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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수천년간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각자 고
유한 문화를 지키고 보듬어 가는 양국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가 중국에서 다시 한번 재생
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으며, 이를 중국인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지가 갖는 의미 또
한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한중양국이 과거 항일투쟁의 빛나는 인류애 현장을 복원하고 미래에 대
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항일사적지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중
국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의 활동 무대이자 중국의 고
도古都인 서안지역과 조선의용대와 중국이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한 연안 및 태항산 지역의
사적지를 심화·신규 조사했습니다. 특히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서안 이부가二府街 4호
와 한국광복군 2지대 본부와 훈련터인 두곡진杜曲鎭은 현재도 기억하는 중국인들이 많아 한중
양국의 공동항일투쟁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항산지역은 한중양국이 함께 공유한 사적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윤세주 열
사와 진광화 열사가 묻혀 있는 곳에는 지금도 북경대학의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육사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순국한 북경의 일본헌병대 감옥 구지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연구원과
함께 새롭게 조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러시아로 한인이 이주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던 연해주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많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개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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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한촌을 비롯하여 안중근 등 항일의병의 전초기지였던 연추 등이 연해주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 무대였습니다. 2011년 한국의 유관기관 및 유니베라 현지 법인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인류애 실현 장소를 새롭게 단장하여 단지동맹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단지동맹 공원은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말의병의 상징 의암 유인석의 유적지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13도의군을 편성했던 재
피거우를 비롯하여 《우주문답》을 저술했던 운현, 최후의 거주지 목화촌 등지가 새롭게 조사되
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무관이자 독립운동가인 추정 이갑이 묻혀 있는 우수리스크의 묘
역도 새로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한인 이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수확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묻혀있어서는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석도 원석일 때보다 그것을
가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그 가치가 인정되듯이 한국독립운동의 사적지도 세상에
드러내어 인류평화의 자양분으로 쓰일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12년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한 국가보훈처 관계자 여러분과 현지 실태조사를 통
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위원을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
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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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북 _ 서안·연안·태항산·보정·북경

중국 화북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화북은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하북성·산서성·산동성·하남성 등을 일컫는다. 한국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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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화북은 한국광복군·조선의용대의 활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회영·신채호 등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저항한 곳이기도 하다. 1919년 3·1운동 전후 독립운동가들이 형
성한 한인커뮤니티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 세력의 부식에 의해 친일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1920년대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되었고 ‘이상향’을 지향했던 천진과 내몽고 지역에서도 중일전쟁
이후 더 이상 독립운동의 기운이 넘치지 못하였다. 침략과 저항의 한복판에서 화북지역의 한인
사회는 또 다른 굴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인사회
안의 독립운동가들은 화북지역에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다. 화북지역 한인사회의 시기별,
세부 지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일전쟁 이전 시기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화북지역의
중심인 북경과 천진 지역은 상해지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곳이었다. 화북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은 만주지역
의 정세불안으로 이주한 세력과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
한 세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생활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대표적 독
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만큼 화북지역 한인들은 ‘망국노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 한편으로 북경과 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 대동과 장가구, 내몽고
포두까지 한인 거주지의 외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침략과 굴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가 빠르
게 화북지역을 점령하면서 한인들 또한 이들을 따라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거주지의 외연 확대는 또 다른 굴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인 소자본가의 등장도 일제의 군수
산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으며, 아편밀매와 같은 부정 업자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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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세력권 안에서 또는 일제 기관의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었던 한인단체들의 성격은 일제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 가운데 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인사회는 건강한
모습 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정형화되어 갔다.
한국독립운동은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지역은 항일무장투쟁의 주된 활
동지였다. 1938년 10월 호북성 무한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인 독립운동부대였다. 조선의용대원들의 항일투쟁은 중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
후 항일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1930년대 한국독립운동은 중국지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
의 만주침략과 이듬해 3월 만주국 성립은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세력에게는 크나큰 시련의 시
작이었고, 1933년 무렵 민족주의 세력의 대부분은 관내로 이동해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독립운동의 외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북경 근교 노
구교蘆溝橋를 침략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용대의 화북지역에서의 활동은 중국공산당이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
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중국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일보』에 조선청년연합회의 진찰기지회 성립에 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린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신화사 전문으로 보도된 『해방일보』 기사에는 조선청년연합회 진찰기 지회가 한중 두 민
족의 청년들이 항일공동작전을 수행하여 일본파시스트를 타도하는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으
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해방일보』 1942년 7월 31일자에는 윤세주와 진광화를 비롯
한 조선의용대원들의 합동장례식 거행 예정 기사가 게재되었다.
요컨대 한중공동항일투쟁은 중국인들에게 자국민들의 항일투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
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원들의 활동은 동방피압박민족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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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도 되었다. 신문에 게재된 조선의용대원들의 활동과 희생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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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던 한국독립운동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바로
한중 연합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윤세주·진광화 묘역은 지금도 한중우의를
다지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광복군은 성립 직후 화북지역으로 이주하는 한인청년들을 초모하기 위해 섬서성 서안으
로 총사령부를 이전하였다. 서안은 섬서성의 성도이자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면서 미처 점령하지
못한 곳으로 한국광복군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한국광복군이 지속적으로 초모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서성과 수원성(지금의 내몽고자치구), 하남성과 연결된 서안에 거점을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1 또한 독립운동단체가 이미 활동했던 역사적 경험도 작용하
였다.
1939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서안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호종남胡宗南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0년 1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대해서
는 서안의 『서경일보』가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들은 주로 ‘조선의 딸’과 같은 연극을 공연하면
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렸다. 한편으로 잡지를 발간하여 한중 양국의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알렸다. 이처럼 서안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활동
근거지로서 손색이 없었다.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성립 1년 전부터 서안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초모·선전활동을 전
개하면서 서안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장병모집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
단하여 서안에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 조직과 인원을 보면 최소한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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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구는 당시 중국 국민당 중앙조직부장이었던 주가화에게 서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한
국광복군의 현실을 전했다. 11월 17일 중경을 출발하여 동월 29일 서안에 도착한 일행은 총사령
부 건물을 서안시 이부가 4호에 마련하였다. 잠정부서가 설치되고 나서 군사특파단은 해체되고
특파단장 조성환은 1941년 1월 중경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화북지역은 한국독립운동의 전초기지
가 되었다.

13 |

서안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본부터 |
∷현 주 소	陝西省 西安市 長安縣 杜曲鎭 杜曲糧站
∷정

의 한국광복군 제2지대(지대장 이범석)가 주둔했던 곳

∷관련내용 한국광복군 창설 초기 제2지대는 중경에서 서안으로 이동하였던 총사령부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지대장은 공진원, 간부는 나태섭·고시복·지달수·유해
준 등이었으며, 이들은 제2지대의 창설요원이었다. 그 후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
중국 화북 - 서안

국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제2지대는 새롭게 조직을 일신하였다. 즉 제2지대는 1942
년 4월 22일, 초기에 편성되었던 광복군 1지대(산서성), 2지대(수원성 포두), 5지대(서
안)가 통합되면서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1지대가 되면서

I

종전 지대의 개편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5지대 내에서 지대장 나월한
암살사건이 일어나 광복군의 주력부대인 5지대가 동요하자, 광복군은 이를 수습하
기 위한 조치로 기존 3개 지대의 통합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제2지대는 이범석 지대장을 중심으로 대원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대편제는 본
부격인 총무조와 정훈조로 크게 나뉘고, 그 산하에 3개 구대가 설치되었으며, 각 구
대는 3개 분대로 이뤄졌다. 제2지대는 창설 직후 서안시내 이부가 4호에 있던 광복
군총사령부와 함께 주둔하고 있다가, 1942년 9월 광복군총사령부가 중경으로 이전
한 뒤로는 주둔지를 서안시 외곽에 있는 두곡진으로 옮겼다.
	제2지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전개했던 것은 화북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
모활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병력을 증강시켜 나갔다. 초모된 인원들은 ‘한국청년훈
련반’에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뒤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되었다. 제2지대원
들은 군사특파단과 전지공작대에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활용하였다. 대
원들은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하였으며, 14명은 영어가 가능하기도 했다.
영어가 가능한 대원들은 대학출신자들이었고, 이들은 중경에 머물고 있던 학도병
출신들과 함께 제2지대가 미국과 OSS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가 되
었다.
	제2지대는 성립 이후 지속적인 초모활동을 통해 비교적 많은 대원을 확보할 수 있
었다. 확보된 대원들은 지대본부 및 구대와 분대로 배치되었다. 1945년 4월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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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의하면 제2지대의 인원은 지대장을 비롯하여 장교와 사병 185명이었다고 한
다. 1945년 4월 OSS훈련을 받기 위해 중경의 토교대에 있던 한광반 출신 김준엽,
장준하, 김유길, 노능서, 석근영, 홍기화, 김성환, 김성근, 김영호, 이계현 등을 비
롯한 19명이 서안으로 와 제2지대에 합류하였다. 1945년 9월 당시 제2지대 인원은
250여명이었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없어지고 현재 양곡창고가 되어 있으며,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건물 자리가 양곡창 서쪽에서 동향으로 약간 경사진 형태로 양곡창고 마당 내에 존
재한다. 2010년 이후 섬서성과 서안시 정부에서 두곡진 한국광복군 본부터에 기념
동판 및 표지석 설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한상수, 『독립운동유적지 문견록』, 문음사, 1998.
•김우전, 「한국광복군 항일전적지 조사 보고」, 《순국》 132, 2002. 1.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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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4.10276°  N
경도 109.00710°  E

양곡창고

한국광복군
제2지대 본부터
사무실
정문

흥교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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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제2지대 본부터 전경(두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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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지대 본부터(두곡진)

제2지대 본부터(두곡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19 |

|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거주지 |
∷현 주 소	陝西省 西安市 長安縣 杜曲鎭 桃溪堡 64-65號
∷정

의 한국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이범석이 거주했던 숙소

∷관련내용 1942년 4월 한국광복군 제1·2·5지대가 제2지대로 통합되고 중경에 머물고 있던
이범석 장군이 1942년 10월 서안으로 건너오면서, 제2지대 편제가 이뤄졌다. 두곡

	철기 이범석(1900~1972)은 1915년 여운형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운남강무당을 졸
업하고 만주로 진출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20년 10월 김좌진 북로군정
서 총사령관의 부관으로 활약하였으며, 1934년 낙양군관학교 한적 군관대장을 역임
했다.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창설된 뒤 참모장을 거쳐 제2지대장에 임

I

중국 화북 - 서안

진 도계보의 가옥이 이때 이범석이 머물렀던 숙소이다.

명되었다.
	숙소는 제2지대 본부에서 남쪽으로 약 2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범석 가
족뿐 아니라 여비서인 민영주도 함께 거주하였다. 현지 촌로들은 당시 이범석 장
군 관사에 있던 큰 개 두 마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조선 여인들이
중국 여인들과 달리 아기를 등에 업고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녀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다.

∷현재상태 2002년 조사 당시 5~6년 전에 옛집이 헐리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64-65호에 이범석의 숙소가 있었는데, 건물은 64호 자
리에, 대문은 남쪽으로 길을 향하여 나 있었다고 한다. 2012년 6월 현재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이범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우등불(李範奭, 思想社, 1971)
•김준엽, 『장정』 하, 나남, 1989.
•김우전, 「한국광복군 항일전적지 조사 보고」, 《순국》 132,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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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거주지
64호

∷가는길

위도 34.09824°  N
경도 109.01307°  E
제2지대
본부터

←서안

흥교사→

새로 신축된 이범석 거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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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범석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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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 |
∷현 주 소	陝西省 西安市 北大街 二府街 4號
∷정

의 1941년 초부터 1942년 9월까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

∷관련내용 1940년 9월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대일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11월 서안에 전방사령
부를 설치하였다. 적은 인원으로 하향식 부대편제를 구성한 한국광복군으로서는 병
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다. 한국광복군은 적극적인 모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총
중국 화북 - 서안

사령부를 서안으로 이전하였다. 서안은 화북이나 동북방면으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
지대로 적 후방에 대한 공작 및 작전지점으로 적합했다. 당시 서안에는 호종남을 총
사령관으로 하는 제2전구 전신인 제34집단군 군사위원회의 행영이 주둔한 곳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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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많은 한인들이 화북지방에 이주하여 거주하
고 있었는데, 광복군으로서는 서안이 이들 한인들에 대한 초모, 선전활동을 전개하
기가 적합한 곳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미 1년 전 이곳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초모, 선전활동을 전개하면
서 서안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서안으로의 총사
령부 이전을 결정된 것이었고, 부관처장 황학수를 총사령 대리로 한 서안총사령부
잠정부서가 편성되었다. 이 잠정부서는 중경의 총사령부 인원과 서안의 군사특파단
인원을 합쳐서 편성된 것이었다. 서안총사령부는 전방사령부 및 전선사령부의 성격
이 강했다. 서안의 전방사령부는 처음에 통제방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가, 늦어도
1941년 초에는 이곳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이부가 4호로 옮겼다.
	서안에 총사령부가 설치되면서 한국광복군의 본격적인 군사활동이 추진되었다. 서
안총사령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지대의 편성이었다. 총사령부는 사병의 모집
및 훈련, 선전과 정보수집, 적정 정찰, 필요에 의한 유격전의 수행이라는 당면 임무
를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광
복군 제2지대 본부도 함께 있었으며, 서안총사령부는 제2지대가 두곡진으로 근거지
를 옮기면서 1942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하였다.
	1942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할 때까지 광복군총사령부는 이곳을 거점으로 일본군 점
령 지역 내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초모공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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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한국광복군은 창설 1년여 만에 3백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확보하였다.

