명 경비의 모금처募金處이자 혁명선전물의 간행처刊行處였다. 1904년 《도남일보圖南日報》를 시작으
로 신해혁명 이전까지 이곳에서 혁명파가 간행한 대표적인 신문은 《중흥일보中興日報》·《성주일보星
洲日報》·《남교일보南僑日報》등이었다.

중화민국 성립 이후 발간된 신문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인연

이 깊은 《국민일보國民日報》였다. 1913년 제2차 혁명에 실패한 뒤 일본으로 망명한 쑨원은 혁명진
영을 재정비하여 중화혁명당中華革命黨을 결성했다. 그는 도쿄東京에서 기관지 《민국잡지民國雜誌》 간
행을 계기로 세계 도처에서 10여 종에 달하는 신문을 발행하였다. 말레이반도에 거주하는 혁명파
나 이를 지지하는 화교는 1914년 《국민일보》를 통하여 중국혁명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1910년대 한국인 인삼상인이 많이 진출하였다. 주로 동남아지역에 인삼판
매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인삼상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전해졌다. 인삼상인들이 전해준 소식은 중국 상하이 젊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자극하여 거처를 싱가포르로 옮기게 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싱가포르와 인연
은 장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관내와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신규식申圭植 홍명희洪命憙 등의
주도하에 정원택鄭元澤·김진용金晋鏞·김성도金聖道·김덕진金德鎭 4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목적은 당
시 중국혁명에서 자극을 받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항구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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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희 등 일행은 상하이를 출발하여 오랜 항해 끝에 1915년 3월에야 싱가포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국민일보사에 한동안 머무르며 중국인들 도움으로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한 방
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미 박은식朴殷植은 화교들 후원으로 홍콩에 머무르면서 언론을 통한 민족운
동에 매진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일행도 중국혁명파 인사들과 교류를 통하여 한국독립운동의 기
반을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다양한 독립운동방략을 모색
하는 한편 독립군기지를 건설함이었다. 일행은 국민일보사에 2개월 정도 머문 후에 인근 킴퐁로
金榜路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곳을 거점으로 1917년 12월 상하이로 떠날 때까지 말레이시

아·태국 등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규합했다. 또한 고무농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고무공장 건설
과 주석광산 개발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후 한동안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의 민족운동
활동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제는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싱가포르 점령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
針」과

「용병강령用兵綱領」은 바로 주요한 계획안이었다. 일제는 홍콩과 함께 영국군의 근거지인 싱

가포르를 철저히 파괴할 필요성을 알았다. 당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었
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1941년 10월경이었다. 같은 해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과 아울러 싱
가포르에 대한 공습도 단행하였다. 다음날 일본군은 말레이반도 북부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태
평양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영국은 일본군의 남양 침공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싱가포르가 최적의 방위지점임을 예견하
는 가운데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영국군은 장래 일본군 침입은 남중국해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이에 싱가포르 방위는 해방海防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1938년 셈바왕三巴旺에 현
대화된 해군기지 건설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의지와 달리 싱가포르 수성을 위
한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영국군이 소유한 비행기는 158대인 반면에 일본군이
싱가포르 공격작전에 투입한 비행기는 무려 617대였다. 해군 주력함인 웨일즈친왕Prince of Wales호
와 돌격Repules호는 12월 10일 일본 공군 공격으로 침몰당하는 등 상당한 전력 약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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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군도 밀림지대에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결국
1942년 2월 15일 영국군은 일본군에 투항하고 말았다.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은 ‘남방의 빛’이라는 의미로 쇼난도昭南島로 이름을 바꾸었다. 3월에
는 말레이반도와 싱가포르를 통치하기 위한 군정감부軍政監部도 설치되었다. 싱가포르는 시장을
수뇌로 하는 특별행정구로 구분되었다. 3년 6개월에 걸친 일본군 점령은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
을 크게 변모시키는 요인이었다.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군이 당면한 현안은 8만명 전쟁포로와 ‘적성국민敵性國民’으로 구
분된 2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수용하는 문제였다. 점령 초기에는 이들을 모두 창이樟宜감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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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집단수용시설에 분산 수용하였다. 전쟁포로는 국적별로 수용했다. 호주군은 세라링史拉
蘭,

영국군과 네델란드군은 지지나吉眞納, 인도군은 로버츠羅伯次, 영국인도군단의 인도군은 알쥬니

阿裕尼·이순義順

등지에 수용되었다. 이외 민간인은 모두 창이감옥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창이감

