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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말 한중양국 정상은 중국에서 전개된 한국인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의거 관련 기념비 설치
와 섬서성 서안의 한국광복군 제2지대 본부 및 훈련 터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비록 한국광복
군 제2지대 본부 및 훈련 터에 기념비를 설치하는 문제는 섬서성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지만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양국이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중국에
서 한국독립운동 사적지 및 양국 간 공동항일투쟁의 현장을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경화로 치달으면서 주변국과의 역사전쟁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상태입니다.
동북아 삼국의 국제정세가 얼어붙고 있는 오늘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독립운동은 자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명 받아야 할 소중한 우리의 정신문화 자산입니다.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끝없는 갈등을 야기하였지만, 우리 선열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전 세계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올해는 유럽지역에서 온몸을 태워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헤이그 특사들이 활동했던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과 이범진이
자정 순국하여 러시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상트뻬테르부르그 지역, 이승만이 활동했던
모스크바 지역도 심화조사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전개되었던 치열한 외교독립
운동 현장도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4년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보다 체계적이며 강력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고 입학한 황포군관학교가 개교한지 8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황포군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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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위치하고 있는 광동성 광주지역을 심화 조사하였습니다. 황포군관학교 이외에도 광주에
는 독립운동의 기운이 곳곳에 묻어있습니다. 신해혁명기 한국인으로는 가장 먼저 광주로 달려
와서 중국인 관료로 신해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범재 김규흥의 불멸의 발자취도 조사했습니
다. 향후 좀 더 보완해야 할 조사지만 첫 조사라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광동성 광주라는 먼 곳까지 가서 중국의 혁명과 한국의 독립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동정진망열사묘역에는 그 역사적 현장이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정진망열사묘역 안에 위치한 황포군관학교 제6기생인 김근제와 안태
지사의 묘역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소중히 보듬어야 할 정
신, 문화적 자산의 실체가 바로 광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월한인회, 한교협회 등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복건성 지역은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
표적인 아나키스트였던 정화암, 유자명 등이 활동했던 천주와 이강이 활동했던 하문지역을 조
사하였습니다. 유자명이 중국인 학생들을 가르쳤던 여명중학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국외실태조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처 관
계자 여러분과 현지 공관의 도움 및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0일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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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러시아 _ 네덜란드·러시아·스위스

유럽 및 러시아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유럽지역 독립운동

I

유럽

한국독립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서 유럽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무대로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곳이다. 영국에서는 이한응이 조국의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고자 일신을 희생함으로써 투쟁
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을사늑결’을 계기로 이상설·이준·이위종과 같은 한국특사들이 헤이
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서 치열한 구국 외교를 벌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유럽 외교활동은 파리위원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 등지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우
리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
하여 각종 선전활동을 하였으며, 제2차 대전 때는 유럽 각국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
교를 펼쳤다.
유럽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 외교활동에 있었다. 이한응, 헤이그 특
사 등의 외교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파리위원부와 통신국의 국제기구 참여 활동, 이승만의 국제
연맹 활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교적 방략에 호소한 것이었다.
유럽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지역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은 ‘세계가 곧 독립운동
의 무대’였다 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말 프랑스·
영국·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지에는 교민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대략 2~3백 명의 한인들이 거
류하고 있었다. 유럽지역의 한인거류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 왜냐하면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 유럽에 가는 한인들이 일제의 여권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개가 중국인
으로 위장하여 중국여권을 소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1925년 7월에 작성한 『재구在歐 조선인朝鮮人의 개황 槪況』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1924년 6월 당시 독일 50명, 스위스 2명, 이탈리아 2·3명, 프랑스 150명, 네덜란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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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영국 10명 등 총 250명 정도의 조선인이 유럽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한인 50명과 네
덜란드의 한인 40명은 대개 노동자로서 토공·용인·뽀이 등의 노동에 종사하고, 기타 약 150명
은 거의 유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대의 자료이고 자료로서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통계이지만 일제 총독부가 1935년 10월
에 조사한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총수에 의하면, 해외에 거류하는 한인은 모두 2,783,254
명이었다. 그 가운데 유럽지역에는 아일랜드에 2명, 영국에 238명, 독일에 148명, 폴란드에 38
명, 스위스에 38명, 이탈리아에 38명이 거류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유럽 각국에
서 전후 재건사업을 위해 수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하여 아시아인들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런 관
계로 많은 한인들이 중국인들의 유럽행에 동반하여,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 노
동자가 되었다. 제1차 대전 당시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항구도시 무르만스크Muurmansk에는
5백여 명의 한인들이 연합국의 지휘 하에 그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1차 대전이 끝
난 이후에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위원부의 주선으로 프랑스로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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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이
2세는 1906년 4월에 파나마 등 남미의 몇몇 나라와 함께 대한제국 황제에게도 비밀리에 초청장
을 보내왔다. 광무황제는 이 초청장을 받고 구미 열강의 도움으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절호
의 기회라 여겨 이상설을 비롯하여 이준, 이위종 등 세 사람을 비밀리에 특사로 임명하였다. 이상
설이 정사正使였고 전 평리원검사 이준, 전 러시아주재공사 이범진의 둘째 아들인 이위종이 부사副
使였다.

이밖에 헐버트는 따로 광무황제의 친서를 휴대하고 헤이그 현지에서 특사 일행과 함께 활

동하였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설과 이준은 1907년 4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
류하였다. 두 사람은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전 러시아주재한국공사 이범진과 그의
아들 이위종을 만나 사행의 진용을 갖추었다. 한국특사들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여 1907년 6월
25일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6월 15일에 회의가 개최되었으므로 회의개최
며칠 뒤의 일이었다.
세 특사는 헤이그 시내 바겐슈트라트Wagenstraat 124번지에 있는 ‘레용’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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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호텔Hotel

De Jong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들은 호텔에 당당히 태극기를 내걸고 한국의 사절로서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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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로서 공식으로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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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I

유럽

렸고, 이것을 『평화회의보』에도 실었다. 또한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서 이위종은 프랑스
어로 ‘한국의 호소’를 절규하였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열강간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일제에게 외교권마저 유린당한 대한제국의 특사일행이 사행
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활약하던 중 7월 14일 이준이 순국하였다. 이상설 등 나머지 특사들은 그를 헤이그
의 ‘뉴 아이큰다우Nieuw Eykenduynen’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구미열강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러자 일제는 헤이그 한국특사를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
시키고 정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등 식민지화를 가속화하였다.
유럽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
국 대표들이 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의 대한인국민회는 한국대표를 선출하였고,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신한청년단 대표 김규식은 1919년 3월 13일 파리에 도착
하였으며, 이어서 스위스로부터 이관용이, 또한 상해로부터 김탕과 조소앙이, 그리고 미국으로부
터는 황기환과 여운홍이 연이어 파리에 도착하였다. 한편,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 함께 김규식은 4월 13일 외무총장겸 파리평화회의의 대한민국위원 및 주파리위원부의 대표위
원으로 선임되었다.
파리위원부는 시내 중심가인 샤토덩 거리 38번지에 위원부 사무실을 설립하고 외교활동에 들
어갔다. 김규식은 독립공고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한국의 지원을 호
소하였으나 열강들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1919년 6월 30일 강화회의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문제를 설득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프랑스 동양정치연구회에서 한중 양국

| 12

문제에 대한 연설회를 가졌다. 7월 30일에는 프랑스 국민정치연구회에서 한국문제보고회를 가져
프랑스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파리한국통신부는 191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당대
회에 참가하여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독립을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 7월 17일
자로 대회 참가요청서를 보낸 조소앙은 참가승인을 받자 파리통신부 부위원장인 이관용과 함께
8월 4일 ‘조선사회당’ 대표로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가하였다. 두 사람은 ① 본회에서 한국독립문
제를 승인할 것, ② 본회로부터 대표를 파견하여 동아정세를 조사토록 할 것, ③ 본회에서 동서
로 연락하고 혁명을 촉진케 할 것 등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조소앙은 암스
테르담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 집행위원회의에도 참석해 “각국 대표가 스위스에서 가결한 한국
독립 승인문제를 본국 국회에 제안해 통과토록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1919년 8월 이승만대통령의 소환으로 김규식은 미국으로 떠났고, 이관용이 위원장 대
리, 황기환黃己煥이 서기장이 되어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자유한국 La Corée Libre』 등의
책자를 영문·불문으로 인쇄 배포하는 한편, 181종의 유럽 신문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517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럽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파리
위원부의 황기환이 1921년 7월 미국으로 떠난 이후 사실상 유럽지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어지
지 못하였다. 그 후 유럽지역의 독립운동은 특정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가 바로 서영해徐嶺海
이다.
서영해가 1929년부터 파리 시내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말브랑슈 Malebranche 7번지에 ‘고려통신
사Agency Korea’를 설립하면서 중단된 대유럽 외교는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고려통신사는 임시
정부의 외무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서영해는 고려통신사 통신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영해는 파리
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정세와 실상을 임시정부에 보고하였다.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지역 독립운동
유럽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이전 이름 생 피터스부르그 Saint
Peterburg 1703~1914, 페트로그라드 Petrograd 1914~1924, 레닌그라드 Leningrad 1924~1991)와 모스

크바Moscow이다. 이 두 도시는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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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소련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이곳에서 전개하였다. 러시아의 원동
지역이 한인들이 거주하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직접 미쳤던 관계로 항일 독립운동의 현장이었
다면, 유럽 러시아지역에 위치한 이 두 도시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의 후원과 지
원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대한 구미외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특히, 러시아는 서구 열강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일본과 비우호적 또는 경쟁적이었던 관계
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할 때 러시아의 외교적·정치적·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으로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러시아(소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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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에 투쟁하던 항일 독립운동세력에 대하여 우호적인 지원정책을 취하였다. 서구 열
강의 포위전략에 맞서 사회주의체제를 방위하기 위한 볼세비키정부의 대외정책의 결과이었지만,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세력은 소비에트러시아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본
부인 국제공산당(제3인터내셔날, 코민테른 Comintern)의 지원을 얻고자 모스크바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참여를 비롯한 러시아와 유럽열강을 위한 외교초대 주
러공사 민영환은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에서 외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초대 상주
공사로 부임한 이범진은 헤이그 한국특사 구성과 활동 기획 및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 연해주로 아들 이위종을 파견하여 1908년 최재형·이범윤·안중근이
중심이 된 동의회의 연해주의병을 지원하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 절망적 상황에 빠진 이
범진은 1911년 1월 순국 자결하였고, 해외 한인사회를 위하여 미주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
회와 블라디보스톡 거류민회에 총 1만 2천루블을 남겼다.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에는 이범진 공사
와 이위종의 활동 유적인 대한제국주러시아공사관과 숙소, 마지막 거주지와 순국장소 그리고 묘
역 등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남아있다. 이외에도 모스크바와 페테레스부르크는 1910년대 러시아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가면서 거쳐 간 곳이며 일시 체류했던 곳이기도 하다.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와 더불어 모스크바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수도로 많은 한인 사회주의자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곳이다. 최초로 볼세비키 세력과 연대를 추구했던 한인사회당 대표
박진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특사와 대사로 파견되었던 한형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로 파견되었던 외무차장 이희경과 안공근, 이후 국제공산당 대회에 참여했던 한인 공산주의
자들과 조선공산당 대표 등 소비에트정부와 국제공산당을 상대로 활동했던 항일애국지사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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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제1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본주의 열강들은 워싱턴 군축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코민테른은 극동 피압박 민족의 대표자들이 참가
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주최 하에 열린 극동민족대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혁명운동에 대해 협의하
였다. 이 대회는 ‘극동근로자대회’, ‘제1차 원동(혹은 극동)민족대회’, ‘원동약소민족대회’, ‘제1차
극동 피압박 인민대회’, ‘극동인민대회’ 등으로 불렸다. 극동민족대회에는 김규식을 비롯하여 여
운형·원세훈 등 유명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참가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중국·한국·
일본·몽고 4개국 대표단의 각 국별 혁명정세 보고가 있었다. 시베리아내전에서의 항일빨찌산운
동과 시베리아내전 이후 러시아 원동지역의 소비에트화와 공산주의운동에서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항일혁명가들은 1930년대 전반에 불어 닥친 스탈린의 탄압정책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되기도 하였다.
모스크바에는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정부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총지휘하고
자 출범한 국제공산당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한 항일애국지사들의 활동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국제공산당의 주요기관들인 집행위원회와 동양부, 농민인터내셔날, 프로핀테
른, 동양에서의 공산주의운동 활동가들을 양성시킨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등을 비롯하여 원동민족
혁명단체대표회(원동피압박민족대회), 국제공산당 대회, 국제공산당 산하기관 세계대회 등이 개최
되었던 장소 등이 그 유적들이다. 또한 극동지역에서 항일활동을 전개한 김규면, 강상진을 비롯
한 주요 인물들의 묘소 또한 모스크바에 남아있다.

국제연맹에서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모스크바행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듬해인 1932년 3월 ‘만주국’ 수립을 선포하면
서 중국본토로까지 침략을 확대시켰다. 이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스
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영국의 리턴경Lord

Victor Bulwer-Lytton을

단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주사변의 진상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리튼조사위원회는
1932년 2월 말부터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만주 현지에서 조사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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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해 10월 약칭 『리턴보고서(The Lytton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국
제연맹 중일분쟁 조사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
Dispute)」로 국제연맹은 이를 통해 일본의 침략행위를 반대했고, 이것이 채택되면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현재 일본 일부에서는 『리턴보고서』가 국제사회가 모두 일본의 침략을 비판·비난한 것이 아
니라는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만주사변은 일본
군의 자위권 행위가 아닌 침략행위이며,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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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부터 일제는 이를 자위권自衛權 행사이며 국제연맹 규약과 9개국 조약, 부전조약不戰條約을 위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를 조사한 『리턴보고서』에서는 유조호사건에서의 일본군
의 군사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만주국’은 국제연맹에서 승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연맹에서 리튼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자 일본은 1933년 3월 27일 국제연맹
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외교적 고립의 길을 자초했던 것이다.
『리턴보고서』는 지도를 붙인 148쪽의 두터운 책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1932년 10월 1일 국
제연맹 간행물로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중국은 9월 30일 영국공사관으로부터 영문으로 된 보
고서를 송부 받았다. 리턴의 보고서를 검토한 중국 남경정부는 앞의 8장까지에 대해서는 공정하
다고 평가하였으나, 제9장 ‘해결의 원칙 및 조건’과 제10장 ‘고찰 및 이사회로의 제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남경정부의 외교부장 나문간羅文幹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10월 3일 선
언에서 리턴보고서가, ① 9월 18일 및 그 이후 일본군의 모든 군사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한 자위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 ② 소위 ‘만주국’은 진실로 자발적인 독립운동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일본군 및 일본의 문무관리가 조작하여 만든 산물이라는 것 두 가지를 명확
히 나타냈다고 하였다.
『리턴보고서』는 1932년 9월 30일에 국제연맹이사회와 가맹국에 배포되었다. 11월 21일과 12
월 6일 연맹이사회와 총회가 개최되었다. 일본정부는 1933년 2월 20일 “총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는 우리 측이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제국정부는 중·일 분쟁사건에 관해 국제연맹과 협력
하는 데 한계에 달하였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제국과 연맹과는 소신을 달리하는 것을 깨달았다” 1