∷현재상태 본래 목조 2층 건물이었으나, 1995년경 북대가 도로확장 당시 도로에 편입되어 현
재는 건물이 남아있지 않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준엽, 『장정』 하, 나남, 198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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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

∷가는길

위도 34.27439°  N
경도 108.94971°  E

인민법원
29호
이부가
5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
통제방가

I

중국 화북 - 서안

북대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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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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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 나가평 조선혁명군정학교 |
∷현 주 소	陝西省 延安市 橋溝鎭 羅家坪村
∷정

의 화북 각지에 있던 의용군 대원들이 태항산을 떠나 연안으로 이동하여 군사간부 양성
교육을 받았던 조선혁명군정학교 터(1944. 9~1945. 9)

∷관련내용 연하와 남천이 만나는 보탑산 아래로 부터 걸어서 30여분쯤 비행장쪽으로 내려가다
가 다시 오른편으로 꺾는 길을 따라 가면 연하 위에 놓인 시멘트 다리를 만나게 되
중국 화북 - 연안

는데, 이곳이 바로 연안시 보탑구 교구진 나가평촌이다. 나가평은 연안 시내에서 동
쪽으로 4km 떨어진 시골마을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연락중심지였
다. 태항산에 머물고 있던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 학생들은 1944년 1월 태항산을 떠

I

났다. 대원들은 2천여 리를 행군한 끝에 1944년 4월 연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을 기
다렸던 것은 교육에 적합한 학교가 아니라 경제적 궁핍이었다. 학생들은 도착하자
마자 먼저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대원들은 대오를 나누
어 식량 확보를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으며, 식당 마련을 위해 벽돌
을 만들었고, 옷을 만들기 위해 물레를 저었다. 나가평의 조선혁명군정학교는 1944
년 9월 중순 착공하여, 1944년 12월 10일 교사와 강당·숙소 등의 건물을 준공하고
1945년 2월 5일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개교식에는 중국 팔로군 총사령 주덕과 섬감녕변구 주석 임백거 등도 참석하여 축하
를 해주었다. 미국인까지 참석하여 축하연설을 했다는 점은 군정학교의 정식개교가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지 대원들을 한 곳에 집결하여 훈련
을 개시하였던 것은 물론 일제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 위
해서였다.
	1996년 7월 1일 연안지구문물관리위원회에서 세운 기념비에는 중국어로 다음과 같
이 나가평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혁명군정학교는 1942년 11월 화북 태항산구에서 설립되었는데 1944년
1월 3개월의 행군을 거쳐 학교는 태항산구를 떠나 4월 7일 연안에 도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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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촌에 머물렀다가 9월 이 자리에 새로 지은 학교 교사로 옮겼다. 학교는
12월 10일에 완공되었다. 1945년 2월 5일 성대한 개학식이 있었다. 주덕·임
백거·오옥장·서특립이 개교식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다. 학교 교장은 백연이
고 부교장은 박일우였다. 학교의 취지는 간부양성과 조선민족의 해방이었다.
맑스주의 철학과 정치경제학·군사학·일본문제·조선문제를 비롯한 과목을 설
치했다. 박일우는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에 열석하였고 5월
21일 전체대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하순 학교 기관을 연안을
떠나 조선 북부로 옮겨갔다. 지금 유적지에는 돌로 쌓은 토굴집 네 개와 보통
토굴집 일부가 남아 있다.

	군정학교는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군사간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원은 학생 240여 명, 교관 및 지원인력 40여 명 등 도합
28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장으로는 김두봉, 부교장 겸 조직교육과장으로는 박일
우, 부교장 겸 학도대장으로는 박효삼, 조직교육과장과 부과장으로는 주춘길·허정
숙·정율성, 총무과장으로는 주덕해가 업무를 맡았다. 한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
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한국근대사 및 혁명문제 등의 정치과목을 가르쳤다.

∷현재상태 조선혁명군정학교의 교사 2동과 강당 1동은 없어졌고, 당시 숙소로 사용했던 窯洞
(굴집) 9동만이 산중턱에 남아 있다. 예전에 사람들이 거주하였지만 현재는 빈 상태

로 방치되어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최국철, 『주덕해평전』, 민족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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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요동)
나가평촌

위도 36.60997°  N
경도 109.52096°  E
조선혁명군정학교 기념비

I

중국 화북 - 연안

← 천구촌

나가평 조선혁명군정학교 기념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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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평연하대교

∷가는길

연안 시내 →

나가평 조선혁명군정학교 기념비와 나가평

나가평 조선혁명군정학교 숙소(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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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구촌 조선의용군 주둔지 |
∷현 주 소	陝西省 延安市 川口鄕 川口村
∷정

의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생도를 비롯한 조선의용군 대원들이 9월 나가평으로 이동하
기까지 5개월간 주둔하였던 장소

∷관련내용 태항산에서 연안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천구촌이다. 조선의용군의

I

중국 화북 - 연안

연안 첫 주둔지였던 천구촌은 연안시를 가로지르는 연하를 따라 나가평에서 동쪽으
로 3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천구촌은 나가평보다는 넓은 평지가 펼쳐진
산간마을로, 천구촌 연하대교 건넛마을 입구 산 중턱에 당시 조선의용군의 거처로
추정되는 요동窯洞이 8~9개가 남아있다.
	천구대교를 건너면 왼편에 2007년 5월에 연안시 문물국에서 건립한 조선의용군구
지 기념비가 서있다. 현지 노인들은 조선의용군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조선의용군구지 기념비 부근에는 조선의용군들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다. 천
구촌 조선의용군들이 직접 파서 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동은 8개 정도만
밖으로 노출되었으며, 나머지는 풀로 가려져 있다.
	요동은 아늑한 공간에 온돌처럼 불을 때 난방을 하고 있었으며, 4명 이상이 거주하
기에는 불편한 크기이다. 가마솥이 아궁이 위에 있어 한국의 시골집을 연상케 한다.
이는 연안지역의 흙이 점착력이 뛰어난 황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약 2.5m
높이의 천정은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요동에서 보면 앞의 전
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천혜의 요새처럼 느껴진다.

∷현재상태 조선의용군 대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요동窯洞은 쇠락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2007년 연안시 문물국에서 기념비를 건립하여 천구촌 다리 입구에 세
워 놓았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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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촌

∷가는길

조선의용군 거주지(요동)

위도 36.63981°  N
경도 109.56792°  E
우물

←연안비행장

조선의용군구지기념비

연안시내→

천구촌 주둔지 앞에 건립된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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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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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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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촌 기념비 및 천구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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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노신예술문화원 구지 |
∷현 주 소	陝西省 延安市 橋兒溝鎭
∷정

의 정율성이 재직하면서 <팔로군대합창>을 작곡한 곳

∷관련내용 연안 노신예술문학원 건물은 1934년 천주교당으로 준공되어, 중국공산당의 연안
대장정 이후 1937년 1월부터 1939년 2월까지 중국공산당 중앙당 학교의 강당으로

I

중국 화북 - 연안

사용되다가, 1939년 11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노신예술문학원 강당으로 사용되
었다. 또한 중국공산당 6기 6중전회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도 노신예술학원 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당 건물 뒤편으로 과거 정율성
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원 사택이 남아있다.
	정율성은 1933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망명길에 오른다. 정율성은 김승곤 등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 제2기생으로 독립운동의 전선에 동참하였다. 그는 주로 군사, 정
치학 등을 교육받았으며, 군사과목에는 전술학·지형학·간이측량학· 보병조전·사
격·폭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율성은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특히 국제가·적기
가·소년선봉가·최후의 결전 등을 애창한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혁명가요의 창작
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38년 8월경 노신예술학원을 졸업한 정율성은 항
일군정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중국인의 감수성과 정서를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한인韓人의 정서를 유지하면서 혁명가요 제작에 전
념하였다.
	정율성은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연안의 정세 분석을 통해 조국독
립과 중국에서의 혁명적인 성공을 위해 독립운동단체들의 대동단결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세상에 나왔다.
1939년 1월에 작성된 호소문은 조선의용대 기관지인 『조선의용대통신』에 실렸다.
이는 당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 노력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정율성은 ‘팔로군
대합창’ 외에도 1938년 노신예술문학원 음악학부 재학시 ‘연안 송가’를 작곡하였다.
	당시 섭이聶耳와 선성해冼星海 등의 작곡가들은 합창곡을 많이 만들어냈다. 정율성 역
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항일군정대학에서 합창단을 지휘하며 대
중적 음악활동을 전개하였다. 1939년 8월 시인 공목公木을 찾아가서 「팔로군대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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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路軍大合唱」을

시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목은 자신의 전투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를 완성하였다. 공목의 작시를 받아
든 정율성은 9월경에 작곡을 완성하였으며, 1940년 초 연안중앙대강당에서 「팔로군
대합창」을 초연하였다. 총 8곡으로 구성된 「팔로군대합창」에는 후일 중국인민해방
군가로 불린 팔로군행진곡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정율성은 항일투사로서의 면모
도 잃지 않았다. 정율성이 군정학교 연안총교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연안에서 활동할 때 조선혁명간부학교의 건립을 주장할 정도로 체계
적인 군사훈련을 통한 인재 배양에 힘썼기 때문이었다.

∷현재상태 잘 보존되어 있음. 정율성이 머물렀던 숙소는 현재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周隨新 主編, 『延安革命舊址』, 陝西旅遊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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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음악실

구지

위도 36.62163°  N
경도 109.52045°  E

기념관 진열관

∷가는길

I

중국 화북 - 연안

← 연안시내

노신예술문화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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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당
도
로

나가평 →

노신예술문화원 박물관(왼쪽)

노신예술문화원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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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항산

|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
∷현 주 소	河北省 涉縣 石門村 太行山麓
∷정

의 조선의용대원인 윤세주 및 진광화 등의 반제국주의와 한국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
해 한단시에서 건립한 기념관

∷관련내용 태항산 일대는 조선의용대의 주력인 무정과 박효삼·최창익이 활동하던 곳이다.
중국 화북 - 태항산

중국의 팔로군 129사단(사단장 劉伯承, 정치위원 鄧小平)의 활동지역이기도 하다. 태
항산은 팔로군 전방 총사령부가 소재한 곳으로, 팔로군 항일투쟁의 중심지였다.
1941년 6월 조선의용대 주력부대는 태항산에 도착하였다. 태항산은 조선의용대
의 활동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북조선혁명청년들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담당

I

했다.
	일본군은 1942년 5월 화북의 주력부대를 이동하여 팔로군 태항산 근거지를 대대적
으로 공격하였다. 이 때 동원된 일본군은 약 4만 명이었으며, 전차와 비행기까지 동
원하였다. 5월 초순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소탕전’이 중순을 넘어서 하순에 이를 즈
음 적의 포위망은 최후의 일선까지 압축되어 팔로군 총사령부와 의용대 지대부가
있던 마전 조차 일본군의 대포 사격권 내에 포위당하였다. 팔로군 총사령부는 어느
한 지점을 공격·점령하여 위기의 땅에서 탈출하고자 의용대에게 두개 고지를 점령
할 것과 포위당하고 있는 전군이 탈출할 때까지 그 고지를 사수할 것을 명하였다.
소탕전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이른바 반소탕전 역시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1942년 5월 24일 팔로군 심장부인 전선총사령부에 일본군이 밀려들기 시
작하였다.
	조선의용대의 주축인 윤세주·김두봉·진광화는 ‘소탕전’이 진행되면서 일본군의 추
격을 뿌리치면서 이동하였다. 하지만 1942년 5월 28일 새벽녘 윤세주와 진광화는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어 대치중 총에 맞아 진광화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으며, 윤
세주는 최채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였다. 최채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
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석정 동지와 나란히 행군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진광화가 걸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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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답니다.(중략) 헌데 한참이나 미친듯이 총질하던 놈들이 내가 죽은줄 알았던
지 사격을 멈췄습니다. 놈들이 떠나자 나는 석정이 뛰여가던 길을 따라 가면
서 살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는 허벅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석정을 발
견했습니다. 그때가지도 석정의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
는 가슴이 마구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옷을 찢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려
하지 석정이 나를 밀쳤습니다. ‘그럴 새가 없소.’ 진광화 동지가 어떻게 되었
는지 가보고 오오. 아래서 악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소. 빨리 가보오.

	윤세주·진광화의 장례식에는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朱德이 추도사를 읽었다. 그는 숭
고한 국제정신에 입각해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조선의
용대의 애국적 기개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주의 연대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의 관
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에는 조선의용대의 5년간의 활동상도 크게 작용
하였다. 또한 그들의 희생이 한국과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며 조국
해방을 위해 일치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한중공동항일 투쟁과정에서 순국한 윤세
주와 진광화의 모습은 중국인들에게는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현재상태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독립기념관에서 2011년 전시지원을 통해 많은 한국인과
현지 중국인들의 애국교육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기념관은 양국이 공동으로 항
일투쟁사를 기념하는 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자료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유연산, 『불멸의 영웅-최채』, 민족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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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권현

∷가는길

진광화 윤세주

위도 36.67802°  N
경도 113.55299°  E

조선의용군 기념관

공터

I

중국 화북 - 태항산

↓석문촌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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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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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대 표어 |
∷현 주 소 山西省 左權縣 麻田鎭 雲頭底村
∷정

의 조선의용대가 거주하면서 항일선전을 선전하기 위해 쓴 표어

∷관련내용 태항산 항일근거지에서 조선의용대는 대적선전과 정보수집·포로교양·간부양성 사
업을 진행하였고, 전투에 참가하거나 생산운동을 진행하였다. 운두저촌에는 당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운두저촌에 주둔하였던 시기는 1941년 말에서 1942년 5월
까지였다. 화북지구로 북상하여 조직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1년 12월 일본
군을 맞아 호가장전투·형대전투 등을 치른 이후 1942년 5월 이른바 ‘반소탕전’까지
반년 남짓 이곳에서 주둔하며 활동하였다.