옥 수용력은 6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일본군 점령 하에 최대 3천 명이나 수용했다. 열악한 환
경과 식량 부족 등으로 수용자 중 상당수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직후부터 한국인 종군위안부를 강제로 이곳에 배치하였다. 당시
절후도絶後島라 불리는 현재의 센토사섬聖淘沙에 위안소 설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현지에는 2~3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한국인 여성을 괴롭혔다. 이곳에
있었던 위안부는 모두 한국여성이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에는 최소한 100명 이상 한국인 종군
위안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부는 이곳을 거쳐 태국·미얀마·수마트라·자바 등지로 끌려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본군 패전 이후 포로감시원이나 종군위안부 등 대부분은 귀국할 수 있었다. 포로감시원 중
일부는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 창이감옥에 수용된 후 사형에 처해졌다. 귀국과정도 간단하
지 않을 만큼 난간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일시 창이감옥에 수용된 후 주롱裕廊항구에 있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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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이송되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가나 인삼상인들 활동무대였다.
1942년 일본군 점령 이후 싱가포르는 한국인의 한이 서린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포로감시원이나
종군위안부에게 이곳은 ‘저주의 땅’ 바로 그것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독립운동
말레이시아(1963년 이전은 말라야)는 1957년 8월 31일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90여 년간 지속된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특히 인도네시아-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독립과정은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양국 사이에 교류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조선후
기 인삼상인의 동남아 진출에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을 거쳐 홍콩으로 진
출한 이들은 이곳을 무대로 동남아 각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고려인삼은 전 세계인들에게 뛰어
난 약효가 알려져 대단한 호응을 받은 상품이었다. 이들은 인삼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진출할 정도였다. 한국인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은 엄격한 국법을 오히려 무력화시켰다. 공식적인
미국 하와이 이민 이전에 인삼상인들은 이미 이곳과 남미 등지로 진출하고 있었다.
김대건은 마카오에 유학하여 신부를 서품 받았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인의 동남아 유학이 시
작되었다. 공식적인 문건에는 1854년과 1858년에 송빈체시오·김요한·이바울리노 등 3명이 페
낭신학교에 유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82년부터 3년 동안 21명이 페낭Penang에 유학할 정
도로 급증했다. 천주교인들이 유학할 당시 페낭이나 쿠알라룸푸르KualaLumpur에 이미 한인들이 이
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들은 생
업과 생계를 위한 차원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한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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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료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8개국 산재한 한인은 2,783,254명이었다. 동남아
지역은 홍콩 22명, 베트남 54명, 인도 15명, 필리핀 42명, 말레이반도 18명, 대만 1,604명에 달
하였다. 1930년대 어느 기록에 의하면 “현재 남양 일대에 필리핀·인도·지나·섬라·마래반도·
화란령 군도 등에 산재한 동포의 수는 약 500명 내지 600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들의 직업은
십수인 내외의 교원 학생, 관공리 및 수 개의 잡화상·약종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려인삼상인으
로 볼 수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는 100여 명과 페낭에는 10여 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1939년 1월 22일부터 3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식교 원동지회 제1회 총회에 참석한 김창집
金昌集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조선사람은 약 60~70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수백명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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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의주義州 사람이 많죠. 인삼장사가 많은데 조선인삼은 영약靈藥이라고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사먹는답니다. 조선 사람도 돈을 잡아서 그것으로 기업을 했으면 성공할 터인데 대개는 그대로
써버리니까 성공을 못하고 말지요”라면서 이들의 생활상을 부분적이나마 전해주고 있다. 동남아
지역 인삼상인은 대부분 의주인들이었다.
홍명희洪命憙는 일제의 강제병탄에 반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만주와 연해주 등지를
돌아본 후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그곳에 조성된 각국 조계지는 망명가들에게 정치적인 활동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안전지대’였다. 박은식朴殷植·신규식申圭植·신채호申采浩·문일평文一平 등과 동제
사同濟社를 결성하는 등 한인사회 구심점도 마련할 수 있었다. 신규식은 중장기적인 독립운동 수행
에 필요한 군자금 모금을 위한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로서 동남아시아에 주목했다. 동료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거쳐 싱가포르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1915년 3월 4일(음력) 홍명희는 김진용金晉鏞·
김덕진金德鎭·정원택鄭元澤과 함께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현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쑨원孫文을 비
롯한 중국 혁명당의 활동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이곳 활동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신규식
과 홍명희 등은 현지 화교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독립운동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킴퐁로
金榜路에

새로운 거처를 정해 이사한 6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홍명희 등 일행은 이 건물 3층에 머

물렀다. 이들은 국민일보사 관계자는 물론 실업가 등 유력인사들과 빈번한 교류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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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은 이곳을 거점으로 홍콩과 말레이반도 등지로 진출하였다. 그는 일찍이 중국혁명파 인
사들인 쑨원·황심黃興·리리에 쥔李烈鈞·천치메이陳其美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난징
정부 총사령부 고등고문관으로서 상하이와 난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김영일金永一 등 동지와 더
불어 상하이에 이풍양행移豊洋行이라는 비밀기관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앞장섰다. 1916
년 3월에는 홍콩에서 허하이밍何海鳴을 방문하는 등 독립군기지 건설에 노력하였다. 허하이밍은
대강보大江報를 발행하여 웨안스카이袁世凱 정부를 맹비난하는 논설과 부조리 등을 고발했다. 김진
용은 동남아지역에 산재한 중국혁명을 지원하는 세력들의 운동자금을 허하이밍 등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말레이반도로 진출한 그는 말래카에 고무농장을 샀다.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에 따르면 주
석 광산에 투자하는 한편 고무농장도 운영하였다고 한다. 주석광산에 대한 중국인 소유가 늘어나
자, 그는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고무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러한 분위기와 목적에 따라 이
루어졌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얼마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
다. 1917년 10월 18일에 “연전부터 재배하던 고무원을 방매하니 대금이 2,200원이었다”라는 사
실에서 상당한 규모임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대금을 어떠한 곳에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홍명희 일행은 1916년 1월 25일 쿠알라룸푸르 YMCA청년회관에 머물렀다. 이들은 이곳을 중
심으로 중국혁명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활동 반경을 확대하였다. 1월 29일 이포Ipoh항에서도
청년회관에 투숙했다. 1917년 9월 변영만卞榮晩은 유럽으로 유학가는 도중에 싱가포르를 방문하
였다. 1917년 10월 말경에 일행이 철수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도 종말을 고하
고 말았다. 일행 중 홍명희·변영만은 11월 3일 상하이에 도착하였고, 정원택과 김덕진은 고베神戶
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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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 조명하 흉상 |
∷현 주 소	臺灣 台北市 萬華區 68港1號(台北 韓國學校 校庭)
∷정

의 조명하의 ‘구니노미야 저격사건’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한 흉상

∷관련내용 1928년 5월 14일 조명하趙明河의 타이완臺灣 타이중臺中의거는 시기적으로나 대상인
물에서 대단한 장거임에 틀림없다. 이는 일본 조야에 커다란 충격과 아울러 타이완
인에게 항일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조명하는 1905년 4월 8일(음) 황해도 송화
군松禾郡 하리면下里面 장천리長泉里에서 부친 조용우趙鏞禹와 모친 배장년裵長年 사이에 둘
째 아들로 출생했다. 1918년 4년제 풍천豊川보통학교를 마치고 6년제 송화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1920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송화읍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친
족 조용기趙鏞基의 일을 도우며 한약처방조제술을 습득하면서, 강의록에 의한 외국
어(영·독·불·일어) 공부에 몰두하여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1925년 오

다. 그러던 중 1926년 3월 신천信川군청 서기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청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불의에 굴할 수 없음과 조국의 시련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용기를 갖
게 되었다.
	부산을 떠날 때부터 명하풍웅明河豊雄이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하였고, 현해탄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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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吳金全과 결혼했으나 안일하게 신혼생활에 젖을 여념도 없이 약방 일에 열중하였