1 외무성 편, 『일본외교문서·만주사변』 제3권,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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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연맹총회의 만주국 불승인 결의에 있었다.
1933년 2월 24일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리턴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19인위원회가 작성했던 보
고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19인위원회의 보고는 리턴보고서를 대부분 수용하였는데 중국의 주권
하에 만주에 자치정부를 건설하고, 일본군을 철도부속지외에서 철수시키며 중일교섭을 개시함과
동시에 연맹가맹국에는 만주국불승인정책을 준수할 것을 제시하였다.
『리턴보고서』의 채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외교전이 국제연맹 벌어질 무렵, 이승만
은 1933년 1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국제연맹 및 그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승만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명전권수석대표로서 활
동하였으며 그를 보좌한 것은 고려통신사 대표 서영해였다.2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이승만은 무
엇보다도 한국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가맹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는
중국을 위시한 각국 대표들이 국제연맹 총회에 한국문제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략을 바꾸어 연맹의 현안인 만주분쟁과 한국문제를
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만주지역 한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1933년 2월 8일 국제연맹 사무총장 드럼먼드Eric Drummond와 가맹국 대표들에게 서한
을 보내 만주지역 한인들이 겪는 고통과 희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문제의 해결이 국제연맹
의 현안인 만주문제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민의 호소
가 국제연맹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됨으로써 만주사태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장차 적절한 시점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연맹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는 그해 3월 26일 『만주의 한국인들: 이승만 박사의 논평과 함께 리턴보고서 발췌(The
Koreans in Manchuria: Extracts from the Lytton Report with Comments by Dr. Syngman Rhee)』라는

부클럿booklet을 출간하였다.
이 책자를 통해 이승만은 만주사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고통을 받고 또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일제의 침략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작성된 『리턴보

2 고정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54,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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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 국제사회에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의 의견을 달아 출간된 이 책자에 대해 이승만은 “리턴보고서에서 발췌한 다음의 글들은 한 눈
에 보아도 한국문제는 만주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그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해결
책을 강구하지 않고서 어떤 영구한 보증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승만은 『만주의 한국인』이라는 책자에서 만주의 한인 문제들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
이 만주분쟁의 해결은 바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 회복만이 19세기 말 이래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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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 일본의 대륙팽창 욕구를 저지할 수 있는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국제연맹과 그 회원국 대표
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일제의 침략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작성된 『리턴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붙
여 국제사회에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리턴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국제연맹에서 이승만은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당시 유럽열강들의 친일성향과 한국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팽창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소련의 지원을 얻고,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한인지도자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소련행을 결심하였다. 그는 전부터 알고 지냈던 비엔나 주재 중국 대리공사 동덕
건董德乾, Dekien Toung의 도음을 받아 소련 입국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동덕건의 소개로 알게 된 소
련공사 페테루스키Peterwsky에게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승만의 소련행은 국제연맹의 중국
상주대표 호세택胡世澤과 비엔나 주재 중국대리공사 동덕건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네바 주재 미국
영사 길버트의 묵인 아래 추진되었다. 이승만은 7월 14일 동덕건의 소개로 비엔나 주재 소련공사
페테루스키를 만나 자신의 항일연대 구상을 토로하였다. 페테루스키는 이승만의 계획에 찬성, 본
국 정부에 보고하여 그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승만의 소련행 계획에 대한 고정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승만은 국제연맹에서의 활동할
당시인 1933년 4월 25일 미국총영사 길버트와 점심을 나누며 소련행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고 한다. 길버트는 이승만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네바에 체류하며 국제연맹에 한국문제를 제출하
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
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승만의 ‘소련행’ 목적은 100만 명에 달한다는 시베리아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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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방문과 모스크바주재 중국대사관의 주선에 의한 소련 당국자들과의 접촉인데, 과연 이승
만이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실행에 옮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요
컨대 길버트는 이승만의 제네바에서의 활동과 소련행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이며 또 회의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승만은 1933년 7월 18일 오전 9시 45분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19일 모스크바역 관
광청의 소개로 큰 오픈카에 실려 뉴 모스크바 호텔 525호실에 투숙하였다. 이 호텔은 크레믈린궁
과 붉은광장의 맞은 편의 모스크바 강둑에 있었다. 호텔은 3등급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투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뜻밖에도 소련 외무부의 전령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승만에게 발급한 비자가 ‘착오’였다면서 이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 소
련 외무부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취한 배경에는 당시 소련으로부터 만주의 동청철도東淸鐵道를 매
입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와 있던 일본철도위원회 마츠야마 松山 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이승만은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날인 7월 20일 오후 11시에 모스크바를 떠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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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이위종 연설 장소 |
∷현 주 소	프린세스그라트Princessgracht 6A 번지
∷옛 주 소	프린세스그라트 7번지
∷정

의 헤이그 한국특사인 이위종이 각국 기자단 앞에서 연설을 행한 장소

∷관련내용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세 특사는 평화회의 본회의에 한국대표로 당당
고 말았다. 하지만 회의 취재를 하던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각국 기자들
에 의해 특사들의 활동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국제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다.
	특히 기자단협회 회장인 영국인 스테드William T. Stead의 전폭적 지지 하에 『평화회의
보Courrier de la Conference』에 세 특사가 연명한 호소문을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특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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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참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본 대표의 방해로 끝내 실패하

활동과정에서 얻은 큰 소득이었다. 뿐만 아니라 7월 9일 기자협회에 세 특사가 귀
빈으로 초청을 받아 이위종이 프랑스어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주제 하에
열변을 토해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위종이 각국 기자단 앞에서 연설을 행한 장소인 국제협회 건물의 당시 주소는 프
린세스그라트Princessgracht 6A 번지였으나, 현재는 프린세스그라트 7번지로 바뀌었
다. 건물의 외형은 과거의 원형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물에는 과거 노르웨이 대사관이 입주해 있었으나, 2013년 현재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다(회사명 : WTS Energy, Lobby Lab, Philip Morris Benelux). 건물 내부 공
간 가운데 어느 홀에서 이위종이 강연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상태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은 중층이다. 당시 건물의 원형(외형)은 보존
되어 있으나, 내부 시설은 개·보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1층은 방이 3개 있고, 2층에
도 방이 4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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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ngskade

∷가는길

위도 52.08206°  N
경도 4.31916°  E

이위종 연설 장소(구 국제협회 건물)
Prinsessegracht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신문)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이준열사95주기추모 학술발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200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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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종 연설 장소(구 국제기자단협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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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열사 순국장소 / 이준열사기념관 |
∷현 주 소 바겐스트라트Wagenstraat 거리 124번지
∷정

의 헤이그 특사인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

∷관련내용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은 1907년 4월 21일 단신으로 사행길에 올랐다. 그는 러
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하였다. 이상설과 이준은 다시 시

I

유럽 - 네덜란드

베리아철도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6월 4일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하
였다. 이곳에서 주러시아 한국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 합류하였다. 세 명의 특
사로 진용을 완비한 사행은 베를린을 경유한 뒤 6월 25일 헤이그에 안착할 수 있었
다. 이준이 국내를 출발한 지 64일 만에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헤이그시내 바겐스트라트 124번지 융Hotel

De Jong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당

당히 태극기를 내걸었다. 한국특사들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고,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외
교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특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준은 이곳에서 7월 14일 순국하
였다.

∷현재상태 헤이그 세 특사가 투숙한 당시의 융 호텔은 헤이그 시내의 바겐스트라트 거리 124번
지 소재 3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1625년경에 건축된 고 건축물로, 현재도 그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1995년 8월 5일 이준열사기념관Yi Jun Peace Museum 이 개관하여 한국특사의 활동을 전
시하고 있다. 이 건물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지대이며, 건물의 전
면 출입구에는 ‘이준열사기념관’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영어로 ‘YI JUN PEACE MUSEUM’이 새겨져 있다. 내
부 2∼3층 전체를 기념관·자료관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세 특사의 생애와 활동 및
평화회의에서의 활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1층 바닥과
하수관, 뒷 건물 지방, 1층 외벽 등의 수리를 끝낸 상태이며, 이를 개조하여 전시장
으로 꾸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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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nstraat

이준 순국장소
(구 융 호텔, 현 이준열사기념관)

관련자료
•《Haagsche Courant》(신문) 1907년 6월 17일∼7월 17일자.
•윤병석, 『이상설전(증보판)』, 일조각, 1998.
•「이준열사95주기추모 학술발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2002.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 『아! 이준 열사』, 공옥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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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열사 순국장소(이준열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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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고려공산당 대표 숙박지 |
∷현 주 소	모크호바야 거리 거리Ulitsa Mpkhovaya 15/1번지, 나쵸날 호텔Gostinitsa Natsional
∷옛 주 소	LUX호텔, 국제호텔
∷정

의 1921년 이동휘 등 고려공산당 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머물던 호텔

∷관련내용 1921년 말부터 1922년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려공산당 대표단의 이동휘, 홍
도, 박진순 등과 김규식, 여운형, 홍범도 등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참가자들이 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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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던 호텔이다. 이극로의 『고투 40년』에는 ‘국제호텔’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에도 ‘국제호텔’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 호텔은 1918년 당시에는 러시아정부
전용의 고위급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다가, 1920년대부터 호텔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상태 호텔은 뜨베르스카야 거리Ulitsa Tverskaya와 모크호바야 거리 모퉁이에 있는 나쵸날 호
텔Gostinitsa Natsional이다. 이 호텔은 1903년 유명한 러시아 건축가 알렉산더르 이마노
프Alexander Ivanov의해 지어졌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고급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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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334-335, 340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참고자료
•그 때는 露西亞 革命 뒤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기보다 特別한 關係가 아니면 入國을 시키지 아
니하였다. 그래서 聯絡하는 동안 一個月을 베를린(伯林)에 머물게 되었다. 때는 늦은 가을이라 黃葉이 뚝뚝 떨어
지는 1921년 九月에 伯林을 떠나서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데 獨逸 共產黨 領首도 當時에 國會 代儀士로 있던 피
코 氏가 同行의 한 사람이 되어서 旅行中에는 많은 便宜를 얻게 되었다. 우리 一行은 獨逸 東海岸에 있는 스테
린 港에 가서 배를 타고 에스토니아 港 테발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汽車로 露西亞(러시아) 舊王都 레닌그라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往時에 한 國都가 이제는 革命의 洗禮를 받아 廢墟의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어 본 뒤에 떠나서 모스크바로 直行하였다. 그 때에 마침 좋은 同行을 만났는데 그는 前 朝鮮日報 主筆
로 있던 故 徐椿(서춘) 氏이었다. 이 분과 함께 同行이 되어 國際호텔에 들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三個月 동안
머물면서 建設 中에 있는 새 國都의 이모 저모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크렘린 宮殿과 共產大學과 機械工場 等을
구경하며 또는 때마침 十月 革命 記念日을 當하였는지라. 赤廣場에서 열린 赤軍의 觀兵式에서 軍務委員長 트로
츠키 氏의 激勵하는 演說을 들을 때에 世界 革命을 부르짖는 赤軍의 氣象이야 말로 가을 바람과 같이 威風이 凜
凜한 느낌을 주었다. 本來 約束하고 온 나는 이제 공부의 길을 찾아 지나가는 길에 라트비아 서울 리가에 내려서
구경하고 떠나서 리투아니아와 波蘭(폴란드)을 지나서 伯林(베를린)으로 돌아오니 때는 一千九百二十二年 一月
이었다(이극로, 『고투 40년』, 1946).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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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산당 대표숙박지 건물 입구

고려공산당 대표숙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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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면 묘소 |
∷현 주 소	모스크바 루쥐녜츠키이 통로Proezd Luzhnetskii 2번지 노보제비치 공동묘지 벽면묘지 제
131구역

∷정

의 항일투쟁단체 신민단을 창단하고, 한인사회당 부위원장과 대한의용군사의회 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규면의 묘

∷관련내용 김규면(1880~1969)은 한말 신민회 회원으로 교육·종교운동을 통한 계몽활동에 참
유럽 - 러시아

가하였고, 침례교 목사로서 독립교회인 성리교聖理敎를 창립한 인물이다. 김규면은
성리교를 기반으로 하여 3·1운동 후 항일투쟁단체 신민단을 창단하였다. 또한 김
규면은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부위원장 겸 군사위원

I

장으로 선임되었고, 그가 창단한 신민단 부대는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 참가한
바 있다. 1921년에 만주에서 연해주로 이동해 온 군비단을 근간으로 조직된 대한의
용군사회의 고문을 지냈고, 이후 중국 상해로 건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규면은 1927년 중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와 블라디보스토크
의 서점에서 동양서적 판매원으로 일을 하였다. 1934년 이후 모스크바 등지에서 연
금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활동 기록인 『백추비망록』을 남겼다. 김규면은 1967년 러
시아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소련정부으로부터 적기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사망 후
모스크바에 있는 노보제베치 묘지에 묻혔다.
	노보제비치수도원은 1524년 바실리 3세가 모스크바와 스몰렌스크의 연합을 기념하
여 건설한 곳이다. 이 묘지는 모스크바 루쥐네츠키 프로예즈드 거리에 접해 7ha 면
적에 조성되었다. 이 묘지는 니콜라이 고골리와 안톤 체호프가 묻힌 이후 묘지로 조
성되기 시작하여, 소련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와 제2차대전 때 외무장관
인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크프스키,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등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현재상태 노보제비치 묘지는 전체 15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구를 지나 20m쯤 지
나면 사거리가 나오고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벽면묘지가 있다. 벽면묘지 제131구
역에 김규면과 그의 부인 김나자(1887~1973)의 시신이 합장되어 있다. 가로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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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60cm의 묘지 덮개 위쪽 중앙에는 김규면의 사진과 왼쪽에 출생연도인 ‘1880’,
오른쪽에 사망연도인 ‘1969’가 쓰여져 있다. 하단 왼쪽에 부인의 사진이 있고, 출
생·사망 연도가 쓰여져 있다. 김규면의 사진과 부인사진 사이의 중앙부분에 러시아
어로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에 참가자 김백추” 그리고 그 밑에 한글
로 김백추라고 새겨져 있다. 오른편 꽃꽂이 철제통 표면에는 ‘김백추’ 왼편에는 ‘김
나쟈’라 새겨져 있고, 태극기가 꽃혀 있다. 2008년도 실태조사보고서에는 김규면의
묘가 ‘제132구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요번 실태조사에서 ‘제131구역’으로
바로 잡는다.

관련자료
•김마트베이,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204~205쪽.
•박환, 『在蘇韓人民族運動史』, 국학자료원, 1998, 227~234·259~316쪽.
•윤병석, 「老兵 金規勉 備忘錄」, 『誠齊 李東輝全書』 下,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121~245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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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진 묘소 |
∷현 주 소	모스크바주 노보 프레지노 공동묘지Moskovskaya Novo Friazinoskoye Kladbishche
∷정

의 서간도 장백현에서 조직된 군비단과 이 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해 재조직된 고려혁명
의용군대 및 대한의용군사회의 등에서 활동한 강상진의 묘

∷관련내용 강상진(1897~1973)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태어나 3·1운동에 참가하였다. 3·1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군비단’에 가담하여 각종 전투에 참가하였다. 1921
유럽 - 러시아

년 그의 부대는 이만(현재 달리네레첸스크)에 집결하였는데 1천여 명이 되었다. 이후
강상진은 이른바 원동해방전쟁에 참여하여 1922년 2월 볼로차예프전투에 6연대 1
중대 소대장으로 참가하여 최초로 철조망 장애물지대에 접근하여 돌격하였다. 제2

I

차 대전 때는 노동군으로 복무하였으며 이후 툴라시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1957년 소련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고, 1995년 한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현재상태 강상진의 묘는 부인 김화순(1905~2000)와 한 구역에 나란히 조성되어 있으며, 비문
에는 사진과 함께 아무런 경력사항 없이 “КАН САН ДИН, 강상진, 1897 1973”이
라고 간략히 새겨져 있다. 프레지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상진의 3남인 강허종 박
사가 관리하고 있어 잘 보존되어 있다.