I

중국 화북 - 태항산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문루에 써놓은 표어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운두저촌 서남단의 마을 입구에는 작은 문루가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를 남각南閣이
라고 한다. 밑 부분은 큰 돌로 쌓아 만든 아치형 문이었고 윗부분은 벽돌과 기와로
된 작은 누각이었다. 누각에는 토지신이나 재물신 소상이 있으며, 이 같은 문루는
이 지역의 독특한 풍습이기도 하다.
	마을 입구의 당집 누각은 1층 석조 아치문과 2층 벽돌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벽면에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써놓은 표어가 지금도 남아있다. 남쪽 벽에는
“왜놈의 上官놈을 쏴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요!”라고 쓰였고, 북
쪽 벽에는 “조선말을 자유대로 쓰도록 요구하자! 前志願兵”이라고 쓰여 있다. 표어
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퇴색되었던 것을 최근 흰색 페인트로 새롭게 덧칠하였다. 문
루 옆에는 2002년 한국의 순국선열유족회와 좌권현 정부에서 세운 기념비가 있다.

∷현재상태 흰색 페인트 덧칠을 한 상태로 남아 있다. 누각의 상태가 좋지 않아 쇠로 고정하
였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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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대 표어(누각) 및
조선의용대 주둔지 구지 기념비

∷가는길

위도 36.76825°  N
경도 113.5084°  E
조선의용대 주둔지
공터

고목(느티나무)

순국선열전적비
↓마전진

운두저촌 입구 조형물

조선의용대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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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북 - 태항산

I
조선의용대 표어가 있는 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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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대 표어가 있는 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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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혁명군정학교 |
∷현 주 소	河北省 涉縣 河南店鎭 南庄村
∷정

의 1944년 1월 조선의용군의 주력이 연안으로 떠난 이후, 태항산으로 들어온 조선인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낡은 절간을 수리하여 군정학교를 세운 장소

∷관련내용 청장하 기슭에 자리 잡은 하남점진은 섭현 중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I

중국 화북 - 태항산

있다. 하남진 정부 동쪽에서 10여 분 도보로 이동하면 남장촌에 이른다. 중조한우
의기념대가 있는 공터 한쪽에는 남장 유아활동센터가 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철대
문이 있으며, 안에 들어서면 작은 마당이 있고, 마당 서쪽 단층 벽돌집이 바로 조선
혁명군정학교 건물이다.
	1944년도 1월 조선의용군 주력이 연안으로 떠난 후, 조선인 청년들이 태항산으로
모여들자 무정은 그들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같은 해 9월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설
립하였다. 1945년 5월 당시 태항산지구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생도 수는 293명이었
는데, 그들은 수준에 따라 고급·중급·저급 반으로 나누어 정치학습과 군사훈련,
학생자치와 문화구락부 활동을 하였다.
	학교 구지 남쪽으로는 1944년 이후 일본군 지역에서 탈출하여 의용군에 합류해 들
어오는 조선청년들을 임시로 수용했다고 하는 토지묘(중국 토속신앙인 토지신을 모신
곳)가 있다. 이 건물에는 2012년 초에 한단시에서 부착한 조선의용군 관련 유적이라

는 현판이 붙어 있다.

∷현재상태 2011년 큰 비로 건물 벽이 허물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현재 벽 일부를 수리한
상태이다. 기념관으로 꾸리는 방안을 현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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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
(버스정류장)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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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한우의기념대

하남점진 유치원
조선혁명군정학교

↓
섭현시내

조선혁명군정학교가 있는 남장촌 입구(중조한 우의기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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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혁명군정학교

조선혁명군정학교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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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주 열사 묘 |
∷현 주 소	河北省 涉縣 石門村 太行山麓
∷정

의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 태항산에서 전사한 열사들의 묘역으로, 조선의용대 출
신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음(1950년 10월 한단시내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

∷관련내용 일제는 1941년부터 1942년까지 화북지역 항일근거지를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소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2년 5월 24일 팔로군 심장부인 전선총사령부에 일
본군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조선의용대의 주축인 윤세주·김두봉·진광화는 ‘소탕전’이 진행되면서 일본군의 추
격을 뿌리치면서 이동하였다. 하지만 1942년 5월 28일 새벽녘 윤세주와 진광화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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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작전을 펼쳤다. 소탕전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이른바 반소탕전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어 대치중 총에 맞아 진광화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으며, 윤
세주는 최채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였다.
	한중공동 항일투쟁과정에서 순국한 윤세주와 진광화의 모습은 중국인들에게는 무
한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해방일보』 1942년 7월 31일자에 윤세주와 진광화를 비
롯한 조선의용대원들의 합동장례식 거행 예정 기사가 게재되었다.
	추도식은 9월 18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도식은 먼저 “동지들은 중국의 반파
시스트 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동지들은 반파시스트 투쟁 중에 사망했습니
다. 동지들의 죽음은 남겨진 우리와 우리의 조국 조선의 영광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
니다.”라는 만가가 울려 퍼지면서 온통 침통한 분위기로 뒤덮였다. 이윽고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朱德의 추도사가 뒤를 이었다. 그는 숭고한 국제정신에 입각해서 조국
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조선의용대의 애국적 기개를 강조했
다. 또한 그는 국제주의 연대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희생이 한국과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며 조국
해방을 위해 일치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자유를 위하여 희생된 투사들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전투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중국과 조선 국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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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들이 몸바쳐 싸운 위업은 더 많은 투사들에 의하여 계승 완수될 것
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우수한 투사들의 희생을 몹시 애석히 여긴다. 그러나
여명은 오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의 혁명 동지들이 화북의
우리 군민과 긴밀히 단합하여 화북의 20만 조선 인민과 더 널리 단결하여 오
래지 않은 앞날에 긴 밤의 어둠을 물리치고 올 여명의 서광을 맞이하기 위하
여 굳게 손잡고 용감히 적들을 무찌르고 전진하기를 희망한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한 11인의 전사들은 한중일 인사들의 추도 아래 영면하였다.
이들의 정의로운 희생과 불멸의 죽음은 한중간의 영원한 동지라는 인식과 반파쇼투
쟁의 지속적이며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상태 우측에 윤세주 열사의 묘가, 좌측에 진광화 열사의 묘가 가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고,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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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광화 열사 묘 |
∷현 주 소	河北省 涉縣 石門村 太行山麓
∷정

의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 태항산에서 전사한 열사들의 묘역으로, 조선의용대 출
신 진광화 열사의 묘가 있음.

∷관련내용 1942년 10월 조성된 묘역으로 좌권 장군을 비롯해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 전사
주 열사와 진광화 열사의 묘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묘비에는 1942년 5월 화옥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팔로군 총지휘부 부참모장 좌권장군을 비롯해 윤세주·진광화 열사가 전사했던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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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사들의 첫 묘역이다. 좌권장군 묘에서 동북쪽으로 500m쯤 되는 지점에 윤세

	일본 북지 파견군은 1942년 2월 4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3월 말까지 팔로군 근
거지에 대한 소위 ‘제1차 소탕전’을 벌인 데 이어 5월 전차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본격적인 ‘제2차 소탕전’을 개시하였다. 5월 24일 제36사단, 제26사단 일부와 제3
독립혼성여단 3만여 명으로 편성된 일본군은 소위 ‘철벽합위’의 전술로 태항산근거
지 북부의 동욕 지역 등을 점령하고, 몇 갈래로 나뉘어 팔로군 전선총지휘부를 포위
하였다.
	이때 팔로군전선 총지휘부의 긴급 이동명령을 받은 운두저촌의 조선의용대는 청장
하를 건너 마전을 지나 팔로군전선 총지휘부의 뒤를 따랐다. 당시 조선의용대에는
1백여 명의 무장한 전투원 외에도 정치사업 일꾼과 후방사업 일꾼이 있었고 10여
명이나 되는 여성대원들과 가족들도 있었다.
	이 때 팔로군전선 총지휘부 정치부 주임 라서경이 인솔하는 팔로군 경위부대와 박
효삼 지대장이 인솔하는 조선의용대 전투원들은 요문구 골짜기 서쪽과 동쪽 산머리
에 올라 적의 침입을 저지하면서 비전투원들이 북쪽 흑룡동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
왔다. 팔로군 부참모장 좌권이 요문구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던 중 십자령에
서 전사한 것도 이 때였다.
	저녁 땅거미가 지고 일본군이 물러난 후 조선의용대 40여 명의 비전투원들은 전투
원들과 갈라져 흑룡동과 하청구를 거쳐 5월 27일 한밤중에 화옥산에 이르렀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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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40여 명은 진광화의 지시에 따라 다시 네 개의 분조로 갈라졌다. 그런데 진광
화·윤세주가 속한 분조가 5월 28일 일본군에 발각되어 총격을 받아 진광화는 그 자
리에서 즉사하고, 윤세주 또한 큰 부상을 입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근처 움집에 은
신해 있다가 며칠 뒤 순국하였다.

∷현재상태 우측에 윤세주, 좌측에 진광화 열사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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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로예 열사능원- 윤세주·진광화 묘 |
∷현 주 소 河北省 邯鄲市 陵園路 60號
∷정

의 산서·하북·하남·산동 4성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진기로예 팔로군 유격전구에서 항
일투쟁을 하다 숨진 열사들의 능원

∷관련내용 섭현 석문촌에 안장된 열사들의 유해는 1950년 10월 낙성된 한단시내의 진기로
중국 화북 - 태항산

예 열사능원(1986년 10월 중국 정부에 의해 전국 중점 열사기념 건축물 보호단위로 지정)
으로 이장되었다. 열사능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
쪽 능원에는 좌권(팔로군 총지휘부 부참모장) 장군의 묘가 있고, 서편으로는 진광화
(1911~1942) 열사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진기로예 인민해방군 열사 공묘)에는 윤세주

I

(1901~1942) 열사의 묘가 있다.

	윤세주 열사 묘소 앞에는 검은 대리석의 묘비가 있다. 묘비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라
고 각인되어 있다. 1919년 길림성 길림시 파호문 밖에서 13명의 결사대가 모여 ‘조
국의 광복을 위해’라는 기치 아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석정 윤세주는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의열단 조직 후 그는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독립운동의 영역을 넓혀 나
갔다. 그가 의열단 사건으로 6년여를 복역한 후 다시 남경에서 또 다른 방향의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은 활동영역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였음
을 반증한다. 1942년 5월 태항산 전투에서 순국한 후 석문촌에 있는 묘를 1950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진광화 열사 묘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묘소 옆에는 진광화 열사의 약력이 기록된
묘비가 서 있다.

조선혁명열사 진광화 동지 묘지. 열사의 원명은 김창화이다. 1911년 평안남
도 대동군 고평면 평천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1년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
업한 후 항일의 뜻을 두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1937년 광동성 중산대
학 교육학부를 졸업하였으며, 한국국민당과 조선청년전위단의 활동에 참가하
였다. 1936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8년 화북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서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였다. 1941년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를 설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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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5월 태항산 반 소탕전에서 희생당하였다. 진기로예변구당정 군민 및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열사의 공적을 추모하여 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 기념한다. 중화민국 31년 10월 10일 세움

∷현재상태 열사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손염홍, 「周文彬과 중국혁명」, 『한국학논총』 30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8.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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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114.48120°  E

기념비
능원로

정문
정문

I

중국 화북 - 태항산

진광화 묘

진기로예능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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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화 묘

윤세주 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67 |

|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
∷현 주 소	河北省 左權縣 麻田鎭 雲頭底村
∷정

의 태항산 지역 조선의용대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을 알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관련내용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운두저촌에 주둔하였던 시기는 1941년 말에서 1942년 5월
까지였다. 화북지구로 북상하여 조직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1년 12월 일본

I

중국 화북 - 태항산

군을 맞아 호가장전투·형대전투 등을 치른 이후 1942년 5월 이른바 ‘반소탕전’까지
반년 남짓 이곳에서 주둔하며 활동하였다.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좌권현 정부가
협의하여 조선의용대의 항일활동을 기리기 위해 비문을 세웠다.

∷현재상태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쓰러진 비를 2011년 독립기념
관에서 지원하여 다시 건립하였다.

관련자료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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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대 표어(누각) 및
조선의용대 주둔지 구지 기념비

∷가는길

위도 36.771.69°  N
경도 113.50960°  E
조선의용대 주둔지
공터

고목(느티나무)

순국선열전적비
↓마전진

운두저촌 입구 조형물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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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북 - 태항산

I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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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두저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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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
∷현 주 소 河北省 左權縣 桐峪鎭 上武村
∷정

의 상무촌의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관련내용 1938년 10월 25일 무한이 함락되자 조선의용대는 대본부를 계림으로 이전하였다.
총대장 김원봉金元鳳을 비롯한 조선의용대원들은 동녕가東靈街 1호에 본부를 두었다.
중국 화북 - 태항산

이후 일제의 빈번한 공습으로 인해 동녕가에서 시가원施家園으로 본부를 이전하였
다. 이때 최창익은 이익성이 거느린 제2구대와 함께 호북에서 활동하다가 황하를
건너 연안으로 갔다. 당시 30여명의 청년들은 1940년 초 태항산 항일근거지로 이동
하였다. 1941년 1월 태항산에 모인 청년들은 상무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결

I

성하였다. 이 단체는 조선독립동맹의 전신이다.
	상무촌은 작은 산간마을이다. 1941년 8월 조선청년연합회는 이 마을에 조선의용대
신입대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간부훈련반을 개설하였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지
대장 박효삼이 교장을 맡고, 최창익이 정치위원을 맡았다. 최창익·김학무·한빈·
윤세주·진광화·박무 등이 교사로 재직하였다. 훈련반의 훈련내용은 정치와 군사
및 과외활동이었다. 정치는 조선 문제와 정치상식과를 설치하여 교육시켰다. 윤세
주는 조선 문제를 강의하면서 사회경제 및 혁명의 동력에 대해서도 교육시켰다. 상
무촌에 개설된 간부학교에서는 많은 항일 동량을 배출하였다.
	2002년 12월 26일에 한국의 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좌권현 정부에서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음각
되어 있다.

이곳 상무촌은 일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조선의용군이 중국 인민과 함께 싸
운 얼이 서려있는 곳이다. 조선의용군은 조국 광복을 위해 1940년 7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전투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고
희생도 컸다. 태항산 항일전 승리 60주년과 한중수교 10주년에 즈음하여 대
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2002년 10월 10일 좌권현에서 최초로 태항산
항일전 희생열사 추모제와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선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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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독립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이 비를 세우는 바이
다. 200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중국좌권현인민정부.