일본에 도착한 조명하는 일찍이 익혀둔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였다. 일
본 각지를 유랑하다가 오사카大阪에 정착해서 전기제작소·야쓰다스安達메리야스·상
점 등 고용원으로 전전하면서 거사 기회를 엿보는 한편 밤에는 상공학교商工學校에서
수학하며 학문에 몰두하였다.
	일본에서 생활은 그의 의지와 달리 고통의 나날이었다.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고자 뜻을 세웠다. 이에
앞서, 1927년 11월에는 타이완에 도착하여 일본인으로 위장·행세했다. 그는 타이
중시 일본인 이케다池田正秀가 경영하는 부귀원富貴園이란 차업茶業농장 고용원으로 취
업하였다. 타이완 우에야마上山滿之進 총독을 처단하여 항일 기세를 올릴 것을 결심
한 그는 장천제張天弟로부터 보검도寶劍刀를 구입하여 농장 숲 속에 숨어 검술을 연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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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5월 일본의 왕족이자 일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으로 군사참의관軍事參議官까지
역임한 육군대장이며 일본 정계의 거물인 구니노미야는 일본군 특별검열사로 파견
되었다. 그는 상하이로 가더라도 이보다 더 큰 괴수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정
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을 결심하였다. 5월 14일 구니노미야는 일본군 검
열을 마치고 타이페이臺北로 가기 위해 타이중역으로 향했다. 그는 길목인 도서관 앞
모퉁이에서 환송인파와 경비원 사이에 숨어 있다가 서행하는 차에 뛰어 올라 검으로
저격하였다. 조명하는 거사 현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부르고, 당황하는 군
중을 향해 웃음을 지으며 “여러분들은 놀라지 말라. 대한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외친 후 태연하게 피체되었다.
	일제는 한달 동안(5. 14~6. 14) 「대만모중대사건臺灣某重大事件」이나 「대중불경사건臺中不
敬事件」

등으로 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일제는 의거를 단독 결행으로 단정

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그는 순국 직전에 소감을 묻는 임석관에게 “아무 할말도
없다. 이 순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
고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리라”고 말하였
다. 그의 조국광복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상태	흉상은 2008년 독립기념관에서 재보수 한 상태로 재질은 백색과 검은색 화강암이
며, 크기는 280×300×18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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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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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25.02384°  N
경도 121.50242°  E

68-3

타이뻬이
한인학교
68-1

靑年路

靑
年 靑年公園
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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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號

관련자료
•《동아일보》 1928년 5월 29일자, 「進退決定次 臺灣總督 渡東 某重大事件 顚末報告後」.

II

•《동아일보》 1928년 6월 14일자, 「上山 臺灣總督 辭意表明」.
•《동아일보》 1928년 6월 15일자, 「臺灣保安課長 出張 松禾에서 嚴密調査 조선안엔 공범자가 업다고」.
•《매일신보》 1928년 6월 15일자, 「七寸의 白刀으로 久邇宮殿下를 狙擊 犯人은 黃海道松禾出身 趙明河
臺灣重大事件 解禁」.
•《중외일보》 1928년 6월 15일자, 「대만서 發生한 重大事件 久邇宮殿下를 危害코자 朝鮮靑年이 自動車에 逼迫
犯人은 松禾出身의 趙明河 揭載禁止中 昨日解禁」.
•《중외일보》 1928년 6월 15일자, 「臺中事件의 顚末 총독부에서 발표한바」.
•《동아일보》 1928년 6월 16일자, 「臺灣總督에 川村竹治氏 決定 十五日 親任式」.
•《중외일보》 1928년 6월 17일자, 「工夫를 더하기가 唯一한 그의 所願 집안은 량반으로 형세가 극히 조졸
重大犯人의 家庭」.
•《중외일보》 1928년 6월 18일자, 「臺灣事件公判 七月七日로 決定 대중고등법원에서 官選辯護人二人 出席」.
•《신한민보》 1928년 7월 12일자, 「공판개정일자」.

•《신한민보》 1928년 7월 12일자, 「상 됴션간에 암호통신」.
•《신한민보》 1928년 7월 19일자, 「됴명하의 공판은 칠월 칠일」.
•《동아일보》 1932년 4월 5일자, 「久邇宮 危害犯人 趙明河屍體 歸鄕 黃海道 松禾의 原籍地로 故鄕 共同墓地에
埋葬」.
•조항래, 「조명하의 대만의거와 그 의의」, 《한국학연구》 2,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원, 1992.
•김주용, 「식민지 대만과 조명하의 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주용, 「대만에서 일제의 심장을 겨눈 항일투사 조명하」, 『한국근현대인물강의』, 국학자료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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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 의거를 보도한 ≪臺灣民報≫ 1928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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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타이뻬이한인학교’에 건립된 조명하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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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조명하 흉상

조명하 흉상이 있는 ‘타이뻬이한인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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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형무소 구지 |
∷현 주 소	臺北市 大安區 金山南路 2段 52號
∷정

의 조명하가 수감된 곳

∷관련내용	1895년 세워진 타이페이臺北형무소는 원래 타이페이성 내에 있었으나 1903년 1월
성 밖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타이완 각지에서는 항일의병의 무장투쟁이 부단히 계
속되고 있었다. 일제 식민당국은 타이페이와 타이난臺南에 대규모 감옥을 건설하였
다. 타이페이형무소는 1910년대 초기 대북성곽을 허물고 남겨진 석재를 이용하여
외벽을 쌓았다. 동서남북 각 220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외벽을 둘러친 타이페이형
무소의 내부 건물 배치는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담장 높이는 일정하지 않으
나 2.5~3.5m 정도로 매우 견고하다. 이는 19세기 이래 서구 감옥 평면배치의 조류
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동남아시아 - 타이완

	1928년 5월 14일 타이중臺中도서관 앞에서 일왕 장인 구니노미야久邇宮邦彦를 처단하
려 하였던 조명하趙明河는 거사에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 타이중
경찰서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은 조명하는 타이중형무소를 거쳐 6월 14일 저녁 타이
페이형무소로 이송되어 수형자 번호 152번의 명패를 단 채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

II

는 7월 17일 타이페이고등법원臺北高等法院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10월 10일 오전
10시경 형무소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생의 마지막 4개월 가까이 조명하
는 이곳 타이페이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조명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뒤부터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별다른 동요 없이 조용히
수형 생활에 임하였다. 의연한 자세는 간수들을 감동시킴과 아울러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로 잡힌 미
군 공군조종사 14명도 이곳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모두 사형
에 처해졌다. 유족과 동료 전우 등은 산화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동판을 북
쪽 외벽 입구에 설치하였다.