관련자료
•姜相震, 「군비단」, 『獨立軍의 手記』, 국가보훈처, 1995, 229~281쪽. 獨立軍의 手記.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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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광장 |
∷현 주 소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앞 광장
∷정

의 이동휘·박진순·이극로 등의 고려공산당 대표들이 1921년 11월 3일 개최된 러시아
혁명 제3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하였던 곳이다. 이 기념식에는 레닌, 트로츠키
등도 참석하였다.

∷관련내용 기념식에는 레닌, 트로츠키 등도 참석하였다. 김철수에 따르면, 이날의 행사에서 이
유럽 - 러시아

동휘는 주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축사순서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원래의 순서에는
이동휘가 일본의 공산당 지도자 가타야마 센片山潛보다 앞에 있었으나, 이동휘를 좋
지 않게 보고 있었던 국제공산당의 동양부 책임자 사하로프가 내려가더니 그 순서

I

를 바꾸어 놓았다. 이에 이동휘가 사하로프를 잡고 끌며 그 자리에서 메쳤다는 일화
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상태 모스크바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크레믈린궁 앞의 석주 블록으로 깔린 광장이 붉은
광장이다.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의 이 광장에 깔린 석주 블록은 깊이가 50 센티
이상 1미터 가량 된다고 한다. 붉은 광장을 중심으로 와실리성당, 크레믈린궁, 역사
박물관, 궁전백화점 등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또한 광장에는 특수 약품으로 처리
된 레닌의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다. 붉은 광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러시아 두마
(의회)가 자리 잡고 있다.

관련자료
•김철수, 「김철수 친필유고」 『역사비평』 5 (1989년 여름), 354쪽.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335~336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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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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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인민대표회의 개최 장소 |
∷현 주 소	니콜스키 거리Nikolskaya 15번지 강당 6호실
∷정

의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마지막 폐막일)에서 개
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 개최 장소

∷관련내용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마지막 폐막일)에서 개
최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가 개최된 장소이다. 이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된 워싱
유럽 - 러시아

턴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이 주도한 것이었다. 당초 대회는 워싱턴회의(태평양회
의)의 개최 예정일인 1921년 11월 11일에 맞춰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

나, 정세의 변화와 준비의 부족으로 수차례 연기되었다. 대회의 중심인물로 초청된

I

가타야마 센片山潛의 도착이 늦어져 1922년 1월로 연기되고, 장소도 모스크바로 바
뀌었다. 조선·중국·일본·몽골·칼미크·자바 등으로부터 대표단이 파견되었고, 그
중 조선은 56명으로 최대 인원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들 의결권을 가진 119명 외에
도 심의권을 가진 17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참가자였던 김단야의 의견을 따르면 대회는 크레믈린궁전안에서 개회되었음
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후 10일이 넘는 회의 여러 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고려한다
면 크레믈린궁이 아닌,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 건물 1층 6호실 강당에서 개최되었
을 가능성도 있다. 「여운형의 심문조서(제2회)」에 의하면, 개회식은 크레믈린궁에
서 열렸고, 그리스정교신학교 제3기숙사에서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
재 그리스정교신학교의 상황으로 보아 조선대표단의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현지 러시아정교 신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수도원 본당 건너편의
3층 건물이 기숙사였다고 하며, 이곳에서 조선대표단들이 숙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상태 대회의 회의장은 현재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Rossiikii Gosudarstvennyi Gumanitarnyi
Universitet) 역사문헌보관학 대학(Istorikogo~Arkhivnyi Institut)의 역사정치법학부
(Fakultet Istorii Politologii Prava, 7/9 4동 건물)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회의가 열린

1층 강당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선대표단의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그리스정교신학교는 건물사이의 돔형 입구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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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는 자이코노스파스 수도원 스파스(구세주) 본당(Spaskii Sobor Jaikonospasskogo
Monastyrya, 7/9 2동 건물) 건물, 마당 건너편에는 고문서학과가 들어있는 3층의 고색

창연한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그 건물과 연이어 3층의 낡은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조선대표단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1928년까지 교회로 사용되었으
나, 현재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관련자료
•김단야, 《朝鮮日報》 1925년 1월 23일자, 「레닌會見印象記」
•「여운형 피고인 심문조서(제2회)」 『夢陽 呂運亨全集』 1, 한울, 1991, 563쪽.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88, 346~355쪽.
•이명화, 『김규식의 생애와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83~97쪽.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495~543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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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숙박지 |
∷현 주 소	발주그 호텔(Baltschug Kempinski Moskau Hotel), Ul. Balchug, 1, Moscow
∷옛 주 소	뉴 모스크바 호텔New Moscow Hotel
∷정

의 이승만이 소련정부에 독립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933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머물던 호텔

∷관련내용 이승만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연맹에서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당시 유럽열강들의
유럽 - 러시아

친일성향과 한국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팽창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베리아
와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한인지도자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소련행

I

을 결심하였다.
	그는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비엔나 주재 중국 대리공사 동덕건董德乾, Dekien Toung의
도움을 받아 소련 입국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동덕건의 소개로 알게 된 소련공사
페테루스키Peterwsky에게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1933년 7월
18일 오전 9시 45분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19일에는 모스크바역 관
광청의 소개로 큰 오픈카에 실려 뉴 모스크바 호텔 525호실에 투숙하였다. 이 호텔
은 크레믈린궁과 붉은광장의 맞은 편의 모스크바 강뚝에 위치하고 있었다. 호텔은
3등급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투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뜻밖에도 소련 외무부의 전령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다.
소련 외무부는 이승만에게 발급한 비자가 ‘착오’였다면서 이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
께 즉시 퇴거를 요구했던 것이다. 소련 외무부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취한 배경에
는 당시 소련으로부터 만주의 동청철도 東淸鐵道를 매입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와 있
던 일본협상단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승만은 7월 20일 오후 11시에
모스크바를 떠나야만 했다.

∷현재상태 뉴 모스크바 호텔은 1990년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발주그 호텔Baltschug Kempinski
Moskau Hotel로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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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바꾸었다. 리모델링 후 이승만이 숙박하였던 525호 없어졌다

프룬젠스카야 강변도로
모스크바 강

∷가는길

위도 55.74826°  N
경도 37.62581°  E

이승만 숙박지
(발주그 호텔)

트레티야코프
박물관

관련자료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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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승만 숙박지(구 뉴 모스크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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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숙박지(구 뉴 모스크바 호텔)

이승만 숙박지(구 뉴 모스크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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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건물 |
∷현 주 소 뻬
 스첼랴 거리Ulitsa Pestiaya 5번지

∷옛 주 소 빤
 쩨레이몬스카야 거리Ulitsa Panteleimonskaya 5번지
∷정

의 1902년경~1905년 초까지 러시아주재 대한제국 초대 상주 공사 이범진이 집무하던
공사관 건물

∷관련내용 1899년 3월 15일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된 이범진
유럽 - 러시아

은 1900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어 같은 해 7월
4일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곧바로 공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당시의 공관원으로는 2등 참서관 남필우와 3등 참서관 김도일 그리고 서기생 김

I

병옥 등이 있었다. 1900년 7월 이후 이범진 공사는 페테르스부르크로 출장을 오가
기는 하였으나, 러시아 상주공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하였다.
1901년 3월 12일 겸직 공사직이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공사에 임명되자, 이범진은
페테르부르크로 옮겨와서 빤쩨레이몬스카야 거리(현재의 뻬스첼야 거리) 5번지 건
물에 한국공사관을 개설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페테르부르크 주소록에는
1902년부터 이범진 공사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외교연감』에도
1903년부터 한국공사관의 주소지가 이곳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건물에 늦어
도 1902년 이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1905년까지 한국공사관이 입주해 있었던 사
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보고서에 이범진의 공사관 집무실 위치는
현재 3층의 5호, 6호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주러 한국공사관의 폐쇄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박보리스의 책에
는 “1906년 초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대한제국공사관도 폐쇄되었다”라고 한다(박
보리스,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703쪽). 공산관이 폐쇄됨

으로 말미암아 공사관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
련하여 공사 이범진은 람즈도르프에게 공사관의 외교적 활동이 금지되고 직원들이
고국으로 떠나게 되었으므로 공사관의 통과 여비를 위해 5,016루블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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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니콜라이 2세는 이범진이 요청한 금액을 허락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범진에게
1등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수여하고, 그의 아들인 이위종에게는 3급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아직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남
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범진은 앞서 언급한 돈을 러시아에서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라이 2세는 “100루블을 매달 급료
로 이범진에게 보조하자”는 람즈도르프의 의견에 동의하였다(박보리스,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703~704쪽).

페테르부르크시립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에 의하면, 이 건물에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이 1833~1834년까지 거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레닌 역시 1905년
혁명 후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페테르부르크시립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AP122
327)에 따르면, “1906년 1월, 2월 레닌과 레닌부인이 불법적으로 살았다”고 적혀
있다. 이 건물은 푸시킨이 거주했던 시대에는 2층 건물이었고, 1880년대 건축가 제
이제르에 의해 5층 건물로 재건축되었다. 한국공사관으로 사용되던 때의 사진자료
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1930년에 촬영된 사진이 보존되어 있다(강인구, 「러시아 자료
로 본 주러한국공사관과 이범진」 『역사비평』 2001년 겨울호).

현재의 건물이 이범진 공사 재임시의 공관이 들어서 있던 건물인 것은 확실하다. 그
러나 1900년 초 이범진 공사가 사용했던 정확한 층수와 호수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
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시립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빤쩰레이 몬스카야 거리 5번지
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공사관 근무일 12시 45분에 한국인
이 찾아왔다. 중키에 33~35세쯤 되었고, 짧은 콧수염이 있고 검은 안경을 끼고 있
었다. 다소 진한 색의 외투와 검은 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현재상태 5층 건물로 현재 아파트로 사용되고 1층은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1층 벽면에는
“이 건물에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이범진 러시아 주재 대한제국 초대 상주공사
가 집무하셨습니다”라고 한글 및 러시아어로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상트 페테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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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시립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1872년 문서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래 2층인데 증
축해달라는 문서가 있다. 그리고 제2차대전 당시 건물이 반파되어 현재의 5층 건물
은 전쟁 이후에 복구하였기 때문에 이범진 공사가 집무할 때의 당시의 건물의 원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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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관련자료
•『러시아외교연감』, 1905년판, 131쪽.
•徐賢燮, 「구한말 주러시아공사 이범진 외교비화」 『신동아』 1994년 11월호.
•국사편찬위원회, 『閔忠正公遺稿』, 국사편찬위원회, 1958.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2002, 58~59·454~455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 『민영환, 이범진 공사 관련자료 조사보고서』, 2002.
•KBS 취재파일 4321. 〈이범진 열사〉, 2002년 8월 11일 방영.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구페르쉬테인, 보리소프, 루빈치크. 『뻬스쩰랴[빤쩰레이 모놉스카야] 거리』, 레닌그라드, 199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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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ykovskogo

luteinyi Prospekt

위도 59.94233°  N
경도 30.34081°  E

ontaka
Reka F

∷가는길

주러한국공사관

뻬스첼랴 거리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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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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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주러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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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의 임시 숙소 |
∷현 주 소 악
 쨔브르스카야 호텔Gostinitsa Oktiavrskaya, 리고프스키 프로스펙트LigovskiiProspekt 10번지
∷옛 주 소 세
 베르나야 Severnaya 호텔
∷정

의 이범진공사가 1900년 12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왔을 때 일시 체류했던 곳

∷관련내용 1899년 3월 15일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된 이범진
은 1900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한 뒤, 이어 같은 해 7월
유럽 - 러시아

4일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곧바로 공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러시아 상주공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01년 3월 12일 겸직 공사직이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 공사에 임명되기까지 이범진

I

은 주로 파리에 머물렀다. 이 호텔은 이범진이 1900년 12월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에
왔을 때 일시 체류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민영환, 이범진, 조사보고서』, 12쪽).

∷현재상태 구 세베르나야 건물은 현재 페테르스부르크 역에 건너편에 있다. 외형과 내부 구
조에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진 듯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비교
적 온전히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텔 건물(Oktyabri
skaya 호텔)로 사용 중에 있다. 옅은 연두색의 6층 석조 건물로, 규모가 매우 크다.
시내 중심의 대로변에 소재한 관계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
•《舊韓國官報》, 1899년 7월 1~14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2002, 56~57·452~453쪽.
•주러한국대사관 경제과, 『민영환·이범진 공사관련 자료 조사보고서』, 200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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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59.93183°  N
경도 30.36116°  E

이범진 공사 임시 숙소
(악쨔브르스카야 호텔)

Ligovskii Prospekt

∷가는길

모스크바역

이범진 임시 숙소(악쨔브르스카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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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범진 임시 숙소(악쨔브르스카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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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임시 숙소(악쨔브르스카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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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 거주지 |
∷현 주 소 세
 르도볼스카야 거리 19번지

∷옛 주 소 S ergobolskaya  Nl. 19 Log H(or 4?), St Petersburg.
∷정

의 러시아로 망명한 이갑이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에서 거주하던 곳

∷관련내용 1910년 국치 직전에 러시아로 망명한 이갑은 상트 페테레스부르크에 1912년경까지
거주하고 있었다. 이갑은 이강과 함께 대한인국민회의 시베리아지방총회 사업을 주
유럽 - 러시아

관하면서 러시아 치타에서는 『대한인정교보』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당시 이갑의 거주지의 지번 건물은 오늘날 완전히 철거되어 그 위치를 확인하기 어
렵다. 19번지이므로 대략적인 위치는 ‘레닌 명칭 상트 페테르부르크 전기기술대학

I

교 기숙사 8동 건물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된다. 이갑은 상트 페테레스부르크를 거
점으로 활동하던 시절 이 주소지 외에도 ‘리스찬스카야 거리 38번지’ (1910년 12월경)
아파트 건물에도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거리명과 지번이 바뀌
고 신축 건물들이 들어선 관계로 그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자료
•朱曜翰, 『秋汀 李甲』, 대성문화사, 1964.
•『도산안창호자료집』 제2권,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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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갑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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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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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거주지 |
∷현 주 소 마
 호바야 거리Ulits khovaya 25번지
∷정

의 러시아공사관 바로 옆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이범진 공사가 공관에 집무할 때 거주
한곳

∷관련내용 빤쩨레이몬스카야 거리 5번지의 공사관에 집무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
∷현재상태 4층 건물로 1층은 옷가게, 초콜릿가게 등 여러 종류의 상점이 들어서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아르트 호텔Art Hotel의 객실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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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호바야 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숙소를 정했다.