∷현재상태 간부학교로 알려진 홍복사의 앞쪽 공터에 세워져 있으며,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
하다.

관련자료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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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열사지묘

∷가는길

주둔지 및 동판

위도 36.87426°  N
경도 113.43893°  E

순국선열전적비
주둔지 동판

I

중국 화북 - 태항산

상무촌 입구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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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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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북평 순국선열기념비 |
∷현 주 소 河北省 贊皇縣 黃北坪村
∷정

의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당한 4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

∷관련내용 조선의용대는 무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무장선전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
의 전투도 함께 치렀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전투이다.
중국 화북 - 태항산

	조선의용대는 1941년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선전물 준비 및 지방 지형조사와 자
체 정신동원공작 등의 준비를 통하여 무장선전활동에 대비하였다. 20여 명의 대원
들은 원씨현에서 좌담회를 갖고 군중집회도 전개했다. 원씨현에서 활발한 선전활동
을 전개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지대는 원씨현 공작을 끝내기 위해서 민중대회

I

를 12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선의용대의 동향을 세밀하게 주시해온 일본군
은 제2지대를 공격하기 위해 11일부터 준비하였으며, 12일 새벽 300여 명을 동원
하여 제2지대를 공격하였다. 대원들은 짐을 쌀 틈도 없이 총만 가지고 집합하여 서
쪽 고지를 점령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맹렬한 사격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방향을 남
쪽으로 바꾸었지만 일본군의 사격을 피할 수 없었다. 대원들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대응사격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려 했다. 몇 배나 강한 적의 화력을 뚫고 대부분의
대원들은 탈출했으나 손일봉·최철호·왕현순·박철동 등은 전사하였으며, 김학철
은 중상을 입은 후 체포되었다.
	2002년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당한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의 순
국선열유족회 등에서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현재상태 기념비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관련자료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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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4열사 묘역

위도 37.59706°  N
경도 114.18429°  E
순국선열기념비
마을입구

↓찬황

황북평조선의용군
선열묘 입구 표식

황북평 순국선열기념비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77 |

중국 화북 - 태항산

I
황북평 순국선열기념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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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북평 순국선열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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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열사 묘역 |
∷현 주 소 河北省 贊皇縣 黃北坪
∷정

의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4열사의 묘역

∷관련내용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당한 손일봉·최철호·왕현순·박철동 4열사를 먼저 호가장에
매장하였다가 다시 찬황현 황북평으로 이장하였다. 1941년 12월 15일 조선의용대

I

중국 화북 - 태항산

원 및 찬황현 각계 인사 수백 명이 황북평에 모여 호가장전투에서 희생당한 열사들
을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황북평 마을 뒤쪽에 2002년 묘역 단장을 새
롭게 하였으며, 묘소와 비석은 박철동·손일봉·왕현순(이정순)·최철호(한청도) 순으
로 되어 있다.
	박철동(1915~1941)은 충북에서 태어났으며, 충주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의 감시가 심해지자 1931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3년 야학에서 남경 조선혁명
당으로부터 파견된 동지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그의 소개로 10월 초에 남경으로 출
발하였다. 도중에 남경에서 일경에게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탈출한 후 1934년 1월
초에 낙양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들어갔다. 그 뒤 1년반 후에 동교를 졸업한 그는
1935년 7월에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하였다. 그 해 혁명당의 명령에 따라 화남으
로 파견되어 가던 도중 복건 천주 나루터에서 일군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곧 일본
큐슈로 압송되어 징역 3년을 받고 큐슈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8년 가을 출옥
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머무르다가 일경의 눈을 피하여 중국의 운성으로 탈출하
였다. 운성에 도착한 후 애국청년들을 모아 반일 활동을 전개하다가 1939년 낙양의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였다. 1941년 12월 12일 하북성 원씨현 호가장 부근에 주둔하
고 있던 중 일본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이에 맞서 싸우다 순국하였다. 1993년 대
한민국정부는 그에게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손일봉(1912~1942)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1931년 중국 청도로 건너가 조
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일원으로 반일활동에 참가하였으며, 상해에서 한국인 밀정
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의거의 공모자
중 한사람이었다. 1934년 중앙육군군관학교 군관훈련반에 입교, 1935년 동교를 졸
업하고, 10월에는 중앙육군군관학교 광동 제4분교에 재입학하여 1938년 졸업하였

| 80

다. 그 후 포병 53단에서 활동하였고, 이어 포병 56단에 파견되어 간부훈련단 교관
및 탄약대장을 역임하였다. 그 뒤 다시 포병 54단에 파견되어 전차방어포 연장連長을
역임하면서 하남성과 호북성 일대의 대소 전투에 수십 차례 참전하였다. 1940년에
는 민족혁명당원으로 조선의용대에 입대하여 제1지대 제1전구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분대장으로서 화북적후공작을 전개하였다. 그
러나 그 해 12월 21일 호가장에 주둔하고 있던 중 일군에게 기습당하여 주력부대를
호위하기 위해 맞서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1993년 대한민국정부는 그에게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왕현순(1918~1941)의 본명은 이정순이며, 평안북도 벽동에서 태어났다. 1933년 중
국에 건너간 그는 남경의 의열단 간부학교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제2기생
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의열단의 중앙당 연결 업무를 맡아 활동하였고, 1936년 2월
에는 민족혁명당 조직 검사국의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계속하여 광동국립중산대학
부중 및 중원중학에서 수학하였으며, 중앙육군군관학교 특별 훈련반에서 훈련을 받
은 뒤 1938년 5월 졸업하였다. 이어 조선의용대에 입대하여 제2지대에 배치된 뒤
상북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남악南岳으로 이동, 유격훈련을 마친 뒤 화북지방
으로 진출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의용대 제2지대는 적후의 동포들을 위하여
강력한 혁명무장대오를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적 후방에 침투하여 대적선전과 유격
전을 전개하여 수십 차례에 걸친 격전을 치렀다. 특히 1941년 12월 하북 형태邢台 부
근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러 백여 명을 사살하고 무수한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이
것은 조선의용대가 중국항전에 참가한 이래 최대의 전과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그는 동지 3명과 함께 적탄에 맞아 순국하고 말았다. 1993년 대한민국정부는 그에
게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청도(1915~1941)의 원명은 최철호이다. 충남 대전 출신으로 1935년 중국 남경에
서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특별
훈련반을 제6기로 졸업하고 한구에 와서 조선청년전시복무단에서 항일선전 임무에
전력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제5전구와 제1전구에서 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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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사업에 종사하였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서
안으로 가서 조선의용대 서안판사처 주임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인 1941년 12월 26
일 하북 형대 부근에서 벌어진 형태 전투에서 조선의용대 제3지대는 적과 격전을
치러 백여 명을 살해하고 무수한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이 전투는 조선의용대가 중

에 맞서 싸우다가 적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1993년 대한민국정부는 그에게 애국장
을 추서하였다.

∷현재상태 해마다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묘역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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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항전에 참가한 이래 최대의 전과로 이 전투에서 그는 동지 4명과 함께 적의 공격

관련자료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1卷, 國家報勳處, 1994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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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동

∷가는길

손일봉 이정
순
최철호

4열사 묘역

위도 37.60023°  N
경도 114.17719°  E

순국선열기념비
↓
찬황

평촌

황북

황북평조선의용군
선열묘 입구 표식

4열사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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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열사 묘역에 세워진 순국선열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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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 보정사범학교 |
∷현 주 소 河北省 保定市 西下關街 河北保定師範學校
∷정

의 김산이 ‘장명’이라는 예명으로 다녔던 학교

∷관련내용 1904년에 설립되었다. 옛날에는 ‘직예 제2사범학교’로 불렸고, 후에는 ‘하북성립사
범학교’로 불리다가 현재의 보정사범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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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2사’로 부르고 있다.
	1923년 학교에는 중국공산당 당 조직이 있었고, 진보적인 교원과 학생들이 많았다
고 한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교원과 학생들은 일본침략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항의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보정학교의 학생 80% 이상이 공산당원과 공청당원 또는 반제대동맹, 좌익작
가연맹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이들은 학교를 보전하고 공산당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와 대항하였다. 국민당에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투쟁을 진
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36명이 체포되고 9명이 피살되었다. 후에 학교에서는 이
들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 ‘7·6열사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김산은 이 학교에서 ‘장명’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가르쳤다. 공산당 대표의 신분을
가지고 당 조직 발전에 노력하던 그는 적들이 추적해오자 교장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피신했다고 한다.

∷현재상태 당시 학교 자리에는 2층으로 된 교수 청사와 학생 기숙사 옛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
어 있다. 또한 학교 정원에는 학교 초창기에 심었다는 고목이 남아 있다.

관련자료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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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85849°  N
경도 115.47980°  E

보정사범학교(현 보정 제17학교)

서하관가
옛건물

보정사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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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사범학교 표지판

보정사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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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육군군관학교 |
∷현 주 소 河北省 保定市 衛生路
∷정

의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이 다녔던 군관학교

∷관련내용 보정육군군관학교는 1912년부터 1923년까지 총 9기의 학생들을 졸업시킨 당시 중
국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군사학교였다. 이 학교의 전신은 1902년 원세개가 설립

시 보정육군군관학교로 출범하였다.
	1923년 군벌들 간의 혼전이 벌어지고 자체적으로는 운영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약 1년간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때까지 총 5기에 걸쳐 51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무정은 1924년 제7기생으로 입학하여 포병과에서 수업했던 것으로 추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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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육군학당이다. 1911년 신해혁명의 발발로 운영이 중지되었다가, 1912년부터 다

된다. 그러나 당시 북벌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 졸업생 관련 자료가 상세하지
않다.
	보정육군군관학교의 출신으로는 장개석·진성·류치·하기풍 등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 고위 장성들이 있다. 장개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보정육군군관학교에 지망
생은 약 1,000여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합격생은 14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현재상태 본관인 상무당 옆에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층집들이 있다.

관련자료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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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당

∷가는길

위도 38.86519°  N
경도 115.52096°  E

보정군교 문물사료관

보정군교 문물사료전
입구

보정군교 기념관

구 위생로(동풍로)

보정육군군관학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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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정육군군관학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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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육군군관학교 기념비 앞

보정육군군관학교 기념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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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 군사통일주비회의 장소-삼패자화원 |
∷현 주 소	北京市 西直門外大街 137號, 현 북경동물원 정문 서쪽
∷정

의 1921년 4월 24일 이회영·신채호·박용만 등이 해외 독립운동세력을 통할하는 군사
통일기관의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했던 장소

∷관련내용 북경에서 개최된 군사통일회의는 관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일제와의 무력투쟁을
하나의 방략으로 결정한 중요한 회의였다. 이회영·신채호·신숙·박용만 등은 북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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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점으로 독립전쟁노선을 추구하며 1921년 4월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하였다.
군사통일주비회는 1920년 9월 북경에서 발기한 ‘군사통일촉성회’를 발전시켜 만주
지역 독립군부대의 통일을 목표로 삼았다.
	군사통일주비회에는 국내의 국민공회(박용만)·조선청년단(이광동·이장호)·광복단(권
경지)·노동당(김갑)·통일당(신숙·황효수·신달모)·노령 대한국민의회(남공선)·하와이

국민군(김천호·박승선·김세사)·하와이 국민단(권승근·김현구·박건병)·북간도군정서
(송호) 등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청산리대첩 이후 독립군부대의 정비 및 대오의 통일문제와 독립군부
대의 지휘권 문제가 논의되었다. 독립군 통솔 문제와 관련해 주비회는 임시정부 불
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5월 국민대표회 개최문제가
독립운동계의 주된 의제로 떠오르면서 군사통일주비회의 활동은 위축되기 시작하
였다.

∷현재상태 북경 해정구에 자리 잡은 북경동물원은 청나라 시기에는 농업시험소가 있던 곳이
다. 동물원의 서쪽에 창관루가 있으며, 이곳이 바로 군사통일주비회가 개최되었던
삼패자 화원의 옛터이다. 창관루 건물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어떠한 표식도 없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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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관루(장소)

∷가는길

위도 39.940.39°  N
경도 116.32379°  E

청동사시험장구지표시석

정문(북경동물원)
북경동물원 지하철역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신용하, 『신채호의 민족주의사상』, 형설출판사, 1983.
•조규태, 「북경군사통일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5, 2000.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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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경동물원 입구

삼패자화원 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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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패자화원 내 표지석(청시기 농업시험장)

삼패자화원 내 창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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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화의원- 김산 활동지 |
∷현 주 소	北京市 東城區 東單北大街
∷정

의 1920년대 김산·이용설 등이 다녔던 학교

∷관련내용 김산(1905~1938)의 본명은 장지락이다. 그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에 다니던 중, 3·1운동 후 일본 동경東京로 건너가 고학생활을 하다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만주 삼원보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다. 1920년 상
중국 화북 - 북경

해로 가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교정원으로 일하면서 흥사단에 가입하기도
했다. 1921년 베이징 협화의학원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던 중, 북경지역에서 크게
풍미하던 아나키즘(무정부주의)과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면서 사상적 전환을 가져