∷현재상태	형무소 외벽은 타이페이 성곽을 허물고 남겨진 석재를 이용하여 1910년대 초기에 완성
하였다. 1963년 도시계획으로 감옥이 이전된 뒤, 현재는 시 지정 고적古蹟으로 북쪽과 남
쪽 외벽 전체와 뒤쪽 외벽 2/3 정도만이 남아 있다. 감옥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 120

∷가는길

위도 25.03299°  N
경도 121.52631°  E

金山南路 2段

中華電信

愛
國
東
路

金
華
街

(金山大樓)

타이페이형무소 북쪽 외벽

타이페이형무소 남쪽 외벽

관련자료
•《동아일보》 1928년 10월 12일자, 「臺灣不敬事件犯人 趙明河死刑執行 대북형무소 교수대 이슬로 二十四歲靑春
을 一期로」.
•《중외일보》 1928년 10월 12일자, 「趙明河死刑執行 十五分만에 絶命」.
•독립기념관ㆍ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주용, 「식민지 대만과 조명하의 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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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타이완

II
현재 시 지정 고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타이페이형무소 북쪽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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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형무소 북쪽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

일제침략기 희생되었던 미국 공군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이 표지판을 부착한 형무소 북쪽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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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타이완

II
타이페이형무소 남쪽외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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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형무소 남쪽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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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고등법원 |
∷현 주 소	臺北市 中正區 重慶南路 1段 124號
∷정

의 조명하가 사형을 구형받은 법원

∷관련내용 일제강점기 타이완의 최고 사법기관은 타이완총독부에 예속된 타이페이고등법원이
었다. 식민지의 특수한 사법제도를 반영하듯, 고등법원은 타이완총독부 청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있다. 고등법원 아래로는 타이페이臺北·타이중臺
中·타이난臺南

3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조명하의거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식민당

국의 필요에 따라 시급히 종결을 요하는 사안은 지방법원의 예심을 거친 뒤 고등법
원에서 한 차례 재판으로 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28년 6월 14일 타이중형무소에서 타이페이형무소臺北刑務所
로 이감된 조명하는 7월 7일 타이페이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황족에 대한 위해죄와
동남아시아 - 타이완

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았다. 주심 재판관과 4명의 배심관이 배석한 재판에서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반면 그의 변론을 맡은 관선변호사 2인은 조명하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들어 감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8일 9시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황

II

족에 대한 위해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75조에 의거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
선고 후 조명하는 최후를 각오한 듯 의연한 태도를 되찾고 일어서서 간수 5명이 호
송하는 가운데 퇴정하였다. 타이페이고등법원은 타이완 독립운동가를 불법적으로
억압·지배한 상징적인 사법기관이었다.

∷현재상태	조명하가 재판을 받을 당시 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에 1934년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
되어 현재까지도 대법원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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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5.03875°  N
경도 121.51266°  E

타이페이고등법원

중화민국 총통부

(현 司法大厦)

타이완은행

重慶南路

관련자료
•《동아일보》 1928년 6월 18일자, 「趙明河公判 七月 七日」.
•《중외일보》 1928년 7월 11일자, 「趙明河의 公判 臺北高等法院에서 開廷 방텅금지하고 심리진행 言渡는
來十八日」.
•《臺灣日日申報》 1928년 7월 19일자, 「趙明河判決全文」.
•《동아일보》 1928년 7월 19일자, 「臺灣事件의 犯人 趙明河에 死刑宣告」.
•《매일신보》 1928년 7월 19일자, 「不敬事件의 犯人 趙明河死刑宣告」.
•《중외일보》 1928년 7월 19일자, 「趙明河 死刑判決 十 八日 臺 北高等法院에서 구이궁뎐하 저격하려든 사건의
傍聽禁止裡에 開廷」.
•《중외일보》 1928년 7월 20일자, 「裁判長이 宣言한 死刑宣告의 理由 사형이라는 언도를 듯고셔도 趙明河
態度尋常」.
•《동아일보》 1928년 7월 20일자, 「趙明河에게 減刑을 主張 범행동긔가 의문이라 하야」.
•《신한민보》 1928년 8월 23일자, 「됴명하가 사형의 판결 밧어」.
•독립기념관ㆍ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주용, 「식민지 대만과 조명하의 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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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타이완

II
현재 수리 중인 타이페이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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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고등법원 오른쪽에 위치한 타이완총독부(현 중화민국 총통부) 건물

타이페이고등법원 우측 전경과 타이완총독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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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채호 피체지-지롱우체국 |
∷현 주 소	基隆市 仁愛區 愛三路 130號 基隆郵遞局
∷정

의 신채호가 국제 위체위조사건으로 타이완 지롱항 부근에서 체포된 장소

∷관련내용 일제는 청일전쟁의 대가로 할양받은 타이완을 직접적인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노력
을 기울였다. 본국과의 원활한 연락과 타이완인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
안은 군대 주둔과 통신시설 확대로 이어졌다. 항만시설의 확장과 관내를 관통하는
철도 부설도 이러한 의도 하에 추진되었다. 지롱우체국은 타이완 관문으로 1911년
에 설립되어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개시하였다. 우체국은 체신업무뿐만 아니라 대
출·대부업무를 병행하는 등 사실상 식민자본가 활동을 원조하는 금융업무까지 관
장하고 있었다. 항일활동가들이 우편물 차량을 탈취한 이유도 바로 독립군자금을
확보하려는 일환에서였다.
동남아시아 - 타이완

	신채호는 타이완 출신인 아나키스트 린삥원林秉文과 협의하여 위조위체 발행을 도모
했다. 이들은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일제 식
민통치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려는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위조된 위체를 따렌大
連·뤼순旅順·신의주·평양·서울·인천·시모노세기下關

기타 타이완에 있는 우체국에

II

송부한 뒤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린삥원은 따렌과
뤼순에서 4천원을 인출하여 조선 국내로 향했으나 발각되어 1928년 4월 27일 체포
되었다. 신채호도 4월 25일 베이징을 떠나 1928년 5월 8일경 책임액 1만 2천원을
찾기 위해 일본 모지門司를 거쳐 타이완 지롱基隆항으로 향하였다.
	신채호는 1928년 5월 8일 위조위체 1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유문상’이라
는 중국인으로 위장했다. 그는 지롱항에 도착하자 곧바로 지롱우체국에 가서 위체
를 현금으로 교환하던 중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피체되었다. 이미 중국대
륙에서부터 신채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일제당국은 타이완경찰에 신채호의 출
발일자와 탑승 선박명을 타전하였다. 지롱항에 도착하자 그를 미행하고 있다가 지
롱우체국에서 체포한 것이다. 지롱수상경찰서로 연행된 신채호는 중국 따렌으로 압
송되어 그곳 영전둔 감옥에 있다가 따렌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 10
년형을 언도받고 뤼순감옥에 수감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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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당시 건축된 건물은 이후 일부 증개축을 하였으나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지롱우체국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臺灣日日申報》 1928년 5월 12일자, 「爲宣傳陰謀費 僞造郵便爲替」.
•《臺灣日日申報》 1928년 5월 12일자, 「宣傳無政府主義之鮮人逮捕詳報」.
•《동아일보》 1928년 7월 20일자, 「國際爲替事件으로 法廷에 선 申采浩 대만인 신단제는 기실 조선인 신채호
해외풍진과 털창 신고로 창백한 안색」.
•《동아일보》 1928년 12월 12일자, 「冷突에 飢腸쥐고 母膝에 兩兒 涕泣 申采浩夫人 訪問記」.
•《동아일보》 1928년 12월 19일자, 「申采浩家庭에 遝至하는 同情」.
•《조선일보》 1928년 12월 28일자, 「중국인으로 변장한 신채호 基隆서 피착」.
•《동아일보》 1929년 2월 12일자, 「無政府主義聯盟 大連에서 第二回 公判 東邦各國代表 網羅組織」.
•《동아일보》 1929년 2월 18일자, 「申采浩 公判 無期로 延期 무정부주의동방련맹 사건 擔任判事의 遇害로」.
•《동아일보》 1929년 9월 28일자, 「無政府秘密結社 申采浩 二回 公判 오는 십월 삼십일 대련법원에서」.