관련자료
•강인구, 「러시아자료로 본 주러 한국공사관과 이범진」, 『역사비평』 2001년 겨울호.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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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순국장소 |
∷현 주 소 란
 스코예 거리Shosse Lanskoe 5번지

∷옛 주 소 노
 바야 제레브냐Novaya Derevnya 체르노레첸스카야Chernorecheskaya 거리 5번지
∷정

의 이범진 공사가 러시아 한국공사관이 폐쇄된 이후 노바야 제레브나야구역 체르노레
첸스카야 거리 5번지로 거주지를 옮긴 뒤 1911년 1월 13일(俄曆) 자결 순국한 곳

∷관련내용 러일전쟁의 발발과 이른바 한일의정서의 체결(1904년 2월 23일) 이후 일제는 이범진
유럽 - 러시아

공사의 소환을 한국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마침내 고종은 1904년 5월 18일
“러시아 수도에 있는 공사관을 철폐하고 이범진 공사를 소환하라”고 지시하였고,
한국정부는 9월 1일 이범진을 면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진 공사와 아들

I

이위종 참서관은 공사관이 철폐되는 1906년 초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공사관 폐
쇄 이후 노바야제레브냐(새로운 마을) 지역 쵸르나야강Rechka Chyornaya 강변에 위치한
작은 가옥에서 혼자 살다시피 외로운 여생을 보내다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1911
년 1월 26일 정오에 자결 순국하였다.
이범진은 ‘노바야 제레브냐Novaya

Derevnya’의

‘체르노레첸스카야Chernorechenskaya’거리

5번지에 위치한 별장의 2층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천정 전등에 로프를 매고 목을
매달아 자결했는데 죽을 때의 고통을 줄이고자 총을 3번 발사했으나 빗나가 총알이
천정과 벽에 박혔다. 또한 러시아 궁내성, 고종황제, 그리고 장남 이기종 앞으로 된
3통의 영문 전보를 유서로 남겼다.
덕수궁의 고종황제에게 보낸 유서에는 “태황제폐하 신臣의 고국인 조선은 멸망하고
폐하는 갖고 있던 권세를 잃고 신은 구적仇敵에 대하여 보복할 수 없고 또 책벌을 가
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입니다. 신은 자살 외에 취할 어떠한 수단을 알지 못하는 오
늘 마침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범진은 노바야 제레브
냐 구역 관할 경찰서장 앞으로도 서한을 남겼는데 자기가 “건강한 두뇌와 견확한
의지로써 결행한 것”이라는 점을 부가했다. 이 편지를 이범진은 영문으로 작성하였
고 조선어로 서명하였다.
이범진은 자결전인 1월 22일 장례회사를 찾아가 2천 5백 루블을 지불했는데, 이는
장의비용과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유해 운반비용이었다. 한편 이범진은 해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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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위하여 미주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에 7천 루블, 블라디보스토크의 거류민
회에 5천 루블 총 1만 2천 루블을 남기기도 하였다.

∷현재상태 이범진 공사 순국지는 오래 전에 헐리고 없어졌다. 페테레스부그크시립문서보관소
에 소장된 문서(515-1-6257)에는 이범진 공사가 순국하였던 건물의 1885년부터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범진 공사 순국 당시 건물 소유주는 크루코프A. V. Krukv이고, ‘체
르노레첸스카야 Chernorechenskaya’거리 5번지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다.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남아 있는 도면을 보면, A건물은 2층으로 각 3개의 방이 있었고, B건물에는 1
개의 방이 있었다. 이범진 공사가 어느 건물에 거주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호
실에 ‘이창운’이라는 한국인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아, A건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건물의 원형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쵸르나야강Rechka Chyornaya 옆에 있는 현재 아
파트 건물일 것이다. 저번 실태조사보고서에는 도면을 확인할 수가 없어 ‘란스코예
거리’ 5번지 아파트는 1층에 미용실 자리로 추정하였지만 그곳은 아니라는 것이 확
인이 된다.

∷의

견 러시아신문 『노보에 브레먀Novoe

Vremy(New

Time)』자 1911년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범진이 자결한 장소 즉 이범진이 말년을 지낸 곳은 “‘쵸르나야 레츠카
Chyornaya Rechka’강의

하안 河岸통通[강을 따라 난 길]의 5번호五番號인 한 가옥”이었다 라

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쵸르나야 강변의 현재 아파트 중간 부분임
이 확실하다.

관련자료
•「李範晉의 自殺에 關한 露國新聞記事 譯文 送付의 件 近」(『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2), 1911년
2월 17일).
•「2月 14日以降 浦潮斯德地方在留朝鮮人動靜 -李範晉 自殺 當時의 狀況을 詳記한 新聞記事를 添附-」(『不逞團
關係雜件』 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2), 1911년 3월 9일).
•반병률, 「이위종(李緯鐘)과 항일의병운동」, 『백년후 만나는 헤이그특사』, 태학사, 2008, 164~165쪽.
•외교통상부 러시아·CIS과,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외교통상부 러시
아·CIS과, 2003, 241~257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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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란스코에 거리 5번지로 추정되는 장소(현 란스코예 거리 2K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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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진 공사 순국비 |
∷현 주 소 북
 방 묘지Severnoe Kladbishche

∷옛 주 소 우
 스펜스키 묘지Uspenskoe Kladbishche
∷정

의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묘역

∷관련내용 이범진의 유해는 1911년 2월 3일 우스펜스크 묘지로 안장되었다. 시내에서 묘지까
지는 기차편으로 운구되었으며, 많은 조문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장례식이
유럽 - 러시아

치러졌다. 러시아신문 《생 피터스부르크 베도모찌스》는 1911년 1월 22일자에서 이
범진의 장례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왕자 이범진의 영결식」. 어제 이른 아침부터 뻬뜨로빠블롭스키 병원 영안실 인근

I

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 오전 10시에 교회의 높은 단 위에 애국 왕자의 시신이 들
어있는 큰 참나무관이 놓여 있고, 고인의 아들 부부, 사돈인 놀켄남작 부부, 페테르
스부르크 한국교민 대표단, 모스크바와 트베리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조문객들이 교회로 모였다. 고인의 아들이 관을 운반하기 전에 고인의 관 위에 대형
조화를 놓았다. 그리고 한국민 명의의 다른 조화도 놓여 있었다. 오전 11시경 관 뚜
껑이 닫히고 한 번 더 견고하게 고정되었다. 친인척과 조문 대표단들이 직접 관을
안고 교회를 나와 흰 천으로 덮인 6필의 백마가 끄는 흰 마차에 관을 안치했다. 낮
12시에 구슬픈 장의 행렬이 병원에서 나와 핀란드역으로 향했다. 행렬 선두에는 한
국조문 대표단이 고인의 영정과 훈장 등을 운반하고, 관 뒤에는 아들과 친인척, 한
국교민 대표단이 뒤따랐다. 12시 30분에 장의 행렬은 특별 운구열차가 대기하고 있
는 핀란드역에 도착한 후 운구용 차량으로 옮겨졌다. 관 위에는 태극기가 놓여 있었
다. 오후 1시 15분 친인척과 평소 고인과 가까이 지냈던 조문객을 태운 3량의 운구
열차가 폴랫폼을 떠나 우즈펜스키 묘지를 향했다. 그곳에 시신이 안장되었다. 뻬뜨
로빠블롭스키 병원 영안실 예배당에서도, 묘지에서도 그 어떤 장례의식과 추도사도
행해지지 않았다.”(동지 1월 22일자)
이범진의 묘역 기념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에서부터 북쪽으로 거의 40여분 소
요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1958년 2월 레닌그라드소비에트는 이전의 ‘우스펜스키
공동묘지’에 새로운 ‘북방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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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묘역에는 방문객이 있는 묘지들만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오래된 대다수의 묘지들이 멸실되었고, 묘비는 물론 묘역의 지리적 명칭
까지도 분실되고 말았다(공동묘지 안내판). 이범진의 묘는 이때의 대대적인 묘역 재
정비작업과정에서 훼실되었을 것이다. 이범진 순국비에는 “이범진 공사는 1852년
9월 3일 한국 서울에서 탄생하여 1911년 1월 2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순국한 대한의 충신이다”라고 한글과 러시아로 쓰여져 있다.

∷현재상태 1958년에 우스펜스키 공동묘지가 북방 공동묘지로 재편되면서 이범진의 묘역도 소
실되었다. 이범진 공사의 유해가 묻혔던 곳은 페테레스부르크 시립문서보관소에 소
장된 마이크로필름 자료(253-3-4098, 43쪽)에 따르면, 북방묘지 2구역에 묻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2구역이 정확하게 현재의 2구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가 없다. 지금까지 이범진의 유해가 제8구역 초입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래서, 그곳에 2007년 7월 한국정부가 이범진 순국비를 세웠다. 묘역 관리사무소 옆
에 세워진 안내판의 평면도(Plan Severnogo Kladbisha)에는 이 묘역에 묻혀있는 17명
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생몰연도와 직함(또는 칭호)이 쓰여져 있는데, 이범진을 6번째
에 올려놓고 러시아어로 “리범진Li Bom Dzhin 1852~1911 한국 공사 왕자”라고 써놓
았다.

관련자료
•「Plan Severnogo Kladbisha」(북방묘지 평면도) ; 「Severnoe Kladbishche」(북방묘지) : 이상은 북방묘지관리소
옆에 세워진 안내판.
•박종수, 『러시아와 한국』, 백의, 2001, 144쪽.
•《생 피터스부르크 베도모찌스》 1911년 1월 22일자.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2002, 460~461쪽.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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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순국비(북방 묘지)

이범진 순국비(북방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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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이승만 숙소 |
∷현 주 소 2 , rue du Mont -Blanc, Geneva
∷옛 주 소 러
 시아 호텔Hotel de Russie
∷정

의 스위스 제네바의 임시정부 특명전권대표로 파견된 이승만이 1933년 1월 4일부터
국제연맹 등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치며 머물던 호텔

∷관련내용 1931년 일제의 대대적인 만주침략 이후 이승만은 상해 임정과 협의하여 1932년 11
유럽 - 스위스

월 10일자로 특명전권 수석대표의 자격을 부여받고, 이듬해 1월 4일 제네바에 도착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만주의 한인들』이라는 선전 홍보용 책자를 국제연맹에 제
출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규탄하고, 나아가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국이 독립되어야

I

만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승만이 제네바에 체류하는 동안 묵었던 숙소가 바로 러시아 호텔Hotel de Russie이었
다. 이승만이 머물었던 호텔은 프랑스에 있던 서영해가 미리 도착하여 그를 위해 예
약을 해둔 것이었다. 이승만의 『여행일지』에는, 러시아호텔 76호실에 투숙하였는
데, “호텔은 호수 오른쪽 옆에 있고, 나의 방 유리창은 호수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
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다음날인 1월 5일 그는 76호실에
서 보다 작은 46호실로 옮겼다고 한다.
1월 6일부터 이승만과 서영해는 국제연맹에 파견된 중국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서영해가 주선을 했던 것으로, 이승만과 서영해는 중국대표 고혜경顔惠
慶, W. W. Yen을
J. Lipsey Jr

만나 협의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1월 7일에는 연합통신의 립시Pantus

통신원을 호텔에서 만났고, 1월 12일에는 제네바에 와 있던 중국 대표단의

곽태기郭泰祺와 고유균顧有均을 만났다.

∷현재상태 과거 러시아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은 제네바 시내의 중심가에 해당되는 구역
인 몽블랑 광장이다. 옛 호텔 건물은 남아있지 않으며 리모델링하여 그 자리에는 현
재 7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건물의 1층은 R&B시계점과 Franck Namari 양복점 등이 있고, 2~7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의 맨 위층에는 Rolex시계 간판이 걸려있다. 2002년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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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때 러시아호텔을 현재의 브리스톨호텔Hotel

Bristol로

추정하였으나, 브리스

톨호텔은 당시의 사진자료를 통해 러시아호텔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관련자료
•방선주, 「1930년대의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435~460쪽.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174~178쪽.
•John D. Palmer, “Syngman Rhee’s Diplomatic Activities in Geneva and Moscow, 1933,” M.A. thesis,
Yonsei University, 1996.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두 유형-이승만과 김구」 53, 『월간조선』 8월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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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러시아호텔

러시아호텔 건너편 건물에서 본 레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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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맹 본부 건물 구지 |
∷현 주 소 제
 네바시 파퀴스 거리 52번지52 Rue des Paquis
∷정

의 1933년 1월 임시정부의 특명전권수석대표로 제네바에 파견된 이승만이 『만주의 한
인들The Koreans in Manchuria』이라는 선전 홍보용 책자를 제출하여 일제의 만행을 고발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만이 극동에서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한 곳

∷관련내용 이승만이 제네바를 찾아가게 된 것은 1931년 9월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만주침략을
유럽 - 스위스

규탄하는 국제회의가 1933년 초에 국제연맹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회의야말로 한국의 독립문제를 다시 한 번 세계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라고 판단, 제네바행을 서둘렀다. 이승만은 상해 임정과 협의해 1932년 11

I

월 10일자로 특명전권수석대표의 자격을 부여받은 후, 미 국무장관 스팀슨 Harry
Stimson이

L.

서명한 ‘외교관 여권’을 얻어 1932년 12월 23일 뉴욕을 떠났다.

그는 1933년 1월 제네바에 도착해 『만주의 한인들』이라는 선전 홍보용 책자를 국
제연맹에 제출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 규탄하고, 나아가 한국의 독립만이 극동에서
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1월 4일 제네바에 도착한 이승만으로 하여금 일제침략의 규탄을 중국대표단원들
에게 호소하게 도움을 준 인물이 서영해였다. 파리의 <한국대표부 Agence Korea>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제네바로 와서 국제연맹회의에 모여든 중국대표단원들―W.W.
Yen·Kuo Taipchi·V.K. Wellinton Koo·victor Hoo·Ko King-chen ―과 이승만
의 회담을 주선하여 그들과 함께 일본의 대륙침략을 지탄·공격하는 외교활동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서영해는 이승만의 제네바에서의 외교활동에 지속
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만이 이러한 외교활동의 목표는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
인하도록 하여 그 회원권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을 위시한 각국대표들
이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이승만은 일제가
급조한 만주국의 괴뢰성을 폭로하고 만주에 사는 ‘100만’ 한인의 자율권을 강조하
는데 초점을 맞춘 외교를 폈다. 2월 8일 그는 한국인의 주장을 담은 공한을 국제연
맹 회원국 대표들과 세계 주요언론사 기자들에게 우송·배포하였다.

| 88

제네바에서 그는 세계굴지의 외교관 및 언론인과 폭넓게 교제하면서 동양평화의 담
보로서 한국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승만의 이 같은 단신 외교는 2월 24일 국
제연맹 본회의에서 일본의 만주침략을 규탄한 내용의 ‘리튼 보고서The Lytton Report ’가
채택되고 이어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승만의
국제연맹 외교활동 이후에도 서영해는 1936년 임시정부의 주법특파위원駐法特派委員
으로 선임되어 유럽 외교무대의 중심지인 파리와 제네바에 집중되어 잇는 각국 신문
기자들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현재상태 1920년부터 1937년까지 국제연맹 본부로 사용되던 건물은 현재 제네바시의 중심부
에 자리 잡은 파퀴스 거리 52번지의 일명 ‘윌슨궁Wilson Palace’이다. 이 건물은 1987년
화재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그 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놓았다. 현재는 유
엔의 산하의 국제인권연합위원회 고등판무관 사무실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로

사용 중이다.