I

왔다.
	1923년 김성숙등과 함께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고, 잡지 『혁명』을 간행하는 한편
1924년 고려공산당 북경지부 설립에 참가했다. 1925년 중국 대혁명에 동참하기 위
해 혁명의 본거지 광동廣東으로 간 그는 1926년 김성숙 등과 조선혁명청년동맹을 조
직하여 중앙위원을 맡고, 기관지 『혁명운동』의 편집을 담당했다. 또한 황포군관학
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광동에 머무는 동안 의열단 중앙 집행위원 선전부원으
로 활동하였고, ‘중국인의 후원 하에 조선 독립을 실현시킨다’는 목적 하에 조직된
유월혁명동지회留越革命同志會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12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재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 광동대표로 참가하였
으며, 중국의 국공합작이 깨져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때 공산당의 광동꼬뮨에 참
가하였다. 1929년 봄 북경으로 넘어가 중국공산당 북경시위원회 조직부장이 되었
고,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에 가입하여 민족대당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만주
지린에서 열린 조선혁명청년연맹 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해체
후 조선공산당 당원의 중국공산당 가입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북경에 돌아와 활동
하던 중 1930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몇 달 만에 석방
되었다. 1931년 베이징으로 탈출했으나,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당적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1932년 보정 제2사범학교와 고양소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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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의식계몽에 힘을 쏟았다. 1933년 북경에서 다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
다가 1934년 석방되었다. 1936년에는 상해에서 김성숙·박건웅 등과 함께 조선민족
해방동맹을 결성하였으며, 1937년 동 동맹의 중국 섬감령 소비에트지구 주재 대표
로 선출되었다. 이후 중국 연안으로 가서 항일군정대학에서 일본경제·물리학 등을
가르쳤으나, 중국공산당의 의심을 받아 1938년 처형당하였다.
	협화의원은 록펠러 재단이 세운 학교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김산·이용설 등이
다녔던 곳이다.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망명했던 김산은 북경으로 거처를 옮겨 이
곳 협화의원에 재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현재상태 청화대학교 의과대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님웨일즈, 『아리랑』, 동녘, 2000.
•김성룡,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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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호동
협화의원
협화의학원
구지
도심 재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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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안가

협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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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북대가

위도 39.90915°  N
경도 116.40836°  E

왕부정대가

∷가는길

협화의원 표지석

협화의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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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타암 옛 터- 신채호 거주지 |
∷현 주 소	北京市 崇文門 東大街 東便門橋 주변
∷정

의 신채호가 거주했던 장소

∷관련내용 신채호가 보타암에 거주했던 시기는 1918년경이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사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는 한편, 북경에서 발행되던 《중화보》와 《북경일보》등에 논설을 발표

공동전선”의 결성을 통한 무장투쟁을 강력히 주창하였다.
	보타암은 북경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신채호는 이곳에 거주지를 정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타암은 도교사원인 태평궁에서 운하를 사이에 두고 북쪽
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운하가 고가도로로 변하였고,

I

중국 화북 - 북경

하여 文名을 드날렸다. 이 무렵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한 논설에서 그는 “한·중 항일

길 건너 북쪽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 당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태평궁 안
에 있었던 “호국태평궁비”가 남아있어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보타암이 있었
던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상태 보타암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위치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호궁태평궁비”
가 남아 있다.

관련자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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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89967°  N
경도 116.42934°  E

동남
각루
동대가

보타암 추정지

호국태평궁비

보타암 옛 터에 세워진 호국태평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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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타암 옛 터에 세워진 호국태평궁비

| 108

보타암 옛 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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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사 순국지 |
∷현 주 소	北京市 東昌胡同 28號
∷정

의 이육사가 체포되어 순국했던 장소

∷관련내용 이육사(1904~1944)는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백학학원에서 교편을 잡았으
며, 1924년 일본 유학을 결행하였다. 1927년 중산대학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였는

I

중국 화북 - 북경

데, ‘장진홍 의거’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부터 중국 동북지역과 북경을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그해 남경에서 문을 연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으
로 입교하였다. 다음해 7월 국내에 잠입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기소유예로 석방되
었다.
	이육사는 1943년 당시 베이징에서 신문보급소를 경영하던 이상호에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해 말 국내로 잠시 들어왔다가 체포되었다. 국내에서 체포된 이육사는
다시 베이징으로 압송되어 북경에 있던 일본총영사관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폐
병으로 원래부터 몸이 약했는데, 투옥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추운 감방에서 고생
하느라 병이 심해져 결국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가 사망한 장소는 기록에 의하면 ‘北京市 內一區 東昌胡同 1호’로 되어 있다. 이
곳은 육사보다 일곱 달 전에 조선의용대원으로 활약하다가 순국한 영천 출신 이원
대가 1943년 6월 사망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왕부정王府井에 위치한 이곳은 구 일본
헌병대 북경본부 부속 형무소였으며, 현재 부근에는 중국사회과학원 근현대사연구
소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상태 당시의 동창호동 1호는 현재의 동창호동 28호임. 건물 내에는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관련자료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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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순국지

위도 39.92083°  N
경도 116.40245°  E

왕부징 거리

∷가는길

동창호동
근대사연구소

이육사 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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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창호동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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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순국지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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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대학 건물-김성숙 활동지 |
∷현 주 소	北京市 宣武門內 新文化街(克勤郡王府)
∷정

의 김성숙이 북경에서 다녔던 학교

∷관련내용 김성숙(1898~1969)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출생하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후 경기도
고양군으로 전적하였다. 19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군 봉선사의 승려로 있을 때 같
은 승려인 이순재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살포하려
중국 화북 - 북경

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조선독립군 임시사무소라는 명의로 동료들과 함께 격문을
만들었다. 이 격문의 취지는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
였으므로 조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I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은 약 200매 정도를 작성하여 인근 동리에 살포하였다.
	이 독립문서의 살포사건으로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9월 11
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그는 봉선사로 잠
시 되돌아갔으나 곧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는 1920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계기를 이용하여 조직된 합법적 단체인 무산자동맹 노
동공제회에 참석하였다. 노동공제회에서의 그는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진상을 서울의 본회 및 각 지방의 지회에 알리는 등 적극적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
였다. 국내에서 조국광복운동에 전력을 다하던 그는 1923년 불교 유학생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갔으며, 여기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결성된 조선의열단에
가담하였다.
	1917년부터 극근군왕부에서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의 명칭은 처음에는
‘민국학원’이었고, 1923년에 ‘민국대학’으로 개명되었다. 이 대학에서 김성숙은 정
치과와 경제학 공부를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창일당 활동을 전개
함과 동시에 중국 간행물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김성숙은 ‘김규광’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중국 내에서 활동할 때는 대부분 ‘김규광’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현재상태 북경 제2실험소학교로 변하였다.

| 114

∷가는길

위도 39.90280°N
경도 116.36292°E

민국대학 구지
(현 북경제2실험소학교)
신문화가

민국대학정문전경

관련자료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第5卷,國家報勳處,1988.
•김성룡,『불멸의발자취』,민족출판사,2005,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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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해주 _ 블라디보스토크·크라스키노·우수리스크·하바로프스크

연해주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러시아는 한국과 두만강 하구를 사이에 둔 접경국이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가
1860년 중국과 체결한 북경조약에 의해 연해주를 영유하면서 시작되었고, 1884년 조·러수호통
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화되었다. 1904년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로 양국의 국교는 한동안 단절
되기도 하였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는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한인의 이
주개척으로 성립된 연해주 한인사회는 한국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해에 한인 13가구가 두만강을 넘어 포시에

II

러시아 연해주

트 구역의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한인 이주는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추·추풍·해삼위·소왕령·수청 등지를 중심으로 연해주 도
처에 한인사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연해주 영유 초기부터 이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라디
보스토크 등의 항구 건설과 시베리아철도 부설사업에 막대한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점이
한인의 연해주 이주를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되었으며, 실제로 대규모 토목역사에 동원된 인부 가
운데는 한인 이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 뒤 국내 정치상황의 악화 역시 연해주 이주를 촉
진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1905~1910년 사
이에 남도로부터의 정치적 망명인사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러시아 한인의 인구 통계는 견해에 따라 다양하며 또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
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910년 무렵에 러시아 한인 수는 대략 20만 명 전후로 추산된다. 한 통
계에 의하면 1917년경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수는 22만 5천 명으로, 그 가운데 19만 명은 연해
주에, 나머지는 아무르강 유역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의병전쟁이 확대·격화되던 1907~1908년 전후에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항일의병
이 편성되어 국내진공작전 등 활발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최재형·이범윤·유인석·홍범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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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근 등을 주축으로 3~4천 명에 달하던 연해주의병의 근거지는 두만강에 인접한 연추(현 크라스
키노)였다.

연해주의병은 1908년 7월에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수백 명의 의병이 수차에 걸쳐
두만강 대안에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관북지방으로 들어간 뒤 경흥·경원·회령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일제 군경을 격파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무산·경성鏡城까지 남하한 부대도 있었다. 이때
국내로 진공한 의병을 인솔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전제익과 안중근·우덕순 등이 있다.
1908년 하반기에 의병 지도자들은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의 의병을 하나의 군단으로 통합·작
전과 지휘를 단일 계통으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과 노력의 결과 유인석이
중심이 되어 13도의군十三道義軍이 편성될 수 있었다. 13도의군은 1910년 6월(음 5월) 남우수리구역
재피거우에서 편성되었다. 그러나 13도의군은 편성 직후 경술국치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도의군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성명회聲明會가 조직되었다.
성명회는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 부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조직된 항
일결사이였다.
국치 이후 러시아 한인사회는 현실적이고도 장기지속적인 독립운동의 방략을 구상하게 되었
다. 이를 위해 ‘조국독립’을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결사 권업회勸業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이종호·이상설·최재형·홍범도 등을 주축으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
족운동자들의 발기로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되었다. 권업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
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인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었다. 러시아 한인 신문은 1908년에
발간된 『해조신문』이 그 효시이다. 『해조신문』에 이어 이듬해에는 『대동공보』가 발간되어 1910
년 국치 때까지 항일언론을 폈다. 이어 1911년 5월에는 신채호를 주필로 『대양보』가 간행되어 한
인 언론이 회생되었으나 이 신문도 그 해 9월에 정간되고 말았다. 이어 권업회가 1912년 4월 『권업
신문』을 창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신문은 1914년 9월 정간 때까지 3년간 발간되었다.
신문 간행사업과 함께 권업회는 인재양성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민족주의 교육 진흥에도
심혈을 쏟았다. 권업회가 운영한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한민학교
이다. 한민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개척리 시절의 계동학교啓東學校에서 유래한다. 원래 이주
초기부터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았던 개척리에 집단 거주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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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11년에 들어와 러시아 당국은 개척리 거주 한인들을 아무르만 연안의 변두리인 신한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한민학교는 신한촌 건설 직후 계동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러시아 한인
사회의 민족주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던 연해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당국의 탄압을 받아 1914년
을 고비로 잠복기로 접어들었다. 그해 9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 당국은 동맹국 일
제의 압력으로 인해 권업회 등 한인단체 해산조치와 함께 이강·이상설·이동휘·이종호 등 저명
한 한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체포·추방령을 내렸다. 이로써 일시에 한인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
에 없었다. 한인 지도자 가운데 이상설·이갑 등 일부는 이 기간에 서거하였으며, 나머지 인물들
은 피체·투옥되거나 혹은 잠적하고 만주로 이동하여 재기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뒤 1917년에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 정국이 일변하였다. 이러한 정변을 계기로 그
동안 억눌려 있던 한인사회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어 구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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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해지고 여러 계층과 민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원심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인
들도 점차 세력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96명의 한인 대표들은 2월 혁명 직후인 1917년
6월 우수리스크에 모여 ‘제1차 전러시아한인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상설 중앙
기관으로 전로한족회중앙총회(고려족회)를 결성하였고, 총회의 회장은 문창범이 담당하였다. 전
로한족회중앙총회는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중앙기관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 뒤이어 1917년 10월 혁명이 발발하고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그 영향이 연해주
지역으로도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동휘와 김알렉산드라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1918년 5월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리고 연해주 각지의 여러 한인촌에서도 볼셰비키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0월 혁명으로 러시아 전역이 적화되자,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국은 러
시아혁명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 기회에 바이칼호 동쪽의 극동지역에 대한 세력
을 확보하기 위해 1918년 4월 연해주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연합국 가운데 최대 병력을
파견한 일본군은 같은 해 8월 2만 8,000명, 11월에는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각처에 주둔시켰다.
이 무렵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체코 포로병들이 반소비에트반란을 일으켰다. 연합군의 간섭과 체
코군의 반란에 자극을 받은 시베리아 각지에서 반소비에트반란이 일어나 백위파 정권이 연해주
도처에 들어섰다. 이후 시베리아 연해주 일대는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소비에트정권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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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장악하게 되는 1922년 10월까지 내전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본군의 연해주 침공과 더불어 연해주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차 대전의 종결과 민족자
결주의의 고양이었다. 이에 따라 우수리스크에서 제2차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소집되었다. 한인사
회당 계열을 비롯해 북간도에서 온 대표까지 참석한 이 대회의 결과 대한국민의회가 성립되었다.
한편, 일본군의 연해주 침공 이후 한인들은 추풍·포시에트·수청 등지에서 빨치산부대를 편성
하여 항일전을 벌였다. 이들 부대 가운데는 강국모에 의해 결성된 혈성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
에 일본군은 볼셰비키와 한인사회에 대해 직접 공격을 감행하였다. 4월 초 블라디보스토크 주둔
극동공화국 군대와 한인촌 등지를 무차별 기습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우수리스크·스파스크·하
바로프스크·포시에트 등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대공세와 함께 일본군은 각처에
서 한인사회를 집중적으로 습격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는 300명 이상이 체포·투옥
되고, 많은 한인이 살해되었다. 수청과 하바로프스크 등지에서도 수많은 한인 사상자가 발생하였
다. 결국 4월참변으로 한인 2,500여 명이 살상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다.
시베리아내전 시기에 이처럼 러시아 한인은 주로 러시아 적위군 편에 가담하여 일본군이 마지막
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철수하는 1922년 10월까지 연해주 도처에서 러시아 백위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그 가운데서도 하바로프스크 외곽의 볼로차에프카전투를 비롯하
여 이만전투·인전투·올긴전투·수청전투·솔밭관전투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전과를 올렸다. 러
시아 한인은 극동지역의 소비에트 건설에 많은 피를 흘리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한인은 소비에트체제에서 소수 민족으로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왔다. 그 상징적 사건이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였다. 강제이주
의 궁극적인 의도는 한인들을 연해주에서 완전히 추방·차단하려는 것이었다. 1937년 9~10월을
피크로 연해주 전 지역에 걸쳐 한인 23만 명이 시베리아철도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
탄·우즈베키스탄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지도자·지식인 2천 5백
명이 숙청 희생되었다. 이로써 1860년대 이래 대규모의 한인사회가 자리잡았던 연해주에서는 한
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참극의 역사로 종막을 고하고 말았다. 이처럼 한민족 역사의 소중한
일부였던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역사의 비극적 결말은 고단한 형세에 놓였던 한국근대사의 한 단
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좌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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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리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토크 뽀그라니치나야 거리 일대
∷정

의 1911년 신한촌 건설 이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주한인 집단 거주구역

∷관련내용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 한인들이 처음 거주하기 시작하던 1870년대부터 러시아인
들은 ‘한인 거리’라는 의미에서 이 거리를 ‘카레이스카야’로 불렀다. 한인들이 개척
리開拓里라고 부르던 이곳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유인석·이상설·신채호·안중근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집결하면서 해외 항일독립운동의 중추기지가 되었다. 특히
이곳에는 1910년 8월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항일단체 ‘성명
회聲明會’가 결성되었으며, 또 이주 한인들의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였던 한인학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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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학교와 한글신문인 해조신문·대동공보 사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11년 개척
리 한인촌이 폐쇄되자, 여기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북쪽 아무르만에 연한 언덕 일대
로 집단 이주하여 새로운 한인 거주 구역인 ‘신한촌新韓村’을 건설하였다.