•《동아일보》 1929년 10월 7일자, 「旣成團體를 ○○하고 自由勞働社會 建設 無政府主義東邦聯盟事件 지난
삼일에 대련디방법원에서 개뎡 申采浩의 前後供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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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롱문화중심

∷가는길

위도 25.13008°  N
경도 121.7435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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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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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가 위체를 현금으로 교환하다 피체된 장소인 지롱우체국

| 132

지롱우체국
愛
三
路

지롱우체국의 전경

지롱우체국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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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롱수상경찰서 |
∷현 주 소	基隆市 中正區 中正路 5-1號
∷정

의 신채호가 지롱우체국에서 체포되어 취조 받았던 경찰서

∷관련내용 일본과 가장 가까운 데다 천연적인 양항良港의 조건을 갖춘 지롱항은 일찍부터 항구
도시로 발달하였다. 1899년 대대적인 축항공사를 시작으로 식민체제 강화와 함께
각종 관공서도 설치되었다. 1916년 타이완을 대표하는 항구로 발전을 거듭하는 가
운데 1921년에는 2만톤급 선박이 입항할 정도가 되었다. 1928년 지롱基隆과 타이페
이臺北 사이 종간공로개통식은 지롱항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고 일제강점기 타이페
이는 물론 타이완의 관문關門으로 역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롱항은 타이완과
조선·일본·중국을 오가는 각종 선박이 쉴새없이 오가는 중요 항구였다. 따라서 일
제강점기 타이완으로 이주한 한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롱항을 통해 타이완에 첫발

설치된 경찰기구로는 경찰서·수상경찰서·소방경찰서가 있었는데, 각 기구는 독립
된 단위였다.
	1928년 4월 텐진天津에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한 신채호는 베이징北京 화
북물산공사華北物産公司에 근무하던 타이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린삥원林秉文과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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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디뎠다. 일제강점기 지롱은 타이페이주臺北州에 예속되어 있었다. 당시 지롱에

같이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체爲替를 위조하였다. 위조한 위체
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신채호는 나머지를 소화하기 위해 일본 고베神
戶를

거쳐 모지門司에서 항춘환恒春丸에 승선하여 1928년 5월 8일 지롱에 도착하였다.

이미 중국대륙에서부터 신채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당국은 타이완총독부
에 신채호의 출발 일자와 탑승선박명을 타전하였고, 지롱항에 도착하자마자 수상경
찰에 체포되어 5월말 따렌大連으로 압송될 때까지 수상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신채호가 타이완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따렌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은 이유는 사건
의 발단이 된 위체 위조 장소가 중국대륙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상태	신채호가 체포되어 취조 받았던 지롱수상경찰서 자리에는 현재 지롱항무경찰국基隆
港務警察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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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있다.

지롱수상경찰서
(현 지롱항무경찰국)

∷가는길

항만

위도 25.13579°  N
경도 121.74596°  E

지롱항

지롱세관

로

중정

市政府

長榮호텔

信五路

시내

관련자료
•《조선일보》 1928년 12월 28일자, 「중국인으로 변장한 신채호 基隆서 피착」.
•독립기념관ㆍ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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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롱항만경찰국으로 사용 중인 지롱수상경찰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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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롱수상경찰서의 오른쪽 전경

지롱항이 보이는 지롱수상경찰서의 왼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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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물산공사 |
∷현 주 소	南京西路 344巷15號

∷옛 주 소 臺北市 建成町 一丁目 高麗公司
∷정

의 정석빈鄭錫彬이 운영한 고려물산공사의 지점이 있던 곳

∷관련내용 조선후기 이래 인삼은 한국을 상징하는 상품 중 하나였다. 기록된 사료는 거의 없지
만, 인삼상인 등은 이미 동남아는 물론 미주와 남미 등지로 진출하고 있었다. 중국
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진출한 인삼상인은 이곳을 거점으로 동남아 각처로 진출하기
에 이르렀다. 타이완에서 선흥사鮮興社라는 인삼농장을 운영한 한재룡韓材龍은 대표적
인 인물 중 하나였다. 베트남의 경우도 최준선崔俊善이라는 상인이 활동하는 등 고려
인삼의 효능에 현지인들의 이목을 받았다. 1930년 인삼상인이 《동아일보》에 투고
한 글에는 대략 500~600명이나 동남아지역에 거주할 정도였다. 1935년 10월 조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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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에서 발표한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국인은 2,783,254명에 달하였다. 이러
한 수치는 재외 일본공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실제는 이보다 훨
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주에서 발행된 《국민보》에 따르면 홍콩 7명, 마카오 3
명, 베트남 54명, 말레이 15명, 인도 13명, 필리핀 18명 등이었다.
	해외로의 한인이주는 국외 독립운동 기반을 확대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고려물산
공사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고려인삼을 판매하는 최대의 유한회사였다. 이 조직을
통해 한인들이 동남아 각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이 회사
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문일민文逸民 경우에도 고려물산공사
의 사원이었다. 고려물산공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
락망을 갖고 있었으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현재상태	현재 천수방千秀坊이라는 가라오케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태이다. 인근은 지금도 한약방거리로 유명하며, 고려인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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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물산공사 옛터(현 노래방)