관련자료
•『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1』, 국가보훈처, 1991.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임시정부 외교문서집), 1976,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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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궁 내부

이승만 박사가 기념촬영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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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십자사 |
∷현 주 소 ① 2 Hotel de Ville, Geneva(추정)
② 국제적십자연맹 도서관

∷옛 주 소 ①
 2 Hotel de Ville, Geneva(추정)
② 제네바 시청A L’Hotel de Ville de Geneve(추정)

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에서 이관용을 대한적십자사의 구주지부장 자격으
로 1920년 1월 스위스의 제네바로 파견해 국제적십자 총회에 참석케 한 곳

∷관련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에서는 이관용을 대한적십자사의 구주지부장 자격
으로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해 국제적십자 총회에 참석케 하였다. 이관용은 1920년

I

유럽 - 스위스

∷정

1월 15일 파리를 출발하였다. 그는 제네바에 있는 만국적십자 본부와 교섭을 진행
하였다. 제네바에서 이관용은 대한적십자사의 설립경위와 규칙을 설명하고, 1919
년 3월 1일 한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상 일본적십자사에서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
였다. 1920년 일본군이 간도間島 출병하여 저지른 만행을 폭로하면서 적십자 정신에
의하여 일본을 규탄하였다.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자, 「赤十字抗議書 提出 瑞京 國際赤十字總會에 同
會代表 李灌鎔氏의 活動」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각국 적십자연합회
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총회에 승인을 받은 나라만 참석할 수가 있
었다. 그래서 이관용은 국제적십자총회에 참가할 수 있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고 한다. 그가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제적십자사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제네바에는 국제적인 적십자회가 두 단체가 있는데, 하나
는 국제적십자위원회(CICR,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주소 :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이고, 또 하나

는 적십자회연맹(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이다. 그런데, 이관용이 문서를
제출한 단체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제10회 총회는 1920년 1월 5일 제네바의 2 Hotel de Ville에 있
는 건물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또 적십자회연맹의 제1회 총회는 192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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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네바 시청(현재 A L’Hotel de Ville de Geneve)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관용
이 청원서를 제출한 곳이 두 단체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상태 이관용이 참가한 국제적십자사 총회 본부가 어느 곳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1920년 1월 5일 국제적십자사 총회는 제네바에 2 Hotel de Ville에 있는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이 건물은 4층의 석조건축물로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2 002년도 실태조사보고서에는 국제적십자사 본부 건물이 모이니에르 공원Parc
Moynier내의

모이니에르 별장(Villa Moynier, 주소 : Rue de Lausanne 120B)이라고 추측

하였다. 그러나 그 건물의 입구의 표지판에 의하면, 1932년부터 1947년까지 국제적
십자위원회로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1920년 이관용이 제네바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이 건물이 국제적십자사 본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자료
•「유럽」 『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자, 「赤十字抗議書提出 瑞京國際赤十字總會에 同會代表 李灌鎔氏의 活動」.
•파리통신부, 『구주의 우리사업』, 1920(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 2008, 所收).
참고자료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자, 「赤十字抗議書提出 瑞京國際赤十字總會에 同會代表 李灌鎔氏의 活動」. 瑞西
國京城 제네바에 開催된 國際赤十字總會에 大韓赤十字代表 李灌鎔氏의 손으로 同會創立에 關한 事實報告와
規則 及 日本政府 同赤十字社에 對한 抗議書가 提出되다. 이 書類는 國際赤十字總會의 機關報에 揭載되고 抗
議書는 各地에 發送되다. 이는 同代表 李君이 在上海 大韓赤十字總本部에 致한 本月 二十日着 報告書에 包含
된 것인대 同報告를 據한즉 瑞京에서 開催된 各國赤十字會聯合會는 國際赤十字總會에서 承認을 受하고 同時
에 國際聯盟에 加入한 나라의 赤十字會라야 參加함을 得하는 規定이라. 이 規定에 不拘하고 大韓赤十字 代表
는 國際赤十字總會에 參加키를 請願하고 그 回答으로는 大韓國瑞西駐紮公使가 正式으로 瑞西大統領에게 請
願함이 節次라는 間接的 拒絶을 得하였으므로 大韓赤十字 代表는 不得已 前記와 같은 非常한 處置에 出함이라
고 抗議書를 提出한 結果에 關하여는 아직 報道에 接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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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체른 만국사회당 대회 개최지 |
∷현 주 소 할
 덴스트라세Haldenstrasse 거리 6번지, Luzern
∷정

의 파리위원부에서 파견한 조소앙과 이관용이 1919년 8월 1~9일간 스위스 루체른에
서 개최된 만국사회당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곳

∷관련내용 파리위원부에서 파견한 조소앙과 이관용이 1919년 8월 1~9일간 스위스 루체른에
서 개최된 만국사회당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조소앙은 8월 8일 한국사회
유럽 - 스위스

당 명의로 「한국독립 승인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5개국 대표들은 그 다음날
한국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한국을 국제연맹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결
정하였던 것이다. 조소앙과 이관용이 참가하였던 루체른의 만국사회당 국제회의

I

장소는 루체른 호반에 자리 잡은 일명 `‘쿠잘KURSAAL’ 빌딩이다. 현지에서 발행되던
1919년 8월 4일자 『바터라트Vaterlard』 신문에 회의 장소가 이곳으로 명기되어 있다.

∷현재상태 할덴스트라세Haldenstrasse 거리 6번지에 소재한 이 건물은 현재 `그랜드 카지노 루체
른Grand Casino Luzern` 건물로 사용 중에 있다. 옅은 노란색으로 벽면이 색칠되어 있으
며 3층(반지하 1층, 옥상층 1층 제외)의 석조 건물이다. 바로 옆에는 내셔날 호텔이
자리 잡고 있으며, 회의가 개최되던 당시에는 호텔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독립신문》 1919년 10월 28일자.
•『구주의 우리사업』, 대한민국 주파리위원부 통신국, 1920. 12.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1』, 국가보훈처, 1991.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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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히 이한호 거주지 |
∷현 주 소 B
 randschenkestr, 20, Zurich
∷정

의 1933년 스위스 및 모스크바에서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도와주었던 이한호의 거주지

∷관련내용 이한호李漢浩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와세다
早稻田대학을

중퇴하였다. 그의 글에 의하면,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투신하여

만 2년간 대대장으로 소만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그 후 상해의 임시정부에
유럽 - 스위스

서 3년 가량 활동하다가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학정도의 교육을 받은 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방면에서 체류하다가 상해에서 거주하였다. 1926년 당시 그의 나이

I

26세로 상해 발행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스위스에 체류하면서 중국인이라고 행세하
였다. 그는 1923년 인도양을 거쳐 독일로 갔고, 프라이브르그대학에서 건축학을 수
학하다가, 1925년 여름 스위스 취리히에 왔다. 스위스에서는 법과대학에 적을 두고
경제학을 청강하고 있다고 한다(「在瑞西朝鮮人의 情況調査方法에 관한 건(1926년 1월 4
일)」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의 部 - 在歐米(8)』). 그러나 이한호 자신에 따르면, 그는

독일의 카루수루 공대를 졸업한 후 스위스 취리히대학 경법과經法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경향신문』 1957년 4월 19일자, 「해외망명 생활 30여년 - 이한호박사, 유
도원리도 시범」).

이승만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취리히에 거주하던 이한호는 1933년 3월 5일 이
승만이 묵고 있는 제네바의 호텔로 그를 찾아왔다. 이한호는 이승만이 한국에서
YMCA 총무를 할 때 제자였다. 이승만은 4월 13일 이한호의 초대를 받고 취리히를
방문하였고, 그의 부부와 그의 처형부부인 뮬러Muller를 만났다. 이한호의 동서인 뮬
러는 하키팀 주장이고 이한호는 그 팀의 선수였다. 이승만은 이한호 부부 등과 부활
절을 함께 보내다가 제네바로 돌아왔다. 이승만은 국제연맹에서의 외교활동을 마치
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갈 때인 7월 7일 스위스의 취리히에 들려
다시 이한호를 만났다. 이때 그가 머문 곳은 이한호의 집 근처에 있는 사설 펜션에
머물렀다. 당시 이한호의 집 주소는, Brandschenkestr, 20, Zurich였다.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도운 인연으로 해방 이후 이한호는 1954년 5월 21일 초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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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총영사로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54년 5월 25일자, 「李漢浩氏 任命 初代西獨總領
事」).

∷현재상태 이한호가 거주하였던 건물은 헐려서 없어지고, 5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건물의
1층은 Goodman Strskhouse로 사용되고 있고, 2~5층까지는 사무실 및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동아일보』 1954년 5월 25일자, 「李漢浩氏 任命 初代西獨總領事」.
•『경향신문』 1957년 4월 19일자, 「해외망명 생활 30여년-이한호박사, 유도원리도 시범」
•「在瑞西朝鮮人의 情況調査方法에 관한 건(1926년 1월 4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8)』).
참고자료
•『이승만 여행일지』
April 17, 1933
Easter holiday Monday. Rhi, his wife and I went up to Uetliberg mountain, just like 南山 in Seoul and the
view of the city and the lake and mountains could be seen in all directions. It was a very steep climb.
At the top, we had tea in the garden. After it, we walked down to the woods and laid ourselves on the
grass taking sun bath as many people were doing it all around us. In the evening we had dinner with
the Mullers at the City Excellsior Hotel and coffee at the Mercantile Tea House. I stopped at the City
Excellsior Hotel overnight.
April 18
At 11 :55 a.m. I left Zurich. Rhi and wife and Muller and wife both came to the hotel, City Excelsior Hotel
and we all came to the R. R. station in Mullerʼs car.
July 4
At 11 :08 a.m. I left Geneva and travelling by way of Losanne and the beautiful lakes of Neuchatel and
Diel came to Zurich at 4 p.m. Mr. Rhi Hanho met me at the station and after stopping for coffee at the
well known coffee house near the station. Later, Muller and Rhi brought the baggage from the station
and stayed in a private pension, a rooming hotel near Rhiʼs house on Brandschenkestr, 20. My trunk
is left in Hotel de Russie, Geneva with the hotel clerk, Charles La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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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_ 광동성·복건성

중국 남부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중국 남부지역과 한국독립운동
중국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광동성은 총 면적이 17.98km2로서 한반도 보다는 작지만 인구는
2013년 1억에 달하고 있다. 광동성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섬으로 구
성되어 있다. 1978년 광동성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광동
성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현재 중국 제1의 경제 특구로 성장하였다. 광동성에는 한족들과
요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동성에는 2,000만명에 달하는
화교들도 거주하고 있는 있다. 광동성이 이렇게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II

중국 남부

것은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이 바로 해외로 통하는 창구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광동성과 한국독립운동은 역사는 아주 깊다. 광주는 주강 델타의 북부에 위치한 화남에서 가
장 큰 도시로서 20세기 혁명의 요람으로 구미 열강의 침략 및 중국 혁명의 중요한 무대였다. 특
히 신해혁명 당시 범재 김규흥은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관료로서 신해혁명에 참가하였으며,
이후에도 한국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0년대 국민당 정부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손문의 호법정부는 한인 독립운동에 대해 교육을 통한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1921년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지원과 임정 승인 및 중국의 각급 군사 학교에 입학을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중한협회, 유월한인회를 통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한국혁
명을 꿈꾸는 청년들이 광주에 모여들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중산대학과 황포군관학교
였다.
황포군관학교는 소련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아 제1차 국공합작 산물로 1924년 6월 6일 설
립된 소련식 사관학교이며, 정식명칭은 중국 국민정부 육군군관학교이지만 주강의 황포 장주도
에 위치해서 일반적으로 황포군관학교로 불린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황포군관학교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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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국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
다. 1928년 장개석의 특별지시로 조성된 동정진망열사묘원에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김근제, 안
태 지사의 묘역이 존재하고 있다.
해방 이후 광주지역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귀환을 위해 모여 들었다. 그 주된 업무는 한교협회
에서 처리하였다. 수천명의 한인들의 귀환업무를 처리하고 중국 국민정부와 협의하면서 한교협
회는 8개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1946년 4월 1차로 3천여명의 한인들
이 귀국길에 올랐다.
복건성은 장방형 모양으로 동남아 화교들의 본향이다. 기후는 아열대 기후이며, 총면적은
12.4만km2이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3,752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복건성에는
복주시·천주시·하문시·장주시·보전시·영덕시·남평시·삼명시·용암시 등 9개 도시가 있으
며, 지형은 주로 산간지대와 구릉지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복건성과 한국독립운동은 주로 아나키스트의 활동지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정화암과 유자
명, 유기서 등은 복건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아나키스트와 함께 활동하였다. 정화암은 중국 천주
출신의 아나키스트인 진망산과 연합하여 천주민단훈련처를 운영하였으며, 유자명과 유기서는
천주 여명고중학교에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이강은 복건성 하문 등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영사관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복건성은 광동성과 인접해 있기 때문
에 황포군관학교 출신들이 복건성에 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기환은 이강이 체포될
당시 함께 체포되어 하문 일본영사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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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재 김규흥(김복) 주소지 |
∷현 주 소	舊倉巷 39 號 圖強醫院 朝報事務所
∷정

의 1911년 3월 신해혁명에 참여하고 있던 김규흥의 연락 주소지

∷관련내용 신해혁명의 주도지 중 한 곳이었던 광동廣東에서 혁명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 김규흥
(1872∼1936). 그는 중국동맹회의 비밀문건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면서 청나라 군인

을 대상으로 혁명을 선전하고 혁명에 가담하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규흥이 중
국 혁명에 가담한 것은 중국 혁명파의 지원을 이끌어내 조국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
한 것이었다.
	187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로 자강운동과 애국계
몽운동에 나서 1906년 고향 옥천에 창명학교를 설립했다. 1908년 김규흥金圭興은 고
종의 밀명을 받아 제천의 의병 권용일權用佾(1884~1971), 이범구李範九, 김규철金奎喆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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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중국 아청은행에 있는 고종의 비자금을 찾아서 중국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고종이 원세개에게 보내는 편지 청병조서請兵詔書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도중 일경에 발각되어 권용일은 도주하여 정경로鄭敬老라는 가명의 산삼 상인
으로 가장하여 인천에서 소금 배를 타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으나 김규흥은 일제에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가택연금 중 탈출해서 중국으로 왔다.
	고종의 비자금이 입금된 아청은행이 파산되어 무관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이 무산되
자 김규흥은 북경과 상해를 경유해 1908년 하반기부터 광주에 와서 조선국권 회복
의 의미를 담은 김복金複이란 이름으로 중국혁명에 종사했다.
	1908년 말 광저우廣州로 무대를 옮긴 그는 본격적인 혁명활동에 나섰다. 광동 혁명
활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추노鄒魯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규흥은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비밀문건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모두 맡겼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중국 남방
의 손문 혁명당 핵심 멤버들과 한 뜻이 되어 중국혁명에 투신했다. 1907년 여름부
터 광주 동맹회의 대표직 “광주동맹회주맹인廣州同盟會主盟人”을 맡은 추노를 광주로
찾아온 범재는 “조선 혁명이 성공하려면, 먼저 중국의 혁명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
에 내가 중국 혁명운동에 참가하러 왔다”고 신해혁명에 참여하는 목적이 조국의 독
립이라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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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맹회주맹인廣州同盟會主盟人역을 맡고 있는 추노는 손문의 절친한 친구 우열尤列
이 소개를 해서 동맹회에 가입을 했는데 추노가 범재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해
의 진기미陳其美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범재는 광주에 올 때 이미 상해에 있는
손문의 심복 진기미와 절친한 관계였는데 이는 범재가 상해에서 무관학교를 설립하
기 위해 튼튼한 인맥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1911년 3월은 민주혁명당원들이 청조타도를 위해 양광총독부를 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준비할 때였다. 황흥은 양광총독부에서 500미터 떨어진 민가에 비
밀작전본부를 설치하고 혁명당들은 교외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여자당원들은 신부로
가장해서 혼례가마에 무기와 폭탄을 숨겨 시내로 운반하는 등 사회분위기가 흉흉해
서 청정부는 혁명당원들을 찾아내면 사형을 시켰다. 그러나 혁명동맹회는 음력 3월
29일 결사대 120명을 조직해서 양광총독부를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86명이 희생
을 하고 처절히 실패했다. 그 때가 양력으로는 4월 27일이었다.
	한편 당시 범재는 1911년 3월에 도강의원圖強醫院이 운영하는 조보사무소朝報事務所(신
문사)에서 독립신문 발간을 구상했다. 당시 범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국민회