∷현재상태 과거 개척리의 중심거리(‘카레이스카야’)였던 뽀그라니치나야 거리(약 1Km 길이)는 비
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 있으며, 한인이 최초로 정착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
는 아무르만 해변의 원형분수대 부근의 ‘웅덩마퇴’와, 웅덩마퇴 위쪽 블라디보스토
크 극장 방향의 ‘둔덕마퇴’ 일대도 그 윤곽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당국과 협의 하에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개척리의 유래와 그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표지석이나 기념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블라디보스
토크 총영사관에서 원형분수대 옆 화단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 위치는 역사성과 접근성으로 보아 적절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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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리 원형분수대광장

원형분수대 옆 화단(기념비 설립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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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촌 기념비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카야 26A
∷정

의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기념하여 세운 비

∷관련내용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거주지이며, 연해주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신한촌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에
서 1999년 8월 15일 건립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최초의 한인
집단 거주구역인 개척리가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11년에 건설된 신한
촌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서북방, 개척리의 정북방에 위치해 있었다. 일제 강점 초기
해외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인 권업회의 본부를 비롯하여 한민학교, 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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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신문사 등이 모두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 가운데 한
곳이었다. 신한촌 건설 직후인 1911년 9월경 일제 정보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들어
선 가옥은 모두 204개 동으로, 한 동에 한 가구, 또는 2 -3가구가 동거하고 있었다
고 한다. 그 뒤 한인이 계속 집중되어 신한촌 한인구는 1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1937년 한인강제이주로 인해 완전히 폐허화되었고, 현재는 신한촌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 있어 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상태 기념탑을 보호하기 위해 쇠창살 울타리와 출입문을 만들었으며, 수년전에는 블라디
보스토크 고려인협회 회장이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총영사관에서 관리 중에 있다.
안내 비문의 흰색 글씨의 마모 상태가 심해져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러시아
어 안내문은 마모 정도가 더 심하다. 철제 울타리의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지고 녹
이 쓸어 있다.
	총영사관에서 관리중이지만 인력, 시간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이다. 현
지 유급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쇠창살 울타리 페인
트칠을 새롭게 하고, 경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신한촌과 관련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 예컨대 성명회 결성, 십삼도의군 창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비문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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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로프스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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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3.18.16°  N
경도 131.53.44°  E

상점

아파트 24호

신한촌 기념비

블라디보스토크중학교

관련자료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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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문

철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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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문학비 |
∷현 주 소	블라디보스토크 악사코브스카야 12A 극동기술대학 박물관 뒤 공원
∷정

의 연해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문학가였던 조명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

∷관련내용 포석 조명희(1894-1938)는 충북 진천 출신의 대표적인 카프 작가로 1928년 소련으
로 망명한 뒤 우수리스크 부근 육성촌, 하바로프스크 등지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한글신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 편집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일제수탈의 실상과 한인의 저항을 그린 「낙동강」, 「짓밟힌 고려」 등의
시가 있다. 연해주 한인사회를 상징하는 교육자, 문학가로 명성이 높았다. 2006년
현재 자리에 조명희 문학비를 세웠으나, 이듬해 비석 뒷면 한글 안내문 동판이 파괴

았다.

∷현재상태 비의 전면에 새긴 ‘포석 조명희 문학비’와 러시아어 각자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
나, 뒷면의 한글, 러시아어 안내 동판은 모두 떨어져나가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명희의 연해주 활동 내역과 비의 현재 위치를 고려할 때 문학비의 현장성과 역사
성이 희박하고, 나아가 관리상 애로점이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뒷면 동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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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극동기술대학에 요청하여 원형을 복원해 놓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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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스키노

| 안중근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
∷현 주 소	연해주 하산군 크라스키노 유니베라농장 입구
∷정

의 안중근의사가 동의단지회를 결행한 장소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

∷관련내용 연해주 의병장 안중근 의사가 1909년 2월 연추 하리에서 동지 11명과 함께 동의단
지회를 결성한 것을 기념하여 2001년 10월 19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비
를 세웠다. ‘단지동맹유지’라는 제하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1909년 2월 7일 안중
근 의사를 비롯한 결사동지 김기용·백규삼·황병길·조응순·강순기·강창두·정원
주·박봉석·유치홍·김백춘·김천화 등 12인은 이곳 크라스키노(연추 하리) 마을에
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단지동맹하다. 이들은 태극기를 펼쳐놓고

하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 비문에 나오는 12명 회원 가운데 김천화는 실명이 갈화천으로 확
인되며, 정원주·박봉석·유치홍·김백춘 등 4명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가 최초로 선 곳은 추카노보 마을 입구 시냇가 공터였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200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남양알로에와 협의하여 관리가 용이한 부근 남양알로에 제1농장 입구로 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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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왼손 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혈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국 만세를 삼창

전하여 세웠다. 하지만, 그곳이 다시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할 통제구역에 포함되었
던 관계로 한국인들의 관람 참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2011년 8월 (주)유니베라
(구 남양알로에) 현지 지사 입구의 대로변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하고 몇 개의 석물을

추가 배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기념비는 크라스키노(연추)에서 두만
강 국경도시 하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상태 원래의 단지동맹기념비 외에 안의사 단지斷指 손도장을 새긴 검정색 기념 석물 2기
와 화강암 조형석 15기를 추가 배치하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유니베라 농
장 안에 위치해 있고, 방명록을 비치해 두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는 중이다. ‘안중근(외 11인) 단지동맹 기념비’라는 제목의 한글 안내문과 러시
아어 안내문이 좌우로 설치되어 있으나, 글씨 먹물이 벗겨진 상태여서 판독이 어렵
고, 내용상 오류(예, 단지동맹 12명이 하얼빈의거에 가담 등)가 산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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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스키노(연추)에서 2~3km 떨어진 완만한 구릉지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
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적당한 지점에 기념비 공원을 조성했다고 판단된다. (주)
유니베라 현지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 우려가 적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장접근이 어려운, 크라스키노 부근의 지신
허 옛터에 세운 한인이주 기념비를 이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함께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박민영, 「안중근의 동의단지회 연구」, 『군사연구』 129, 육군본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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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지동맹비
자리

II

기념비(전·후면)

새롭게 조성된 단지동맹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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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설명문(한글·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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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근거지 하연추 |
∷현 주 소	하산군 추카노프카 마을 일대
∷정

의 독립운동근거지 연추의 3개 마을 중 한 곳

∷관련내용 연해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근거지였던 연추의 세 개 마을 가운데 한 곳
인 하연추로,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 추카노프카로 불리었다. 이웃한 지신허와
함께 18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연해주 한인마을로 얀치허 강을 따
라 남북으로 4~5km에 걸쳐 하·중·상연추 3개 마을이 길게 뻗어 있었다. 하·중·
상별리로도 불리던 이들 세 곳의 연추 마을은 연해주의병의 동의회, 창의회 본부를
비롯하여 유인석·홍범도·최재형·이범윤·안중근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

다. 하연추(추카노프카)에 이어 그동안 국내학자들에 의해 두 차례 상연추까지 개략
적인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한편, 연추에서 지신허로 넘어 가던 길목에 유인석
의병장이 일시 거주하던 한인 마을 서계동西溪洞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상태 추카노프카 마을 입구부터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외국인 출입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추카노프카 마을에
대해서는 우물터, 연자방아 등 한인거주 유물을 확인하는 등 조사가 수차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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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곳이기도 하다. 1937년 이후 중·상연추 2개 마을은 완전히 폐촌이 되고 말았

었고, 상연추 마을에서도 연자방아, 기와 조각 등 한인 유적을 발굴 확인하였으나,
폐촌이 되어 있는 관계로 종합적 조사가 어려웠다. 그리고 연추 가운데서도 가장 비
중이 큰 독립운동근거지였던 중연추(중별리)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확실한 마을 자리도 비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독립운동 근거지로서 연추가 지닌 역사적 의의를 고려할 때, 러시아 (군)당국의
공식 승인과 협조를 받아 연추 세 개 마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조사를 진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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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2.44.13°  N
경도 130.46.36°  E
하연추

남양알로에
농장

단지동맹비
크라스키노시내

중국 장영자

연추부근지도(1937년 일본군 남 우수리스크 지방 첩보지도)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반병률, 「러시아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신동아』 2004년 7월호.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박환, 『러시아 한인 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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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

한인이 사용하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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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석 거주 시지미 마을 자리 |
∷현 주 소	연해주 바라바시 서남방 15km 떨어진 나르바강 일대
∷정

의 연해주에 이거한 유인석 의병장이 1909년 일시 유거했던 마을 자리

∷관련내용 연해주 한인 이주민 집단거주 마을 가운데 한 곳이었다. 과거 시지미강은 현재 나
르바강으로 바뀌어 불리며, 시지미는 이 강을 따라 크라스키노에서 북동쪽으로 직
선거리로 65km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나르바강의 상류로, 서쪽에서 동쪽
으로 흐르는 이 강줄기를 따라 상·중·하시지미 등 세 개 마을이 2km, 3km 간격으
로 동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의병장 유인석은 연추 중별리에
서 지낸 후 서계동을 거쳐 1909년 3월(음력) 이곳 시지미에 이거해 있다가 같은 해

저히 경도되어 있던 그는 시지미에서 지내는 동안 망국단望國壇과 망묘단望墓壇을 쌓
고 공자·주자·송자(송시열) 등 세 ‘부자夫子’와 이항로·김평묵·유중교 등 세 ‘선생先
生’의

지패紙牌를 모시고 매일 아침에는 단에 올라 절을 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에는 지패를 꺼내어 걸어놓고 절을 올리며, 조국광복의 굳은 결의를 다졌다.

∷현재상태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 마을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으며, 현재 그 위치를 확인
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2000년 시지미에 대한 조사가 시도되었으나, 마을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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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멍고개로 떠났다. 의리와 명분을 신념으로 춘추대의적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에 철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 시지미 세 마을이 모두 폐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자리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유인석이 거주했던 구체적인 마을 자리를 비정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를 확보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향후 문헌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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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스
키노

∷가는길

위도 42.759.151°  N
경도 130.780.76°  E
시지미 마을

시지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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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지미강(북)

시지미강(현 나르바강)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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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미 부근 지도(1937년 일본군 남 우수리스크 지방 첩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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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삼도의군 편성지 재피거우 |
∷현 주 소	바라바시 부근 마루문카강 유역
∷정

의 1910년 십삼도의군이 창설된 곳

∷관련내용 1910년 6월 21일(음 5. 15) 유인석은 이상설·이범윤·이상설·이남기·홍범도 등과
함께 국내외 의병세력의 통합군단을 표방하고 십삼도의군을 편성하였다. 유인석은
그 도총재가 되어 십삼도의군을 대표하였고, 그 아래 이범윤이 창의군총재, 이남기
가 장의군총재로서 실질적인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망을 앞둔 시기에 항일무
장세력의 통합군단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십삼도의군은 독립운동사상 큰 의의를 지
니고 있다. 그 편성장소에 대해 유인석의 연보에는 ‘재구 梓溝’, 즉 ‘재피거우’로 기록

타나는 이유는 재피거우가 암밤비의 행정구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실제
재피거우에서 십삼도의군이 창설되었지만 러시아측에서는 행정지명상 이를 암밤
비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암밤비와 재피거우가 서로 근접(10km)해 있는
점이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현지답사를 병행하며 그 창설지 위치비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
며, 특히 2003년 반병률 교수에 의한 현지답사에서는 재피거우 마을자리를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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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러시아 측 자료에는 ‘암밤비’로 나타난다. 창설지명이 이처럼 다르게 나

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1937년도에 제작된 일본군 정보지도에 재피거우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마리코지나’라는 러시아식 지명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 ‘말루지노’ (일본어표기 ‘마리코지나’)라는 마
을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재피거우를 기억하는 현지인은 없었다.
1920-30년대에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한 현지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루지노 마을 자리는 바라바시에서 암밤비 가도 중간에 우회전 비포장 도로 10km
진행 지점의 넓은 분지 일대이며, 이곳에서 다시 4km를 더 진행하면 바닷가 철로
가 나오며, 이어 4km 떨어져 해안마을 ‘베레고보예’가 나타난다. 현재 베레고보예
마을에 살고 있으며 1941년 말루지노에서 태어났다는 러시아인 할머니 알라표드롭
나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대 초반까지도 몇 가구가 말루지노에 있었다고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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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마루문카 강과 보로딘스키 강이 합류하는 곳인데 마루문카강 분지에는 재피
거우(말루지노) 마을이, 보로딘스키강 유역에는 ‘바로지나’ 마을이 각각 자리 잡고 있
었다고 한다.