위도 25.05352° N
경도 121.5122° E

法主公廟

11

남경대로

∷가는길

永安鍾錶

15

17

약재상

関普洋酒

宝島鍾錶公司

관련자료
•《동아일보》 1931년 1월 23·24일자, 「남양소식 불로초 행상인」.
•吳永燮, 「初代大統領就任式 갓가운 比律賓」, 《삼천리》 7-8, 1935.
•김상률, 「佛印탈출기」, 《삼천리》 12-10, 1940.
•한상우, 『오영섭 목사의 삶과 고뇌』, 시조사, 2003.
•김도형, 「1920년대 이후 동남아지역 민족운동」, 『1920년대 이후 일본ㆍ동남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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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물산공사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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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물산공사 소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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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흥사 추정지 |
∷현 주 소 臺北市 延平北路一段

∷옛 주 소 臺北市 上奎府町 1-7 鮮興社蔘莊
∷정

의 한재룡이 독립운동 자금 조달과 이주한인 직업을 알선하기 위해 운영한 인삼농장

∷관련내용 한말 의주나 개성 출신 인삼상인 등은 중국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국제적인 항구인 홍콩은 동남아 각처를 활동무대로 삼을 만큼 주요한 출구였다. 타
이완에서 선흥사鮮興社라는 인삼농장을 운영한 한재룡韓材龍도 이러한 인삼상인 중 대
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이주한인들의
친목과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재룡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19년 전
인 1903년경에 타이완으로 이주했다. 현지 적응에 성공한 그는 부를 축적한 대표
적인 재산가로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한재룡은 불쌍한 동포를 위하여 자신
동남아시아 - 타이완

의 사업을 망각하고 이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에서 자선가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
다. 1921년 당시 이주한인은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들 중 경상도 출신이 많
아 지롱基隆항을 ‘신부산新釜山’이라 불렀다. 이들 중 일부는 생업을 찾아 만주 등지에
서 한국인 창기 등도 포함되었다. 1930년 인삼상인이 《동아일보》에 투고한 글에는

II

대략 500~600명이나 동남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에
서 발표한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국인은 2,783,254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재
외 일본공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인삼상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
는 경우보다 각처로 이동하는 등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그런 만큼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주에서 발행된 《국민보》에
따르면, 홍콩 7명, 마카오 3명, 베트남 54명, 말레이 15명, 인도 13명, 필리핀 18명
등이었다. 1930년대 후반 타이완에 거주한 한인은 2,0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
인이주자 증가는 국외 독립운동 기반을 확대·강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선흥사는 타
이완 이주한인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관련자료
•《동아일보》 1922년 4월 13일자, 「韓材龍氏의 慈善心」.
•오영섭, 「초대대통령취임식 갓가운 比律賓」, 《삼천리》 7-8, 삼천리사, 1935.
•박윤원, 「대만에서 생활하는 우리 형제의 상황」, 《개벽》 13, 개벽사,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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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北市政府警察局
延平北路一段

台北地下街
(Y21)

선흥사 추정골목

長安西路

위도 25.05021°  N
경도 121.51210°  E

南京西路

∷가는길

선흥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연평북로 1단延平北路一段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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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흥사 소재지 골목과 교차되는 장안서로長安西路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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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흥사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타이페이시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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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국민일보사 구지 |
∷현 주 소 2 9, Duxton Hill(達士頓山 29號)
∷정

의 홍명희·정원택 등 독립운동가들이 동남아지역 독립운동기지 건설 등을 협의하였
던곳

∷관련내용 한일병탄에 분개한 금산錦山 군수 홍범식洪範植은 순국으로서 항거한 대표적인 관료였
다. 조야朝野 인사들은 충격과 동시에 스스로 자결·순국을 감행하는 등 의열투쟁으
로 이어지며 항일의식과 배일적개심은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홍범식의 아들 홍명희洪命熹는 망국의 현실을 통감하는 한편 식민지 민족문제에 적극
적인 관심을 표방하였다. 만주로 망명한 홍명희는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 등 중국 관
내를 돌며 새로운 독립운동방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상하이는 중국 혁명가는
물론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근거지나 다름없었다. 각국 조계지租界地는 망국인 활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동가에게 대외적인 외교활동을 추동시키는 ‘매력적인’ 장소이었다.
홍명희는 박은식朴殷植·신규식申圭植·신채호申采浩·문일평文一平 등과 동제사同濟社를 결
성하는 등 한인사회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이들 중 신규식은 중장기적인 독립운동
수행을 위해 군자금 모금을 위한 새로운 개척지로서 동남아시아에 주목했다. 신해

II

혁명辛亥革命을 주도한 중국인 동지들의 활동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신규식은 동료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모색하였
다. 1915년 3월 4일(음력) 홍명희는 김진용金晉鏞·김덕진金德鎭·정원택鄭元澤 등과 함께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쑨원孫文을 비롯한 중국 혁명
당의 활동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혁명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신
문·잡지 등 출판물 발간을 통한 선전활동에 앞장섰다. 이곳 활동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신규식과 홍명희 등은 현지 화교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독립운동을 진
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싱가포르 도착부터 킴퐁로金榜路에 새로운 거처를 정해 이사한 6월 중순까지 약 2개
월간 홍명희 등 일행은 이 건물 3층에 머물렀다. 이들은 국민일보사 관계자는 물론
실업가 등 유력인사들과 빈번한 교류를 병행하였다. ‘화교학교’인 계문학교啓文學校
방문은 국외 한인사회 민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얻기 위한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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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즉 이는 동남아에 거주하는 화교사회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제국
주의 세력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들에게 싱가
포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연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
다. 이곳이 중국혁명에 적극적인 화교들이 발행하던 혁명파革命派의 신문인 《국민일
보國民日報》의 발행소였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20년대 동
방무정부주의연맹 결성 등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상태 국민일보사 구지가 위치한 주변은 현재 싱가포르 차이나타운牛車水 중심가이며, 당시
건물은 더런탕德仁堂이라는 한약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홍명희 등이 거주하던 당시에
는 3층 건물이었지만, 1983년 상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2층으로 변했
다. 이때 원래 건물도 개·보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자료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강영심, 「1910년대 중국관내 항일운동」, 『국외항일운동 Ⅱ(중국·미주·일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박걸순, 「홍범식 순국 100년, 그 역사적 기억과 기념」, 《괴산문화》 18, 괴산향토사연구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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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한 국민일보사- 홍명희 거주지 |
∷현 주 소 5 0, Kim Pong Road(金榜路 50號)
∷정

의 홍명희 등이 2년 반 동안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지로 진출하여 현지 화교계 혁명세
력과 연대와 독립군 자금 모금을 위해 고무농장 운영과 인삼 수출을 도모했던 숙소
이자 중계 연락처