에 편지를 보냈는대 그가 보낸 편지는 두 달 후 1911년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
착하였다. 편지에서 그는 “거듭 말씀드리기를 ‘복復’의 본명은 김규흥이니 이 점 양
해하시고 (弟)의 성명 및 진행사항은 절대로 신보나 잡보에 등장하지 마시고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은 광동성 구창항舊倉巷 도강의원 조보사무소로 보내 주시
기 바라며 여러분의 회의하신 결과에 ……” 상기 주소로 연락을 하라고 했다. 편지
의 주요 내용은 신문 발간에 필요한 재정은 중국 인사들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음으
로 인쇄기만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라, 인쇄기의 지원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
회에 요청하는 편지였다.
	김규흥이 기거하던 구창항舊倉巷 도강의원圖強醫院의 원장인 오한지伍漢持는 기독교인이
며 일찍 동맹회에 가입하고 의사의 신분으로 혁명 활동에 종사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홍콩에서 의학을 마친 후 1906년 구창항에 와서 도강의학당圖強醫學堂을 설립하
고 곧 광주의 법정대학에 입학을 해서 정치경제를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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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창항 도강의원은 혁명활동의 근거지로 이용하던 병원이었다. 중산4로에서 구창
항舊倉巷 골목을 쭉 따라나오면 월화로越華路와 이어진다. 길을 건너면 언급한 1911년
3·29 거사를 비밀히 준비한 작전본부 민가가 있고, 다시 월화로를 따라 광저우시정
부 방향으로 가면 양광총독부 유적지가 있다. 즉, 혁명당원들은 양광총독부 동정을
살피기 쉬운 월화로에 활동근거지 병원을 개설한 것이었다.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김규흥은 광동지역에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13년 초 광동 호군사서護軍使署 고문원顧問員에 임명됐다. 이는 군부 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신해혁명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김규흥은 미주한인회에 보낸
1911년 3월 7일자 편지에서 “중국에서도 광동은 가장 개화가 빠른 지역이고 왜적에
대한 증오도 깊은 지역이라 독립운동을 도모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판단해 수년

1936년 톈진天津에서 병사하였다.

∷현재상태 도강의원 주소는 구창항舊倉巷39번지였다. 현재 구창항舊倉巷39번지는 2층 단독건물
이며 전자용품수리점인데 이 건물이 당시 그대로 보존된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
로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필요가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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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규흥은 이후 홍콩·북경·상해 등에서 활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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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가는길
구창항 일대

관련자료
•「中 신해혁명 지도부에 조선인 김규흥 있었다」, 『동아일보』, 2011년 11월 17일자.
•「광저우를 읽는다 71·72 -광저우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범재 김규흥 (上), (下)」, 『중한경제문화』, 2012년 8월
15·22일자.
•김상철·김상구, 『범재 김규흥과 3·1혁명』, 아담북스, 2010.
•風雙編著, 『鄒魯年譜』, 中山大學出版社, 2000.
•劉敦仁, 「伍漢持與Che Guevara-中國和拉丁美洲的英雄」, 民國春秋,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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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재 거주지 골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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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한인회 창설지 |
∷현 주 소	廣州市 越秀南路 89번지 中華全國總公會記念館
∷정

의 상해임시정부가 동향호조同鄉互助의 명의로 박태하를 파견하여 1920년 유월한인회留
粵韓人會를

창설한 장소이며, 1926년 3·1절 독립운동기념회와 1926년 5월 2일 세계

피압박약소민족 단합대회가 개최된 곳

∷관련내용 혜주회관은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에 축조된 유럽식 2층 건물이다. 1층은
강당과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한인 혁명가들이 바로 이 강당에서 여러 차
례 기념행사를 가졌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대표대회 후 조정된 국민당중앙
당부 사무소가 설치되고, 1925년 5월1일 국제노동절을 맞이하여 제2차 전국노동대
회 및 중화전국총공회를 성립한 곳이어서 중화전국총공회기념관中華全國總公會記念館으
로 지정되었다.

해 1920년 9월 25일 박태하 외 10여명을 광주에 파견하고, 광동성 성장 진형명陳炯
明의

도움으로 유월한인회留粵韓人會를 조직한 곳이 혜주회관惠州會館이다.

	1926년 3월 1일 유월한인회 전체 회원 36명이 혜주회관에 모여서 박문곤의 사회
하에 독립운동기념식을 가졌다. 황포군관학교와 항공국, 중산대학 동자군童子軍,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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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광동호법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

년군인연합회, 성항파업省港罷工위원회, 전국총공회와 요중개의 미망인 하향응, 베트
남동지회 회원 13명까지 포함하여 각계 대표들을 100여명이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
였다. 대회 취지를 확정하고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각계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하향
응은 전 세계 피압박 약소민족은 하나로 단합하여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고 연설했으며 대회 참석자들은 조선혁명과 중국혁명, 세계혁명의 성공을 소리 높
이 외쳤다.
	《각 식민지 약소민족과 연합하여 반제운동을 준행할 것》을 결의하는 세계피압박약
소민족 단합대회도 1926년 5월 2일 혜주회관에서 소집되었다. 광주화교협회 주최
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회에는 조선화교단체 대표 외 인
도, 베트남 민족대표도 출석하였다.

∷현재상태 중화전국총공회기념관中華全國總公會記念館은 2011년 중국전국문물단위로 지정되었으

| 116

며, 2012년 중국공산청년단 창단 90주년 기념 자료를 전시하여 현재까지 대회개방
을 하고 있다. 혜주회관 입구 양쪽에는 노동열사기념비와 요중개기념비 두 개가 서
있다. 요중개기념비는 손문 서거 후 국민당내부 좌우파 모순이 심각했던 1925년
8월 20일,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하려던 요중개가 숭용차에서 내리는 순간
잠복해 있던 괴한이 쏜 총에 맞아 계단에 쓰러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을 기
념하는 탑이다.

관련자료
•김성룡 저·최룡수 감수,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173~176쪽.
•何香凝, 「回憶廖仲愷被刺前后」, 『廣州大革命時期回憶錄選集』, 廣東人民出版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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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협회 창설지 |
∷현 주 소	廣州市 文德路 81번지 省中山圖書館舊址
∷정

의 중한中韓 양국 인민의 상호연락과 선전, 협조를 목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설립한
중한호조中韓互助 단체 성립 장소

∷관련내용 1921년 내부갈등과 마찰로 인해 국무총리 이동휘가 사퇴하고 이승만 대통령마저 미
국으로 떠나자 상해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게 되었다. 외무총장 신규식이
국무총리를 대리하면서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이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1921년 5월 광동에서 손문이 호법정부의 대총통에 위임을 하고, 11월에 워싱턴에
서 9개국 열강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있자 임시정부는 태평양열강회의에서 중
국외교단의 힘을 빌어 한국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독립문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했다. 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정부로 부터 정부 인정

	중국정부의 인정을 받으려면 중국 전국 각지에 활동기반이 필요했다. 이를 대비해
1921년 중국 각지에 중한호조사 中韓互助社를 급속히 조직했다. 3월 장사長沙, 안휘安徽,
안경安慶에서, 4월 한구漢口, 상해上海, 운남云南에서, 5월에는 전국 중한호조사 中韓互助
社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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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연결하는 중한호조총사 中韓互助總社가 상해에 성립되었다. 광주는 범재 김규흥이

김진용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단을 인솔하고 상해에서 왔다.
	광주 중한협회는 9월 21일 중한협회 발기대회를 하고 미리 활동하고 있던 유월한인
회를 중심으로 9월 27일 광동성립도서관에서 중한협회를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중
국 호법정부 국회의원인 주념조朱念祖, 사영백謝英伯 등이 협회 위원장과 중국 측 위원
을 맡았다. 대원수부 비서인 왕정위汪精衛도 참여를 하는 등 호법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김천정金擅庭, 김희염金熙琰, 박화우朴化祐, 손사민孫士敏이 조선 측 위원을
맡았다. 성립 초기 회원은 70여명이었으나 한 달 후에는 수백 명이 되었다. 광주일
보 사장 사영백은 <광명> 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한국독립운동 선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현재상태 1921년 중한협회는 문덕로文德路 81번지에 소재했던 광동성립도서관廣東省立圖書館에서
성립되었으며 현재 중산문헌소中山文獻所가 위치하고 있다. 광동성립도서관의 전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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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아서국광동도서관廣雅書局廣東圖書館인데, 광아서국廣雅書局과 광아서원廣雅書院은 1910
년부터 도서 일부를 광아서국廣雅書局 장서루藏書樓에서 시민에게 개방하고 광아서국광
동도서관廣雅書局廣東圖書館이라고 했으며, 신해혁명 이후 1912년 6월부터 광동성 초대
도독 호한민胡漢民이 광아서국광동도서관廣雅書局廣東圖書館을 광동도서관廣東圖書館이라고
개명하였다.
	광주시중산도서관廣州市中山圖書館은 손문 사후 미국 등 해외화교들이 손문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중산문헌소위치 문덕로文德路 81번지에 1927년 착공해서 1933년 낙성하
였다. 1938년 일제 폭격이 심해지자 도서관에 소장된 진귀한 책들을 광서 상현象縣
으로 옮겨 보존하다가 1946~1949년 유실된 도서를 다시 수집해서 중산시도서관에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1955년 광주시중산도서관廣州市中山圖書館과 광동성립도서관廣東省立圖書館을 합
병해서 광동성립중산도서관廣東省立中山圖書館으로 개명하고 광동성립중산도서관廣東省立
中山圖書館

전체가 문명로 213번지의 신관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문덕로文德路 81번지

는 중산문헌소中山文獻所로 사용되고 있고 시립중산도서관구지市立中山圖書館舊址라는 표
지가 있다.

관련자료
•李緖柏, 「述說廣雅書局」, 『文史縱橫』, 廣州市文史硏究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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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로

현 손중산문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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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식 활동지 |
∷현 주 소	廣州市 觀音山(현재의 월수산) 粵秀公園 남쪽 중턱
∷정

의 192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신규식과 손문 총통의 회견장소

∷관련내용 임시정부특사 신규식은 수행비서(사위) 민필호를 대동하고 광저우에 와서 1921년
10월3일 관음산 비상대총통 관저에서 손문을 회견했다. 신규식이 요청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상해임시정부 승인이며, 둘째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요청이었다. 회담
에서 손문은 광동호법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호 합법주권정부임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승인했다. 독립운동지원으로 요청한 오백만원 차관과 조차지대 및 독립
군 양성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한국학생들의 군관학교 입학문제는 각 군관학교에서

∷현재상태 신규식의 손문 회담 장소는 월수산에 있는 대총통 관저 관음루 觀音樓였다. 당시 총
통관저로 사용된 관음루는 1922년 6월 광동성성장 겸 육군총사령관이던 진형명陳
炯明이

손문 정책에 반기를 들고 총통부를 초토화하고 관저를 불살라서 소실되었다.

현재 관저 자리에는 손선생독서치사처`孫先生讀書治事處`라는 기념비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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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자료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추헌수,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 출판부, 1995.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李穗梅, 『孫中山大元帥府』, 廣東人民出版社, 2007.

| 124

∷가는길

기념비

월수공원

200m
북문

신규식 활동지 손문 관저(손중산독서치사처기념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25 |

중국 남부 - 광동성

II
손문 관저(손중산독서치사처기념비)

| 126

월수공원 내 손문 기념표지석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27 |

| 동교장 |
∷현 주 소 廣州市 中山3路 남단 廣東省人民體育場
∷정

의 임시정부 국무총리 신규식이 중국호법정부로부터 정식 외교 사절로 접대를 받고 접
견의식을 가진 곳

∷관련내용 신규식은 1921년 10월 3일 손문대총통과 회담을 한 후 10월 18일 광주시 동교장東
較場에서

정식으로 국서를 전달했다. 동교장에서 진행된 북벌서고식 전례행사를 기

해 손문은 신규식 일행을 초청해서 공식 국빈으로 접견의식을 가졌다. 신규식이 제
출한 “한국독립승인”의 안은 11월 28일 개최된 광동비상국회에 제출되어 비상국회
의원의 지지를 받고 순조롭게 통과되어 채택되었다.

∷현재상태 동교장은 광주 중심지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정부의 대형 행사나 의식을 치루던 공
공장소였다. 1979년 축구장에 잔디를 깔고 전체면적 3만평방미터, 관람객 2만 7천
중국 남부 - 광동성

여명 수용,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현재 모습의 체육관을 조성했으며, 체육관 입

II

구에 들어가면 벽에 동교장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관련자료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추헌수,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 출판부, 1995.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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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활동지 |
∷현 주 소	廣州市 文明路 215번지 鍾樓（노신기념관）
∷정

의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권준이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를 방청했던 곳

∷관련내용 권준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호는 백인百忍이고 권중환 權重煥, 강병수 姜炳秀등
의 이름을 사용했다. 1917년 광복회에 참석하여 항일투쟁을 진행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 북경에서 김원봉의 의열단 요
원으로 활동하면서 군자금 조달과 폭탄 제조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후 중국혁명
의 중심지가 광저우로 옮겨짐에 따라 그는 의열단 단원들과 함께 광저우로 갔다.
	손문은 임시대총통에 취임한 이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다가 ‘남방에 다져진 정치
적 기초위에 소련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산당과 협력한다’는 새로운 혁명의 출로를
모색했다. 이에 1924년 1월 광저우에서 개최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손문의 민주혁명은 서서히 좌익으로 선회하고 국공합
작의 밀월이 시작되었다.
	권준은 조선혁명가 신분으로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방청을 했다. 민족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이질적인 세력이 단결하는 모습을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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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러시아와 연합”, “공산당과 연합”,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원조”라는 3대 정책

권준은 의열단도 민족전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민중혁명을 직접 선도할 수 있는 중견간부양성이 시급함을 깨닫고 군사간
부가 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는 1925년 11월 황포군관학교 제4기 보병과에 입
학했다.
	북벌전쟁이 시작하자 권준은 혁명군 제6군 포병영 부영장副營長으로 전투에 참가하
였다. 또한 권준은 1926년 무한의 한구에서 개최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에 조선
대표로 출석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 훈련부 교관
이 되었다. 1930년대에 그는 의열단이 남경에 세운 조선혁명간부학교朝鮮革命幹部學校
교관신분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간부양성에 전력하였으며,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였
다. 한인으로서 중국군 장교의 신분으로 의열단,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측의 비중
있는 중개역할을 했으며 1944년 중경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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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국민당 제1차전국대표회의가 열려 권준이 방청한 곳은 당시 국립중산대학
강당이었다. 한인청년들이 중산대학에서 공부할 때 많이 찾았던 곳이다. 300여 평
방미터에 달하는 강당 주석대와 관중석은 회의 개최 당시 모습으로 장식을 했다. 주
석단 정면 벽에는 손중산의 초상화를 걸고 대회장 벽에는 국민당의 좌파인물들인 료
중개廖仲愷, 하향응 何香凝, 손과 孫科의 사진이 걸려있다. 관중석은 흰천으로 두른 탁상
과 긴 나무걸상들로 정연히 배열되어 있고, 대회에 출석한 대표들의 명함이 걸상 등
받이에 적혀 있다.