∷현재상태 폐촌 이후 잡초가 무성한 분지로 남아 있다. 1920-30년대에 재피거우 일대에서 태
어난 러시아 현지인을 동행하고 현장조사를 하면 확실한 마을 자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피거우(1937년 일본군 남 우수리스크 지방 첩보지도)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반병률, 「러시아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신동아』 2004년 6월호.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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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암밤비 마을

∷가는길

위도 43.23898°  N
경도 131.6617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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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피거우 마을터

재피거우 마을자리 추정지

| 150

재피거우 부근 도로

재피거우마을 부근 해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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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스크

| 최재형 거주지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보르다르스코로 거리 38번지
∷정

의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이 살던 집

∷관련내용 최재형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동시에 저명한 독립운동가였다. 최도헌
으로 불리며 거부였던 그는 사재를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이범윤과 함께 연
해주의병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1919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하지만, 연해주를 침공한 일본군이 1920년 4월참변을 일
으켰을 때, 일본군에 피체되어 김이직·엄주필 등과 함께 총살당해 순국하고 말았
다. 이 집은 최재형이 말년에 살았던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현재상태 당시 가옥의 원형을 대체로 잘 보존하고 있다.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으로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철제 안내판을 도로쪽 벽면에 부착해 놓았다. 안내판에는 태극기와 러시아 양국 국
기 아래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한글, 러시아어 병기)이 소개되어 있다. “최재형의 집.
이 집은 연해주의 대표적 항일운동가이며 전로한족중앙총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
였던 최재형 선생이 1919년부터 1920년 4월 일본헌병대에 의해 학살되기 전까지

II

거주하였던 곳이다.”

관련자료
•박환, 『러시아 한인 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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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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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로한족중앙총회 2차 회의 장소(동판)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막심고리끼거리 20번지
∷정

의 1918년 제2차 전로한족중앙총회가 열렸던 장소

∷관련내용 1910년 국치 전후 활발하게 전개되던 연해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극도로 위축되었다. 그 뒤 1917년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
게 되자, 연해주 한인사회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를 열고 중앙총회를 결성하면서 새
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였다. 1918년 6월 제2회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개최되었
다. 하지만 연해주 각 지방 단체 대표와 학교 대표 등 129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는 원호(귀화인), 여호(비귀화인)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노정되어 한인사회당, 그리

될 당시 이 건물은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실업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현재상태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우수리스크 11호 학교 교사
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철제 안내판을 건물
현관 위쪽 벽면에 부착해 놓았다. 안내판에는 태극기와 러시아 양국 국기 아래에 다
음과 같은 안내문(한글, 러시아어 병기)이 소개되어 있다. “이 건물은 1918년 6월 13
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회의가 개최되어 민족의 자치와 항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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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한국민회 계열 등으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18년 6월 회의가 개최

운동을 추진하고자 전로한족중앙총회를 결성한 장소이다. 1919년 3월 독립선언서
를 발표하면서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최초로 임시정부를 선포한 대한국민의회로 확
대·개편되었다.”

관련자료
•박환, 『러시아 한인 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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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입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161 |

| 이상설유허비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라즈돌리노예강변
∷정

의 독립운동 지도자 이상설을 기념하여 세운 비

∷관련내용 이상설은 1906년 북간도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용정에 서전서숙을 개숙한 뒤 이듬
해 7월 헤이그특사의 정사가 되어 구국외교에 헌신하였으며, 1908년 연해주로 망
명한 뒤로는 십삼도의군 창설과 성명회 결성, 그리고 권업회 활동 등을 지도했던 독
립운동계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우수리스크에서 자신의 육신을 화장할 것
과 자신의 필적을 모두 소각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두고 1917년 3월 2일 48세를 일
기로 소슬히 타계하였다. 우수리스크에서의 이러한 그의 유적을 기려 광복회와 고

웠다.

∷현재상태 김니콜라이 우수리스크 고려인협회장이 사재를 들여 경내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놓
았으며, 출입 계단의 벽돌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유허비 경내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다. 다만, 비문의 첫줄에서 이상설의 호 ‘보재’가 ‘보제’
로 오기되어 있으며, 비의 뒷면에 새긴 비문의 먹물이 군데군데 벗겨져 판독이 곤란
한 상태이다. 광복회와 협의 하에 비문의 먹물을 다시 입히고, 진입로 계단의 깨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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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학술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곳에 유허비를 세

블록을 교체하는 등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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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조선)교육전문학교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아게예바거리 75번지
∷정

의 1917년 전로한족중앙총회에서 건립한 한인 교원 양성학교

∷관련내용 전로한족중앙총회에서 4만 루블을 들여 1918년에 건립한 한인 교원 양성학교로
1920년 4월참변 때 일시 폐쇄된 것을 제외하고 1937년 한인 강제이주로 폐교될 때
까지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922년 시베리아 내전이 끝난 뒤 러시아교육전문학
교의 조선과로 개편되었다가 1926년 고려교육전문학교로 정식 설립되었다. 이 학
교 졸업생에게는 7년제 학교의 교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1926년부터 1936년까지
10년 동안 교원 244명을 배출하였다.

∷현재상태 이 건물은 현재 우수리스크 문화학교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이 건물 외에도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치체리나거리 54번지 건물, 그리고 레르몬트바 32번지와 아게예바 42번지에 위치
한 건물이 교사라는 설이 제기되어 왔다. 코르사코프카 마을 주민으로 1937년에 고
려교육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원석이 제시한 사진 배경의 교사 건물과 형태가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이 건물일 개연성이 크지만, 앞으로 철저한 문헌고증과 현장조사를

II

통해 더 명확하게 교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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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 묘역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동북쪽 외곽 식용유 마가린 공장 자리
∷정

의 추정 이갑이 1917년 서거 후 안장된 묘역

∷관련내용 신민회에서 파견된 해외 독립운동계의 중요 지도자로서 연해주에서 활동 중이던 추
정 이갑은 우수리스크에서 1917년 6월 13일 향년 41세로 병사하였다. 앞서 이곳에
서는 같은 해 3월 2일 헤이그사행의 정사였던 보재 이상설이 48세를 일기로 서거하
였기 때문에, 현지 한인사회의 슬픔은 더욱 컸다. 이갑의 영결식에는 이동녕·원세
훈·안정근·이강 등의 동지들이 참석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북방 러시아인 공동묘
지에 안장되었다. 안장 직후에 이갑의 묘소를 참배한 그의 사위 이응준은 뒷날 그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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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니꼴리스크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거리의
러시아 공동묘지였다. 가파른 산도 아니고 들판의 산소에 ‘한국인 이갑 묘’라는 나
무 팻말이 쓸쓸히 서 있었다. 마음으로 읍소泣訴의 성묘를 하며 직감되는 것은 조속
한 시일 내에 묘비를 돌로 깎아 제대로 세워야 할 텐데...하는 생각에 젖은 채 그날
로 귀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로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 길은 아주 막
혀버리고 말았다.”

∷현재상태 1917년 이갑이 안장된 러시아 공동묘지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걸쳐 헐리
고 말았다. 현재는 우수리스크 식용유 마가린 제조공장 자리로 바뀌어 말았다. 우수
리스크시사에 첨부된 1917-1922년 러시아 시내 구획도에 공동묘지(성당)의 위치가
나타나 있으며, 우수리스크 시사에 정통한 우수리스크대학 올가 교수(56세)의 안내
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방치된 묘비들과 과거 묘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우수리스크 공동묘지는 이갑 묘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갑이 안장
된 구 공동묘지는 일찍이 헐리고 현재 식용유 마가린 공장이 들어서 있다. 과거 이
갑 묘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자료
•주요한, 『추정 이갑』, 대성문화사, 1964.
•이정희, 『아버님 추정 이갑』, 인물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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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 푸칠로프카(육성촌) 농민청년학교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푸칠로프카 마을
∷정

의 추풍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민족학교

∷관련내용 푸칠로프카(육성촌)는 코르사코프카(하구, 허커우), 크로우노프카(황구, 황커우), 시넬
리코보(대전자, 영안평)과 함께 ‘추풍4사’로 불리는 대표적인 한인 집단거주 마을이었
다. 추풍 푸칠로프카 농민청년학교는 이 지역에 위치한 추풍지역의 대표적인 민족
학교였다. 이 학교에서 카프작가 조명희는 1928년 연해주로 망명한 뒤 1931년 교
편을 잡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낡은 구교사를 떠나 신축 교사로 옮아와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상태 폐교가 된 구교사는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남아 있지만, 거의 허물어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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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전한 신축 교사의 운동장 곁에는 과거 이 마을에서 쓰던
한인 유물로 구교사 시절 전시했던 맷돌, 절구 등 석물 5점을 이전하여 보존하고 있
다. 또, 육성촌에서 3km 떨어진 보가뜨르까 마을의 주민 세르게이(38세)는 푸칠로
프카에서 출토되는 절구, 맷돌, 농기구 조각, 돌구시 등 1백 수십 기의 석물을 수집
하여 정원에 장식물로 조성해 놓았다.
	구교사는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보가뜨르까 마을의 주민이
수집한 한인 석물들은 일괄 매입 후 푸칠로프카 학교에 모아 위탁 관리토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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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노프카(황커우, 황구) |
∷현 주 소	우수리스크시 서쪽 크로우노프카 마을
∷정

의 과거 추풍 4사 가운데 하나였던 황구(황커우) 마을

∷관련내용 추풍4사는 우수리스크 서북방 수분하 유역의 평원지대에 형성된 한인 밀집거주 지
역 가운데 대표적인 한인마을 4곳의 명칭으로, 크로우노프카(황커우, 황구)·코르사
코프카(허커우, 하구)·시넬리코보(대전자, 영안평)·푸칠로프카(육성촌)를 말한다. 1860
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추풍의 한인사회는 1910년 국망 전후부터 연해주지역에
서 다양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특히 1920년 전후의 시베리아 내전기에 이곳은 혈성단 부대·솔밭관松田關 부

근거지였던 재피거우는 이 마을 부근에 있었는데, 현재는 폐촌이 되고 말았다.

∷현재상태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변모해 있다. 한인 이주
민들이 사용하던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이곳이 과거 한인 마을이었음을 알
려준다. 마을 한 주민 안드레이(54세)가 마을에 남아 있던 연자방아·절구·맷돌 등
1백여 점 이상의 한인 유물들을 수집하여 정원 장식물로 조성해 놓고 있으며, 마을
입구 공회당 창고 건물의 주춧돌은 연자방아의 맷돌로 놓은 것이다. 크로우노프카

II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대 등 한인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혈성산 독립군 부대의

에서 6-7km 떨어진 코르사코프카에도 노변에 연자방아 공이돌이 놓여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주민 증언에 따르면 마을입구 강변에 연자방아 석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추풍 한인마을 도처에 산재한 한인 유물을 한 곳에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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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가는길

위도 43.75243°  N
경도 131.66937°  E

크로우노프카

우수리스크

크로우노프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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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연자방아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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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데코보 역 |
∷현 주 소	중동선 국경도시 뽀그라니치나야의 그로데코보 역
∷정

의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이용하던 국경역

∷관련내용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를 왕래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이용하던 교통로가 중
동선이었고, 중동선 이용시 반드시 거쳐 가던 곳이 그로데코보 역이다. 이상설과 이
준이 1907년 헤이그 사행 때도 중동선을 이용했다. 유인석 의병장이 연해주로 떠나
1914년 중국 만주로 이거할 때도 중동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안중
근 의사는 우덕순과 함께 1909년 10월 21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을 위해 블라
디보스토크를 출발한 뒤 우수리스크에서 중동선을 갈아탔다. 이들은 유동하의 집이

인 22일에 하얼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는 10월 26일 마침내 이토를 처
단하였다. 뽀그라니치나야의 그로데코보 역을 지나면 중국의 흑룡강성 수분하綏芬河
역이 나온다.

∷현재상태 1909년 안중근 의거 당시 역사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 세관 검역소 건물
로 사용되고 있다. 구 역사의 건물 형태는 기와지붕에 목조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개찰구는 현재도 출입문으로 쓰이고 있다. 신축 역사는 대형 콘크리트 건축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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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뽀그라니치나야의 그로데코보 역에서 유동하와 만났고, 안의사 일행은 이튿날

로 최근에 세워졌다. 국경역으로 세관이 있는 관계로 중국 당국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사진 촬영을 엄금하고 있어 조사가 수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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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가는길

위도 44.37512°  N
경도 131.43665°  E
구역사

음식점

구시가지

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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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사 개찰구

그로데코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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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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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촌(木花村)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북서쪽 중동선 철로 갈렌키역 부근
∷정

의 유인석이 1913-1914년 연해주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마을

∷관련내용 1913년 2월(음) 유인석은 운현雲峴을 떠나 ‘목화촌木花村’으로 이거하였다. 이곳에서
유인석은 경성의병鏡城義兵의 주장主將으로 연해주로 망명해 십삼도의군에서 장의군
총재壯義軍總裁를 맡았던 이남기李南基의 집에서 지냈다. 이듬해 그는 목화촌을 떠나 서
간도로 망명하게 된다. 그동안 목화촌은 목허우(포세트)로 비정해왔으나, 최근 일제
정보기록에서 중동선 갈렌키 역 부근에 있던 러시아식 지명인 ‘마와카예프카’에서
‘마와카’를 음차音借한 지명임을 확인하였다. 곧 유인석이 거주하던 목화촌은 우수리
스크에서 중국 만주로 들어가는 중동선 철로를 따라 우수리스크 서북방 30km(직선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거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갈렌키 역 인근지방에 있었던 한 마을인 셈이다. 유

II

인석이 목화촌에 지낼 때 남긴 다음 시를 보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냇물 뛰는 고기 때때로 보겠고