∷관련내용 1914년 10월 3일(음력) 홍명희 제안에 따라 일행은 동남아시아에 독립운동자금 마
련을 위한 독립군기지 건설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10월 6일 상하이 동지들과 작별
한 후 이튿날 싱가포르를 향해 곧바로 출발했다. 항해 도중 전염병 등이 창궐하여
홍콩과 말레이시아 산타칸山打根 등지를 거쳐 약 105일이라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
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일행은 1915년 3월 4일(음력 1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차이나타운인 우차수牛車水에 위치한 《국민일보》 발행소 3층에 머물렀다. 이들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은 국민일보사 사장인 레이티에야雷鐵崖의 배려로 상하이 신규식에게 향후 계획에 관
한 서신 등을 우송할 수 있었다. 또한 인삼업에 종사하는 의주인 유성풍劉聖豊이나 동
지 이정李貞 등 현지 한국인들로부터 각종 정보도 얻었다.
6월 13일(음력) 이들은 우차수 중심가에서 2㎞ 정도 서쪽에 위치한 금방로 50호에

II

있는 양옥 한 채를 빌어 1917년 12월 9일 홍명희가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이곳에
서 생활하였다. 양옥은 응접실·부엌·식당·서재·침실 등이 각각 1칸인 제법 큰 규
모였다. 침실은 4개 침대를 놓아도 여유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곳에 거처를 정
한 이후 싱가포르를 떠날 때까지 2년 반 동안 일행은 말레이시아·홍콩·태국·실
론·페낭·자바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은 물론 중국 화교계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
을 취하였다. 특히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하여 직접 말레이반도의 말라카Mallaca 근
처에 고무농장을 구입·운영하였다. 고무공장 설립과 주석광산 구입 등도 논의되었
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같다. 정원택은 일행과 함께 고무농장을
둘러본 후 동남아시아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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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 무더위는 언제라도 무더워 / 해는 다 가도 계절은 옮겨지지 않네.
옛 가르침은 실행키 어렵고 / 새로 만들어진 책은 오기심만 자아낸다.
춥고 더움이 한결 같이 변함없으니 / 봄과 가을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상 위에 있는 책력을 보고서야 / 비로서 어느 계절인지 알겠구나.

일행이 머물던 곳은 말레이반도를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거점지’였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와 연계 이후에는 안창호安昌浩의 이상촌理想村 건설
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곳은 유럽 등지로 유학을 떠나거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중계지’나 다름없었다.

∷현재상태 잘 정비된 주택가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길 건너편은 시장과 공원으로 우차수에
서 가까운 관계로 주민의 대부분은 중국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건물은 상태
로 보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하나 지번은 1910년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관련자료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도형, 「1920년대 이후 동남아지역 민족운동」,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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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퐁로 50호)

홍명희의 거주지이자 국민일보사 사무실이었던 Kim Pong Road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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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건물로 바뀐 국민일보사 구지 전경

Kim Pong Road 표지판과 거리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155 |

| 창이수용소(Changi Prison) |
∷현 주 소 B
 06, Upper Changi Road(樟宜北路 B06)
∷정

의 태평양전쟁기 ‘적성국민敵性國民’으로 분류된 민간인수용소로 한인 포로감시원들이
배치되었던 곳

∷관련내용 창이국제공항樟宜國際空港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창이감옥은 영국 식민지시기부터 사
용되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일본군은 군수물자 조달에 많은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유·광석·고무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동남아시아와 태
평양 군도로 진출을 서둘렀다. 일본군은 1942년 2월 15일, 일주일간 전투 끝에 싱
가포르를 점령할 수 있었다. 우수한 화력을 배경으로 점령에는 성공하였으나 중장
기적인 전쟁수행에 난간이 다가왔다.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8만 명에 이르는 전
쟁포로와 ‘적성국민敵性國民’인 민간인을 전장과 분리·수용하는 문제였다.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모든 전쟁 포로와 민간인 포로를 싱가포르 동북단에 위치한 창이감옥과 주변의 병
영兵營 등지에 국적별로 분산·수용하였다.
일대 포로수용소의 감시는 1942년 하반기부터 배치된 한국인 포로감시원이 주로
담당하였다. 창이감옥에 배치된 한인 포로감시원의 규모는 600명 정도였다고 한다.

II

이곳에 온 한국인 포로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연합군포로를 감시하고 강제노역에 동
원하는 문제였다. 일본의 패전 후 싱가포르에서 영국군 당국에 의해 싱가포르와 태
국 등지에서 근무했던 한인 포로감시원에 대한 전범재판이 열렸다. BC급 전범재판
에 회부된 한인 포로감시원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이곳 창이감옥에서 교
수형에 처해졌다. 이들의 이름과 사망 당시 나이 및 사형집행일은 다음과 같다. 김
귀호(29세, 1946. 1. 22), 강태협(25세, 1946. 1. 22), 장수업(26세, 1946. 1. 22), 김영주
(30세, 1946. 7. 30), 천광린(24세, 1947. 1. 20), 조문상(25세, 1947. 2. 25), 김장록(27세,
1947. 2. 25), 박영조(25세, 1947. 2. 25), 김택진(24세, 1947. 2. 25), 임영준(25세, 1947.
6. 18). 이들은 전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저지른 죄행으로 전범재판에 회부

되어 처형된 일본군 전범자 135명과 일본인 묘지공원에 합장되었다. 창이수용소는
한국인 포로감시원이 군속軍屬이라는 미명하에 집중 배치되었던 대표적인 포로수용
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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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1944년 5월 1일 창이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민간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라랑史拉
蘭수용소에

있던 연합군포로 1만 2천 명이 이곳에 수용되었다. 현재는 창이樟宜감옥·창

이樟宜여자감옥·탄나메라丹那美拉감옥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최근 옥사를 신축하여 기
존 건물들은 모두 헐렸으나 이전 감옥의 정문과 담장 일부는 감옥 좌측에 따로 보존되
어 있다.