∷현재상태	1924년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가 열린 곳은 국립광동대학 본부건물 종루 鍾樓 강
당이다. 당시 종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국립광동대학 교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종루
왼쪽에 광동국립중산도서관이 있다. 강당 외 1층과 2층은 1927년 노신이 중산대학
문학과 주임으로 재직한 것을 기념해서 1959년부터 노신기념관으로 사용되었고, 현
재는 수리를 위해 종루 전체를 폐관하였다.

관련자료
•김성룡 저·최룡수 감수,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143~146쪽.
•『中國國民黨 “一大” 史料專輯』, 廣東人民出版社, 198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33 |

광동국립중산도서관

노신기념관
(권준활동지)

∷가는길

II

중국 남부 - 광동성

문명로

권준활동지-노신기념관

| 134

권준활동지-광동대학구지

권준활동지-국민당1차대표개최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35 |

| 중산대학 |
∷현 주 소	廣州市 海珠區 新港西路 135호
∷정

의 1920년대 중반 한인 청년들의 독립운동 주요 거점

∷관련내용 1924년 1월 국공합작 결의안이 통과되자 손문은 국민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하여 그 해 2월 국립광동고등사범학교·광동공립법과대학·광동공립농업전문
학교를 합병해서 국립광동대학을 설립했다. 손문은 국립광동대학 초대 교장 추로鄒
魯에게

한국의 망명청년들을 받아들여 국비 대우를 제공해줌으로써 한국독립혁명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시했다.
	광동국립대학 초대교장 추로는 한국청년들에게 시험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
비면제 및 의류와 서적도 제공해 주었다. 광주에 모여든 많은 한인 혁명가들은 국립
중산대학에 입학하여 자유와 독립의 길을 모색하였고, 중산대학은 수많은 한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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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배움의 전당이 되었다. 중산대학에는 김원봉 계열의 의열단원들이 다수 재
학하였다. 1926∼1927년 당시 중산대학에는 김성숙·강세우·이영준·김산·최원·
이활 등 진보적 혁명가가 다수 집결해 있었으며, 특히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 활동
을 통한 국제적 연대 구축에 진력하고 있었다. 중국 국민혁명의 주무대였던 광동은

II

한국독립운동의 주무대가 되어 갔고, 특히 중산대학은 황포군관학교와 함께 한국독
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손문 사후 1926년 4월 여운형은 국민정부 주석 왕정위汪精衛 의 초청으로 광주에 와
서 장개석을 만나 독립운동자금지원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그 대신 중산
대학과 황포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이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
다. 그리하여 국립중산대학 유학생 중 한인 유학생이 제일 많았고, 한국인 학생 수
는 1927년 5월까지 총57명이었다. 12월 광주코민이 실패하자 사회주의계열 학생들
이 광주를 떠나 중산대학 한국유학생 수도 줄고 독립운동도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1932년 상해에서 윤봉길의사의 의거가 발생하여 한인을 대규모 수색체포하자 국립
중산대학에는 다시 한국애국청년들이 모였다. 1933~1935년 50여명이던 한인 유학
생이 1937년에는 80명으로 증가했다.

∷현재상태 新港西路 중산대학은 현재도 중산대학 교정으로 사용 중이다. 현재 광주시 新港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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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에 소재하는 중산대학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던 영남대학과 합병하여 국립중산대학이 되었기에 한국독립지사들이 재학하던 중
산대학은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던 문명로 215번지의 광동국립대
학이다.
	광동국립대학 개학과 함께 손문은 문명로 캠퍼스가 좁아 신축 확장 이전을 고려하였
고, 1935년 국립중산대학은 개교10주년을 기해 석배교石排橋 캠퍼스로 이전을 하였
다. 1935년 이후에 한국학생들이 공부하던 중산대학은 현재 중산대학캠퍼스가 아니
라고 석배교石排橋 캠퍼스였다. 현재 천하구天河區 천수로天壽路 입구에 과거 석배교 중
산대학 석패방이 남아있다.

관련자료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성룡 저·최룡수 감수,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167~170쪽.
•陳汝筑 易漢文 主編, 『巍巍中山, 中山學校史圖集』, 中山大學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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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포군관학교 |
∷현 주 소	廣州市 黃埔 長洲島
∷정

의 의열단 간부, 한인청년들의 군사간부 훈련 학교

∷관련내용 1924년 6월 6일 제1차 국공합작의 산물인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가 설립되었다.
황포군관학교는 소련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아 설립한 소련식 사관학교이며 정식
명칭은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이지만 주강 珠江의 황포 장주도에 위치해서 일반적
으로 황포군관학교라고 불린다.
	장개석이 황포군교에서 피압박민족 후원으로 조선인학생을 급비생으로 대우하자
입학지망생이 증가했다. 조선인들은 피압박민족으로서 신식군관학교인 황포군교에
서 중국의 새로운 정치와 군사를 배우고자 운집했다. 입학기가 매 8개월에 1회였지
만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조선인에 한해 임시로 입오생(예비생) 입학을 했다. 그 후

켜 수비에 근무하고 동시에 군사정치를 배우고 익혔다.
	제4기에는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간부들이 대거 입학하였다. 황포군교 학생명단
에서 확인된 인원만 73명이다. 무한분교武漢分校를 비롯한 여러 분교에 재학한 한인
청년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숫자이다. 이들은 황포군교 졸업 후 조선혁명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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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이 초과하자 별도로 학생군이라는 명칭으로 각지에 산재한 병영에 수용시

사정치간부학교를 통한 군사간부 양성에 힘썼으며,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조
선의용대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적 기초를 닦으며 주요 간부로 활동
했다.

∷현재상태 육군군관학교기념관으로 사용하여 광주에서 손꼽는 관광지가 되었다. 광주황포군
교는 1930년 남경으로 이전하고 건물은 1938년 일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였다.
현재 황포군교기념관은 1965년 복원, 1988년 국가급문물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2004년 1,400여 만 위안을 투자해서 현재 기념관 모습을 갖추었다.

관련자료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黃埔軍校史料1924-1927』 本書編輯組, 廣東人民出版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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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항공국 구지 |
∷현 주 소	廣州市 大沙頭 沿江路 421번지
∷정

의 중국 항공사업이 시작된 곳이며, 항공국 산하 비행기제조공장과 광동군사비행학교
가 있어서 항일투쟁을 위해 한인들이 비행사교육을 받던 곳

∷관련내용 손문은 1911년부터 줄곧 “항공구국”을 주장하였으나 항공인재를 육성할만한 학교
가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육받은 조종사들이 중국에 돌아와 항공업무에 종사
하는 형편이었다. 1917년 광주에서 대원수大元帥에 취임한 손문은 다음 해 대사두大沙
頭에

비행기제조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비행기 제작기술을 익힌 비행사 양일선楊

逸仙을

불러들여 중국내 첫 비행기를 만들었다. 당시 항공국 위치는 대사두大沙頭 421

번지 홍루紅樓였다.
	1920년 9월 혁명군비행기가 관음산에 있는 신독군新督軍사무실을 폭격하자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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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린 군인들이 사표를 내고 육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광주를 수복하는 뜻밖의 승전
을 했다. 이에 항공사 육성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항공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했으
나 손문이 설립한 비행기제조공장은 1923년 진형명陳炯明에 의해 불태워지고 난관에
부딪쳤다. 1924년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후 소련의 조건 없는 지원이 있어서
황포군교와 광동항공군사학교가 설립되었다.
	광동항공군사학교 제1기생은 황포군교 제1, 2기생 중에서 8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
데 조선국적을 가진 박태하朴太何와 김진일金震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동항공군
사학교는 대사두大沙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무렵 동정東征전쟁을 치르는 중이어서
비행기는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고, 개학은 했지만 학생들은 제대로 비행훈련을 받
을 수 없었다. 비행기가 없어 이론만 배우다가 1925년 7월 전체 학생 8명 중 박태하
를 포함한 6명은 소련으로 유학을 가고 그 중 김진일 외 1명은 광동에 남았다.
	광동항공군사학교 제2기생은 황포군교 제2기생과 3기생 졸업생 중에서 선발했으
며, 모두 소위계급으로 1925년 10월부터 수업을 했다. 관찰반 10명, 비행반 10명,
견습생 2명이었는데 견습생 중에는 제1기생으로 소련유학을 가지 않은 김진일이 포
함되어 있었다. 제2기 개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찰반 10명과 비행반 10명을 비
행반으로 통합하고, 다시 황포군교 제4기생 중에서 관찰반 20명을 선발해서 광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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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공학교 제2기생은 모두 42명이 되었다. 그 중 조선국적을 가진 유철선劉鐵仙, 이
승운李乘云, 장성철張聖哲 3명이 있었다.
	유철선, 이승운, 장성철은 1925년 황포군관학교 제3기생으로 입학해서 1926년 1월
보병과를 졸업한 후 의무적으로 국민혁명군에 24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
라 광동항공군사학교에 입교했다. 1926년 7월 국민혁명군 북벌전쟁에 항공학교 학
생이 모두 동원되었을 때 유철선, 이승운, 장성철 등 7명은 학교에 남아 비행연습을
했다.
	장성철과 김진일을 포함한 제2기생은 소련 모스크바 항공학교에서 유학 후 중국으
로 돌아와 1927년 1월 졸업하고 소령少校비행원으로 승진했다. 장성철은 항주공군학
교杭州空軍學校 교관으로 복무하면서 한국혁명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1943년 그는 공군 중좌신분으로 섬서성 남정南鄭에서 비행사로 활동하면서 광복군
총사령부에 협조하여 비행기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적점령구에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4년 말 설립된 광동군사비행학교는 개교 후 1936년까지 모두 8기가 운영되었으
며 훈련받은 비행원은 모두 527명이다. 광동군사비행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
분 중국 공군창설의 핵심인물이 되었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전투기를 타고 직접 일
본과 싸웠다.
	한인 청년들이 중국의 항공사업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부터였다. 상
해임시정부는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제작하고 항공사를 훈련하고자 했지만 자금이
여의치 않아 중국항공학교 입학을 주선했다. 당시 중국 관내에 들어온 한인 청년들
은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춘 인재들이서 중국 공군창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
인으로서 가장 먼저 비행사가 된 사람은 1923년 국립북경항공학교國立北京航空學校를
졸업한 서왈보와 최용덕이다. 광동항공국 군사비행학교를 비롯해서 운남육군항공학
교 등을 졸업한 20여명의 한인 비행사들은 1940년대까지 중국공군에 복무하면서 일
본군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

∷현재상태 항공국이 소재했던 廣州市 大沙頭 421번지는 七六一六0 중국인민해방군 초대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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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주강유람선 부두 입구 일대가 활주로였으며, 大沙頭二馬路,
大沙頭三馬路, 임칙서공원일대가 항공국부지로 비행기제조공장, 광동군사비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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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나 역사의 변천과 도시건설로 인해 남겨진 관련 흔적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자료
•孟力, 「孫中山與廣東航業事業人」, 『廣東文史資料』 第五十八集, 1988.
•陳兆机, 「廣東航空學校初期情況回憶」, 『文史資料選集』 第四集, 1962.

| 146

∷가는길

주강지류

연강로
광동항공국 유적지

항공국 구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47 |

중국 남부 - 광동성

II
항공국 구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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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제·안태 묘역 |
∷현 주 소	廣州市 黃埔 長州島 萬松嶺 東征陳亡烈士묘원
∷정

의 황포군관학교 학생 시절 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된 한인 김근제金瑾濟와 안태安台 묘비

∷관련내용 김근제는 1904년생이며 본적지는 평북 정주군 안흥면 안의동 395번지이다. 오산학
교에 다니다가 만주로 건너갔다고 전해지는데 김근제는 집안 형제인 김은제와 함께
황포군관학교 6기생으로 입학했다. 충북 괴산 출신인 안태 역시 6기생이며 김근제
와 안태는 『황포군관학교 동학록』 ‘사망동학’ 명단에 있지만 신상에 대한 자세한 자
료가 없다. 이들은 당시 중국대륙을 항일투쟁의 근거로 삼아 한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김근제와 안태의 묘비는 황포 동정진망열사묘원 내 황포군교학생묘역에 있다. 동정
진망열사묘원은 1925년 9월 광저우 동강東江지역을 세력권으로 하는 진형명陳炯明이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이들의 묘역이다. 동정진망열사묘원은 1928년 장개석의 특별
지시로 조성되었다.
	김근제와 안태의 묘비가 비록 동정진망열사묘원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동정전
쟁에서 희생된 것은 아니다. 황포군교 제6기생이 1926년 10월에 입학을 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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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를 공격하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투에

그때 동정전쟁은 이미 끝이 났을 때였다. 안태는 사망일이 1927년 10월이므로 광주
코민 발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군사
교육을 받는 도중 당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쟁이나 시위에 동원되어 희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희생된 학생들은 장주도長州島 만송령萬松嶺 여기저기 매장되어 제대로 관
리되지 않았는데 1984년 황포군교학생묘원을 조성하고 기념비석을 세웠다.