溪心魚躍時時見

숲 속 곳곳에 새 소리 들리네

樹裏禽鳴處處聞

망연히 고향 산에 앉은 줄 알았더니

忘形自意鄕山坐

문득 이역 깨닫고 창연히 구름만 바라보네

覺是天涯悵望雲

∷현재상태 우수리스크-뽀그라니치나야간 포장도로에서 3-4km 북쪽으로 진입하면 갈렌키역
이 나온다. 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너른 평원지대이며, 목화촌의 구체적인 마을
자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갈렌키 역을 중심으로 철길 양쪽으로 각각 20여 호의 마
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원근에도 마을이 점재했으나, 현지인 대부분이 2차 대전 이
후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지명을 아는 주민이 없었다.
	러시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화촌의 러시아식 마을 이름 ‘마우카예프카’를 집중 탐
문하면, 그 위치를 비정할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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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목화촌

위도 45.07463°  N
경도 131.77989°  E
갈렌키역

관련자료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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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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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전경

목화촌 평원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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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현(雲峴)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북쪽 35km 떨어진 시베리아철도 연선의 크레모보 부근
∷정

의 유인석이 1911-1913년 2년 동안 거주했던 곳

∷관련내용 유인석은 1911년 2월(음) 유정구를 떠나 雲峴으로 갔다. 그의 많은 저작 가운데 백
미로 평가되는 말년의 역작인 『우주문답』을 저술한 곳도 이곳에서였다. 현재 운현
이 어디에 있던 지명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운현이 ‘구름’과 ‘고개’를 훈차訓借한
한자식 지명이라고 상정해 보면 자료상의 ‘구름을령’이라는 지명을 운현으로 합리
적으로 비정할 수 있다. ‘구름(을)령’은 곧 러시아식 지명으로 ‘이폴리토프카’이며,
이곳은 현재 우수리스크-하바로프스크 가도상에 있는 ‘크레모보’에 해당한다. 그리

마을의 역명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유인석이 1911년 2월(음)부터
1913년 1월(음)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인 2년 동안 거주하였던 운현은 오늘날의 이
폴리토프카 역이 있는 크레모보 일대의 한 마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인석의 「연보」에 의하면 운현은 깊은 산중으로 수림 속에 처소를 정했다고 한다.
또 「증사산급제소우贈史山及諸少友』라는 시의 서언에서 “둔전屯田의 예에 의하여 운현雲
峴이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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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폴리토프카는 우수리스크-하바로프스크 철도가 지나는 연선에 있는 크레모보

곳에서 나무를 베고 땅을 개간하였다. 우사산禹史山이 그 일을 주간하고 백경

환白慶煥·이석기李錫基·김국현金國鉉·김두운金斗運·한봉섭韓儀卿鳳燮·강철묵姜益明喆黙·이
중희李重熙·석진재石鎭哉·강기복 康基復 및 아들 제춘濟春이 그 일을 맡아 하였다. 그들
은 본래 모두 직접 농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 애쓰는
일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나 궁핍을 구제하는 기반의 일이 되어 일을 중지할 수 없
다.”라고 한 구절로 보아도, 운현이 산중인 정황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운현 처
소를 읊은 「운현소거雲峴巢居」라는 시에서는 운현의 산중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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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으니 나무가 많이 보이고

爲巢多木見

고개에는 항상 구름이라

有峴常雲存

하늘이 詩書案으로 들어오고

天入詩書案

산은 禮義村을 열었도다

山開禮義村

∷현재상태 크레모보 제1마을은 구 거주지이며, 제2마을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다. 크레
모보 제1마을에 이폴리토프카 역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일대는 주로 평원지대로
주위에 수림이 우거진 낮은 구릉지대와 산지가 군데군데 펼쳐져 있다. 특히 크레모
보 마을 입구의 도로 건너편에는 정동방으로 3-4km 떨어져 봉우리가 뾰족한 해발
450미터 정도의 야산이 있는데, 정황상 이곳이 유인석의 거주지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현지 탐문에서는 그곳에서 성장한 토착 현지인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과
거 한인마을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운현이 크레모보 일대라는 데까지 위치를 비정하였으며, 추가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를 통해 운현의 위치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주문답(시종)

관련자료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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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4.05224°  N
경도 132.29593°  E

운현

이폴리토프카역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 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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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산

운현 평원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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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스크 →

이폴리토프카 역사

역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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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구(柳亭口) |
∷현 주 소	우수리스크 북방 70km 떨어진 시베리아철도 연변의 무치나야 역 부근
∷정

의 유인석 의병장이 일시 머물던 곳으로 연해주에서 봉밀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정거장

∷관련내용 민족학교인 흥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경술국치를 맞이한
유인석은 1911년 1월(음)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유정구(류정커우, 柳亭口)로 올라가
잠시 머문 뒤 같은 해 2월(음력) 곧 운현(현 크레모보)로 이거하였다. 유정구 이거는
국치 전후 국내외 민족운동자들에 의해 추진되던 북만주 봉밀산 蜂密山 독립운동근거
지 건설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정구는 유인석이 그동안 전전해 오
던 아무르만 좌안의 남우수리구역에서 벗어난 우수리스크 북방에 위치해 있었다.
러시아 연해주 - 우수리스크

일제는 정보기록에서 유정구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유정구는 니
콜리스크 북방 하바로프스크 선로상의 한 정거장으로 봉밀산에 이르는 길목이다.”
“유정구는 니콜리스크 북방 두 번째 정거장임. 한인 약 60호.” 이를 통해서 볼 때
유정구는 우수리스크에서 하바로프스크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철도의 두 번째 역이
소재한 마을로, 한인 60여호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북만주 봉밀산으로 연결되는 길

II

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니콜리스크 주재 영사가 1922년 1월 6일 자국의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조선인 촌락 및 인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정구가 ‘체르
니코프카 부근 선인 호수 인구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황으로 보아 체르니코프
카 인근에 있던 한인 마을로 파악된다. 이 자료에는 유정구의 한인 호수는 68호이
며, 전체 인구가 288명인데, 모두 비귀화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상태 유정구 한인 마을의 거점 도시로 판단되는 체르니코프카는 우수리스크에서 서북방
으로 70여km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철도 연변 마을이다. 우수리스크와 체르니코프
카 중간에 크레모보(운현) 마을이 위치해 있다. 현지에서 생장한 주민을 만나지 못한
관계로 현지 탐문을 통해서는 유정구(류정커우)의 마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만, 유정구가 역 소재 마을이라는 기록을 유추하여 체르니코프카 마을 부근에 근접
해 있는 무치나야(‘뭇가’는 밀가루를 의미함) 역 일대에 점재한 마을을 합리적으로 비정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192

	시베리아 철도 연변의 유정구가 북만주 봉밀산을 내왕하는 거점 마을인 점에 따라
항카호 일대에까지 여정과 지형을 조사한 결과, 유정구에서 항카호에 이르는 길은
산지가 거의 없는 평원지대로 낮은 구릉지에는 늪지가 많아 통행이 쉽지 않다.

체르니코프카 부근 마을-유정구
(1922년 일제 니콜리스크 영사의 [조선인 촌락과 인구조사서 송부 건])

관련자료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항일투쟁 노정(1896-1915)-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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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나야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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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부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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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로프스크

| 한인사회당 창당지 |
∷현 주 소	하바로프스크시 깔리닌 거리 15번지
∷정

의 1918년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창당된 곳

∷관련내용 1917년 10월 혁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연해주 한인사회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소외되어 있던 비귀화 한인들의 활동도 활발해
졌다. 이들은 극동소비에트 정권과 교섭하여 독일 스파이 혐의로 투옥되었던, 유력
한 지도자 이동휘를 석방시켰다. 이 무렵 크라스노스티코프를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극동소비에트정권은 일본 등 연합군의 간섭에 직면하게 되자 한인들의 지원을 기대
하였다. 한인들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 인구의 다수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의 중임을 맡게 되는 것도 볼셰비키가 한인의 지지를 이끌
어 내기 위한 포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동휘와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
어 1918년 5월 11일(양력) 하바로프스크에서 박애·이한영·김립·오하묵·오영준(오
와실리) 등의 발기로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중앙위원으로는 위원장 이동휘·부위원장 오영준·군사부장 유동열·선전부장 김립

II

러시아 연해주 - 하바로프스크

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인 여성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가 1918년에

등이 선임되었으며,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조직부·선전부·군사부 등 3개의 집행 부
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당 기관지로 한글잡지인 『자유종』을 발간하는 한편, 한인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문덕중학교文德中學校를 설립하였다.

∷현재상태 당시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과거 포포프스카야(현 깔리닌 거리) 15번지에 해당되는
위치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대에는 현재 제빵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입구에는 간
이 잡화점 가게가 노변에 자리 잡고 있다.

관련자료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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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지 부근 주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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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알렉산드라 근무지 |
∷현 주 소	하바로프스크시 무라비예프-아무르스카야 거리 22번지
∷정

의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 김알렉산드라가 집무하던 건물

∷관련내용 김알렉산드라는 함북 경흥 출신의 이주민인 김두세의 딸로서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
자가 되었다. 상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 1920년 4월 17일자에서는 그녀의 성
품과 역사성에 대해 “혁명사상으론 대한 여자의 향도관, 사회주의로는 대한 여자의
선봉장, 자유정신으론 대한 여자의 고문관, 해방투쟁으론 대한 여자의 사표자師表者”
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시베리아 내전 중이던 1917-8년간 하바로프스크 볼세
비키당 위원회 사무국원이며 하바로프스크 소비에트 외무위원으로 이 건물에서 건

이던 김알렉산드라가 근무했던 건물. 1918년 백파에 의해 살해되었다.”라는 문구로
된 안내판이 새로 부착되어 있다. 이 건물은 과거 칼막스 22번지로 무라비예프-아
무르스카야 거리와 칼리니나 거리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있으며, 하바로프스크 중앙
부에 해당된다.

∷현재상태 과거 원동중앙은행 건물로 사용되던 3층 벽돌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되어 백화점 건
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건물 벽면에 부착되었던 얼굴 부조상은 철거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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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있었다. 현재 건물 외벽에는 “1918년 하바로프스크시 인민위원회 외무위원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김알렉산드라 관련 연고로 말미암아 현재 러시아 당국에서 ‘보호건물’로 지정해 놓
았다. 한러 우의증진과 연해주 한인 역사의 증좌를 위해서 리모델링 전에 부착했던
김알렉산드라 부조상과 설명문 동판의 행방을 확인하여 이를 보존, 전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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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알렉산드라가 활동했다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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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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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거주지 |
∷현 주 소	하바로프스크시 콤스몰스카야 거리 89번지
∷정

의 카프작가 조명희가 하바로프스크에 거주하던 시절에 살던 집

∷관련내용 대표적인 카프작가였던 시인 조명희(1894-1938)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1928년에 소
련으로 망명한 뒤 연해주 각지에서 한인 자제 교육사업에 헌신하였다. 우수리스크,
푸칠로프카(육성촌) 등지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한글신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 편집을 담당하기도 했다. 연해주 한인사회를 상징하는 교육자·문학가로 명
성이 높았다.
	하바로프스크에 정착한 조명희와 그의 가족은 조명희가 스탈린정권에 의하여 체포

4월 15일 사형 언도를 받은 후 5월 11일 총살되었다. 그 뒤 그는 1956년 제20차 소
련공산당대회 이후 같은 해 7월 20일 복권되었다.

∷현재상태 2층 목조 건물로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1층 창문 장식 틀의 장식
문양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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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1937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조명희는 1937년 9월 18일 체포되어 1938년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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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차예프카전투 희생자 추모 기념물 |
∷현 주 소	하바로프스크 크라이 볼로차예프카 1 마을 뒤 이윤코란 봉우리
∷정

의 1922년 2월 볼로차예프카 전투 현장에서 희생된 빨치산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
념물

∷관련내용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러시아혁명군이 하바로브스크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전투다. 비문에는 ‘118명의 빨치산이 잠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2년 2월
10일 볼로차예프카 전투에 참전한 고려혁명의용군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2월 11
일 전투에서 승리하여 2월 14일 하바로프스크에 입성하였다. 이 전투에 참전한 한
인들은 러시아 붉은 군대의 승리가 바로 조국의 독립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
다.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는 한인 빨치산 12명이 전사하였고 박충훈·김대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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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방규한 등과 다수의 중상자가 있었다. 이 전투의 공로로 고려인 6연대는 적기
훈장을 받았으며, 그 이후 한인부대는 ‘볼로차예프카 연대’ 라고 명명되었다. 볼로
차예프카 전투와 관련하여 승리를 기념하는 거대한 조형물과 비문이 건립되어 있
다. 러시아어 비문에는 “극동소비에트 해방을 위해 전사한 118명의 빨치산, 1922년
2월 12일 이곳에 모시다. 이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비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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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에는 “스파스크, 볼로차예프카의 그 날 전투를 전설같이 오래도록 노래할 것이
다”라는 빨치산 노래 가사의 일부를 새겨 놓았다. 이 노래는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
에 실려 있었고,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한다.
	기념물 맞은편에는 원래 원동특립군대 사령관 콘스탄치노비치 부르헤르를 추모하
는 두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 볼로차예프카전투 90주년을 맞이하
여 두상과 기념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추모 예배당을 건립해 놓았다.

∷현재상태 추모 기념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형편이나, 한인부대의 활동이나 희생자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러 우의를 상징하는 볼로차예프카전투 실상에 비
추어 한인들의 전투 참가 사실을 알려주는 별도의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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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 강

∷가는길

비로비잔

볼로차예프카 기념물
인

위도 48.56435°  N
경도 134.49860°  E

하바로프스크

레닌스코예

블라고슬로베노예

우
수
리

강

관련자료
•국가보훈처 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년도』, 2001.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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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물

| 210

II
러시아 연해주 - 하바로프스크

추모성당

희생자 추모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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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단 및 일정
조사 지역

단장

중국 화북

김주용

러시아 연해주

박민영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단원

주계운(연구원), 지영철(사진 전문가),
이선자(현지 전문가)
김주용(선임연구위원), 지영철(사진 전문가),
송지나(현지 전문가)

일정

6.19(화)~6.30(토)

9.19(수)~9.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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