관련자료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內海愛子, 「前後處理와 朝鮮人 BC級戰犯」, 《역사평론》 508, 역사과학협의회, 1992.
•채영국,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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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수용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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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창이박물관 내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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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박물관 내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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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묘지공원 |
∷현 주 소 C
 huan Hoe Avenue(泉和道) 825B
∷정

의 일본이 자국인 전범자와 함께 한국인 군속 일부를 매장한 공동묘지

∷관련내용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5월부터 한반도에서 일제 식민당국은 육군성 계획
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지에 운영 중인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기 위해 포로감시원을
모집하였다. 강요된 지원에 의해 모집된 3,223명의 한인들은 부산 서면에 있는 노
구치野口부대에 집합되었다. 이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포로감시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훈련을 받았다. 남양 각지 포로수용소로의 본격적
인 배치는 194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배치된 인원은 자바 1,400명, 싱가
포르를 포함한 말레이반도 600명, 태국 700명 등이었다.
한인 포로감시원들은 일본군 군속 신분으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본군 명령에 따랐다. 주요 임무는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도로·교량·비
행장 건설에 동원하는 문제였다. 할당된 작업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한
인 군속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에 한인 포로감시원들은 부득불 작업을 게을리
하거나 불평하는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고문 등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

II

‘콰이강의 다리’는 이러한 포로들 희생에 의하여 건설된 피어린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한인 포로감시원 가운데 129명은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
쳐 BC급 전범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연합군 포로들은 자신들에게 신체적인 위협이
나 생명을 위협한 장본인으로 한국인을 지목하였다.
한국인 포로감시원은 결국 자신들이 근무했던 포로수용소에 오히려 전범으로 수용
되었다. 이들 중 23명은 차례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절반에 가까운 10명은 창이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김영주(30세)·임영준(25세)·천광린(24세) 등 10명의
유해는 따로 매장하지 않았다. 일본군 전범자 135명과 함께 일본인 묘지공원의 합
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묘지공원 규모는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
하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 피해자로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상태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편으로 일본 민간인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묘역 중앙에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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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전쟁기 사망한 일본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 그 뒤편으로 한국인을 포함
한 BC급 전범 사형수들의 위령비가 있다. 여러 명의 묘지 관리인이 있어 전체적으
로 잘 보존된 상태이다. 한국인 포로감시원 위패의 국내송환은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관련자료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內海愛子, 「前後處理와 조선인 BC급전범」, 《역사평론》 508, 역사과학협의회, 1992.
•채영국,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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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s Ave

일본인묘지공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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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포로감시원 묘비가 있는 묘지 전경

한인 포로감시원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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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인묘지공원이 위치한 Chuan Hoe Avenue 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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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묘지공원이 위치한 Chuan Hoe Avenue 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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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중화기독청년회관 |
∷현 주 소 9 5 Jalan Padang Belia 50470 Kuala Lumpur
∷정

의 정원택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자금 모금을 준비했던 곳

∷관련내용 이곳 쿠알라룸푸르吉隆坡 YMCA는 1905년경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1908년 3개 동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는 한편 중
국 혁명자들에게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싱가포르가 중국 혁명운동의 중심지
로 부각되자, 상하이 등지에 거주하던 한국인들도 중국인의 소개를 받아 동남아시
아로 진출을 모색하였다. 중국 혁명파의 선전활동과 독립운동자금 거점인 싱가포
르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중간 연락처였다. 홍명희 등 일행은 국민일보사 임직
원의 도움으로 이곳에 거점을 마련했다. 이를 중심으로 말레이반도나 베트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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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미얀마·태국 등지로 진출하여 한인사회 결속을 도모하였다. 또한 상하이上
海·베이징北京

등지 독립운동세력과 서신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한국독

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위한 방략도 수립하
였다. 정원택은 음력 1916년 3월 25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을 무
렵 이곳에 자주 머물렀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혁명가들과 더불

II

어 협의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 하였다. 고무농장 경영은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

∷현재상태 건물 등은 온전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건물은 쿠알라룸푸르YMCA 본부로 사
용하면서 사회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노약자를 위한 건강검진과 무료의료시
설을 잘 갖추어 이용자가 상당하다. 증개축한 부분은 여행객을 위한 숙소인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국민일보》 1916년 8월 29일자, 「國語夜學之發達」.
•《국민일보》 1916년 9월 18일자, 「南洋華僑敎育界之福音」.
•《국민일보》 1916년 10월 3일자, 「南洋 熱誠助學」.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국가보훈처, 1974.
•Jimmy Ho Kok Jin 면담 (Kuala Lumpur YMCA,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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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쿠알라룸푸르 중화기독청년회관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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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쿠알라룸푸르 중화기독청년회관

Jalan Padang Belia에 위치한 쿠알라룸푸르 중화기독청년회관의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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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 중화기독청년회관(Ipoh China YMCA) |
∷현 주 소 말
 레이시아 이포 (Lorong Good YEAR Laist 거리)
∷정

의 정원택 등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곳

∷관련내용 이포(怡保；Ipoh)는, 말레이시아 페락주의 주도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남북 고속도
로를 거쳐 약 200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 통상 ‘이포’라고 하면, 도
시에 인접하는 Chemor, Jelapang, Falim, Menglembu, Tanjung Rambutan 등
소규모의 마을을 포함한, 이포 시청사 및 Dewan Bandaraya Ipoh의 관할하의 지
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이포는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킨타강에 의해 분할된 구
시가와 신시가를 가리켰다. 신시가의 곁에 위치하는 그린 타운은 1980년대 후반부
터, 정부의 낡은 숙소로부터 자주 구시가와 신시가를 연결시킬 정도로 이포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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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업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포는 이전부터 주석광을 추출하는데 사용된
거대한 채굴 펌프로부터, 화교에 의해 발전된 신흥도시였다. 또 주석광산 개발에 의
한 성공과 재산을 나타내는 ‘주석성’ 또는 ‘대부호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다.
정원택은 음력 1916년 3월 29일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머물렀다. 같은 해 12월 28
일에도 이포에 이르러 청년회관에서 유숙하는 등 자주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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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혁명가들 지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일제는 패망을
앞둔 시점에 교회 건물 등을 일부 철거하였다.

∷현재상태 건물상태는 양호하게 보존된 상태이다. 현재 혼다HONDA·야마하YAMAHA 대리점 등
오토바이와 기계부품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외국인학교(ANGLOCHENSE SCHOOL)와 교회기념관 등이 남아 있어 이곳이 당시 화교들의 생활·문화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자료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4.
•梁耀基(WAN THONG CHOON, 2010년 9월 현재 70세) 현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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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 중화기독청년회관이 있었던 곳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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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포 중화기독청년회관 구지 오른쪽의 전경

이포 중화기독청년회관 구지의 왼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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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 중화기독청년회관 구지 맞은편에 있는 ANGLO-CHENSE SCHOOL

현재의 Ipoh YMCA 건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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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훔볼트대학(구 베를린대학) 문서보관소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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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볼트대학(구 베를린대학) 문서보관소 입구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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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록

| 훔볼트대학 문서보관소 소장 한인학생 자료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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