∷현재상태 황포학생군묘원에는 모두 6줄에 66개의 묘비가 있는데 김근제의 비석은 3째 줄 좌
측 4번째에 위치하고, 안태의 비석은 4째 줄 좌측 3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 김근태
의 묘비 전면에는 한가운데에 내려쓰기로 ‘한국인韓國人 김근제지묘金瑾濟之墓’오른쪽
에는 ‘제2학생金瑾濟二學生 ◯◯◯’가 새겨져 있다. 안태의 비석 역시 내려쓰기로 한가
운데에 ‘안태동지安台同志’4자가 보이고, ‘동지’자와 같은 높이의 오른쪽 옆에 ‘심춘沈
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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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쓰여 있다. 오른쪽에는 ‘한국괴산 韓國槐山’이, 비석 왼쪽에는 ‘민국

16년 11월 11월 9일民國十六年十一月九日’이라고 쓰여 있다. 그 중 심춘은 아명이나 아호
로 짐작된다
	황포군교학생묘원은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황포군교와 약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일반인이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자료
•한상도, 「황포군관학교에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가, 김근제」, 『월간 독립기념관』 2011년 4월호, 2011, 14~17쪽.
•김성룡 저·최룡수 감수,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157~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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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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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23.08337°  N
경도 113.41184°  E

김근제 묘역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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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진망열사묘원 입구

김근제 묘역(동정진망열사기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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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 묘역(동정진망열사기념 묘역)

김근제·안태 묘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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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병영 |
∷현 주 소 廣州市 先烈東路 廣州軍區 警備司令部
∷정

의 한인 청년들이 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예비훈련을 받던 곳

∷관련내용 황포군관학교의 입교생은 정규과정에 들어가기 전 예비과정으로 入伍生(예비생) 과
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입오생들은 광주 근교 국민혁명군의 군사시설에 수용되
어 사관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 군사지식을 교육받는 동시에 군사 요충지 경비
와 실전에도 동원되었다. 이러한 입오생들이 수용된 곳 중의 하나가 사하병영이며
당시 한인 청년들이 상당수 이곳에서 예비 훈련을 받았다.
	사하병영의 입오생부 교관으로 박효삼朴孝三·강평국姜平國·오성륜吳成崙·이유곤李柳昆
등이 사하병영에 근무하였다. 사하병영의 한인 청년들은 손문의 호법 정부를 지키
기 위해 중국 혁명에 참가하고 전투에 참여했다.

중국 남부 - 광동성

	사하병영 위치는 광주로 들어오는 동쪽 길목이다. 사하沙河와 연당燕塘 일대에 국민당
장발규張發奎의 제12사 36단이 주둔하였고, 연당은 지형이 높아 포병부대가 설치된
군사요지였다. 1927년 광주코뮌이 발생했을 때 조선인 공산당군사지휘관 양달부가
사하진을 공격했다. 양달부는 전쟁을 하지 않고 국민당부대 지휘관의 투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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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600여명을 포로로 잡았다. 또 연당에 있는 국민당부대도 공산당이 쉽게 제압
을 했다. 국민당 정규부대가 가장 많은 사하진과 연당공격이 쉽게 끝나자 양달부는
코뮌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사하진을 떠나고 전사들만 남아서 사하진을 수비했다.
	사하진에 남은 전사들은 최용건이 인솔하는 특무영 제2연대, 교도단 2영 5련 등 조
선인 150여명 등이었다. 이들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사하진을 지키다
가 전쟁의 판세가 변하였다. 다음 날 아침 국민당부대가 사하진을 포위했고, 사하진
방어를 맡은 조선인 병사들은 전멸했다. 조선병사 150명이 희생된 사하진 병영이
어디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상태 입오생들이 훈련을 받던 사하병영은 현재 중국인민해방군 광주경비구 광주경비사
령부로 사용하고 있다. 1920년대 사하일대는 황량한 군사지구였는데 현지 사하일
대는 대형 복장도매시장과 원단도매시장 등이 형성되고 현대식 도시로 발전하여 예
전 모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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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사령부
(사하병영터)

∷가는길

선열동로
광주동물원

관련자료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님 웨일즈, 『아리랑』, 동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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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병영(광주경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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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병영(광주경비사령부)

사하병영(광주경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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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조인민혈의정 |
∷현 주 소 廣州市 中山2路 92號 烈士陵園 내
∷정

의 1927년 12월 광주코민에 참여해서 희생한 조선인 150여명을 추도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

∷관련내용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은 성공적이었다. 장개석의 북벌전쟁은 소련의 간접적인 지
원을 받아 1927년 남경과 상해를 모두 점령함으로써 순조롭게 성과를 거두었다. 그
러나 국공합작으로 진행된 북벌전쟁의 쾌거를 부르기 직전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
당 주류의 장개석일파는 남경南京을 수도로 정하자고 주장을 하였고, 친공산국민당
좌파는 무한武漢을 수도로 하자고 강경하게 대립하여 국민당내 남경정부와 무한정부
가 생기게 되었다.
	무한정부가 승리하면 중국은 적화赤化가 되고 남경정부가 승리하면 공산계열이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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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국민당 좌우파가 대결을 하는 시간에 중국노동단체 총본산인 상해총공회
가 총파업을 하고 무장봉기를 계획했다. 남경정부 장개석은 무한파가 강경하게 나
올 것을 대비해서 1927년 4월 12일 총공회산하 각급 노동자조직 및 친공산계 기관
을 봉쇄하고 검거해서 대거 숙청을 단행하고 광주는 이제심을 설득해서 4월 15일부
터 공산당 탄압이 시작되었다.
	광주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 20여명이 용의자로 연행되어 감옥에 구속되었다. 북
벌전쟁에 참여한 한인 장병들은 남경과 상해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북벌성공으로
인해 조국독립도 곧 눈앞에 다가온 듯 환희와 희열로 전쟁에 앞장을 섰었다. 장개
석도 북벌전쟁의 승리가 조선병사들의 용감하고 굳센 의지의 도움이 컸다고 극찬을
했다. 그런데 장개석이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반동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수백 명
의 조선인들은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따르기로 하였다.
	1927년 12월10일 국제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 조직은 국민당공안국건물 공격
을 시작으로 광저우를 점령했다. 국민당내에 지하 공산당조직이 있었으며 광동 부
근의 해풍과 륙풍지역에는 잘 조직된 공산농민회가 있었다. 이들은 국민당의 탄압
으로 공회조직과 농회조직이 많이 파괴된 상황이었지만 비밀리에 집결하여 무기를
갖추고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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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봉기에 참여한 한인혁명가들은 주로 장발규張發奎의 제4군 군관교도단軍官敎導團과
황포군관학교에 집중되었다. 남창봉기부대를 추격하여 광동에 도착한 국민당 장발
규의 제4군은 광서군벌을 축출하고 광주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불복한 광서군벌
이제심은 광서군을 모아 광주부근에서 장발규부대와 계속 충돌을 일으켰다. 장발규
는 이제심과 싸우기 위해 국민당 부대 내 공산당원들에게 무기를 내주었다. 그리하
여 국민당내 공산당 엽검영이 거느린 제4군 교도단이 무장을 갖추게 되었다.
	교도단 제2영 5연대는 150여명 한인으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원래 무한군사정치학
교의 특별반 학생으로 구성된 이 부대의 연대장은 박영朴英(본명은 박근성朴根星)이고
당 책임자는 김규광(김성숙)이었다. 그리고 박영의 두 동생인 박근만, 박근수, 의열
단 단원 박건웅을 비롯한 우수한 포사격수들도 이 부대에 편입되어 있었다. 교도단
특무영 2연대 연대장은 최용건이었다. 그는 황포군관학교에 남아있던 한인들을 단
합시켜 봉기에 참가하였다. 광주 중산대학에서 혁명이론을 학습하고 있던 김산, 김
세일, 류우상을 비롯한 한인혁명가들도 여러 차례 비밀회의를 열고 봉기준비를 진
행하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북벌전쟁에서 혁명군 각 부대에 편입되었던 한인장교들
이 광주에 모여 광주봉기에 참가하였다. 많은 한인혁명가들이 12월 11일 새벽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훌륭한 활약을 펼쳤으나 밀려오는 국민당군
을 이겨내지 못하고 봉기는 3일천하로 끝나고 사하전투에서만 조선인 150여명이 희
생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상태 1957년 광주봉기에서 희생당한 5,700여명을 추모하기 위해 거대한 능원을 축조하
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능원 동쪽으로 호수를 지나면 중조인민혈의정이 있는데 정
자 처마 밑에는 붉은 바탕에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誼亭’이라는 금빛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있고, 정자 내에 있는 거대한 비석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1927년 12월 11일 광주 노동자 계급과 혁명 병사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장렬
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에 참가한 혁명 병사중에 조선청년 150여명이 있다.
그들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사하전역에서 그들은 대부분 마지막 진지를 사수하다가 장렬히 희생함으로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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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위대한 국제주의정신과 두려움 모르는 혁명적 영웅기백을 발휘했다, 광주봉
기에서 희생된 조선동지들은 천추에 길이 빛 날것이오, 중조 양국 인민의 전우는 영
원히 변함없으리라.”
	열사능원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중조인민혈의정 정자는 중국인들의 휴식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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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김성룡 저·최룡수 감수, 『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182~193쪽.
•님 웨일즈, 『아리랑』, 동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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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인민혈의정

∷가는길

위도 23.13176°  N
경도 113.28265°  E

50m

광주기의열사능원 후문

중조인민혈의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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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의열사릉원 내 중조인민혈의정 앞면

광주기의열사릉원 내 중조인민혈의정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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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의열사릉원 내 중조인민혈의정

광주기의열사릉원 내 중조인민혈의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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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사무소 |
∷현 주 소	廣州市 東山區 瓦窯後街 41號
∷정

의 한국독립당 광동지부가 있던 자리

∷관련내용 한국독립당 광동지부는 1932년 9월에 설치되었다. 전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유일정
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좌우세력의 이념과 독립운동 방법의
차이로 결렬되자 김구·안창호·조소앙·이동녕 등 임시정부 중심의 민족진영인사
들은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정부조직을 유지하고자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설치했다.
	한독당 광동지부는 일찍부터 광주에 체류하는 청년들을 규합하여 당세력을 확대했
다. 혁명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중산대학과 황포군교 등 광동에 있는 학
교에 입학을 알선하고 학업의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중산대학과는 별도의 관계를
맺어 한독당에서 추천하는 학생은 입학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생활비도 보

	1932년 11월 한국독립당 광동지부는 상해上海 동북의용군후원회東北義勇軍後援會 대표
왕보진王葆眞과 회의를 개최하고 한인 및 중국국민당원 유지로 중한협회를 결성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후 중한협회는 중한련합원조동북의용군대회中韓聯合援助東北義勇軍大會
로 개편되어 광동지역 중국인 항일운동세력과 한중연합 연대를 구축했다. 간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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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 주었다.

우조는 광동성정부 방직공업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또 상해 동북의용군후원회광동
지부 회원에서 활약을 하면서 국내에서 한글 활자를 구해서 한독당 광동지부 기관
지 《韓聲》을 발간하였다.

∷현재상태 현재 와요후 41호 일대는 개발이 되어 서양식 단독 저택 몇 채가 瓦窯後街 전체에
건립되어 한독당사무실 위치 41호는 없어졌다. 가까운 주변에 중국공산당제3차대
회 구지가 있다.

관련자료
•추헌수,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 출판부, 1995.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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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요후가

사무소 구지

와요후횡가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사무소 와요후가 거리 일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65 |

중국 남부 - 광동성

II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사무소 와요후가 거리 일대

| 166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사무소 와요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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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임시정부 청사 터 |
∷현 주 소	署前橫路 2號와 5號 사이
∷정

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광주청사로 잠시 사용되던 곳

∷관련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8년 7월 17일 광주에 이주하여 9월 19일까지 머물게 되었
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12월 13일 국민당정부의 수도 남경이
함락되었다. 11월말 상해임시정부 요원들과 가족은 진강과 남경을 뒤로 하고, 호남
성湖南省의 수도인 장사長沙로 이동하였다. 전황이 급박해지자 임정 가족은 다시 피
난길에 올랐다. 1938년 7월 19일 새벽 4시경 장사를 떠나 광주행 월한선粵漢線(廣州
와 武漢을 잇는 노선 기차)에 올라 탄 이들은 사흘만인 22일 광주에 도착하였다. 광동

군에서 활동하던 한인 채원개蔡元愷와 이준식李俊植가 일행을 영접하고 동산백원東山栢
園을

정부의 임시 사무실로, 아세아여관亞細亞旅館을 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현재상태 임정사무실로 사용하던 동산백원은 동산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동산공원은 현재
의 동산호東山湖공원이 아니다. 현재 동산구 광백廣百백화점 맞은 편 watsons 署前路
지점이 서전횡로署前橫路 1호임으로 동산백원이 소재했던 서전횡로 2-3호의 위치는
watsons 署前路지점 오른쪽 1번 시내버스 동산서전로東山署前路 종점에 해당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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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머물렀다.

주시민의 기억에 의하면 90년도 초까지 현 동산구 광백백화점 앞 로터리 일대가 동
산공원東山公園이었다고 하며, 가까운 곳에 한독당 사무실 터가 있었다고 한다.

관련자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983.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7.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 『국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독립기념관 한
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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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호공원 내

위도 23.13019°  N
경도 113.29251°  E

①

서전횡로

광주백화점 자리

②

임시정부 청사 터(동산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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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시정부 청사 터로 추정되었던 곳(동산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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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호공원 내 연못

동산호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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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요인 불산 거주지 |
∷현 주 소	廣州市 佛山鎭 福慶坊 28號
∷정

의 임정요인들이 1938년 9월 일본군 광주폭격을 피해 유주로 떠나기 전까지 생활하
던곳

∷관련내용 중국군이 일본군에 계속 밀리자, 광주 동산백원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다시 피난
을 결정하였다. 1938년 9월 19일 오후 2시 30분 경 임정 식구 일행은 대영리기선大
英利汽船

선편으로 광주시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불산 佛山으로 출발하였다.

두 시간여 만에 4시 30분경 불산에 도착한 이들은 불산진 중산교中山橋 부두에 도착
해서 ‘복경방 福慶坊28호號’에 짐을 풀었다.
	복경호 28호는 서향방으로 천장창天窓이 있는 광동식 단독 주택이다. 임시정부 요인
과 가족들은 비록 임시정부에서 가족 수에 맞게 나누어주는 생활비가 있었으나 생

중국 남부 - 광동성

활과 생계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곳을 임시정부 요인들은 10월 19일까지 숙소로 사
용하였다. 10월 12일 일주일내에 일본군이 광주시와 부근 현을 곧 폭격할 것이라
는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은 또 피난을 했다. 일행은 10월 19일 새
벽 3시 반 ‘삼수三水’로 가기위해 광삼차廣三車를 타기위해 불산 정거장으로 갔으나 사

II

람이 너무 많아서 열차를 탈 수 없었다. 그 때 장개석 위원장의 전보를 받고, 4시 반
경 광동성정부가 제공한 특별열차 광삼차를 탈 수 있었다.

∷현재상태 제시의 일기에 나오는 복경방 28호는 현재 복경방 32호로 지번이 바뀌었다. 2005
년 7월에는 복경방 28호에 사람이 거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자가 없으며,
불산시 부동산에서 관리한다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관련자료
•한상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24권 대한민국임시정부Ⅱ- 장정시기』, 독립기념관, 2009.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혜윰, 1998, 3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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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경방 28호(현 복경방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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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경방

불산 임시정부 요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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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임시정부 요인 숙소 주소판(옛 28호)

불산 임시정부 요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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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임시정부 요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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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한교협회 |
∷현 주 소	廣州市 沙面 3街 3号
∷정

의 일제패망 후 한인의 귀환을 위해 1945년 10월 조직된 한교협회가 있었던 곳

∷관련내용 일제의 패망 후 1945년 9월 5일 광주지역 한인들은 류월조선동민회畱粵朝鮮同民會를
설립하여 강제징용이나 강제징집 된 한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소집해서 귀환준비
를 서둘렀다. 유월조선동민회가 조직된지 한 달 후 10월 6일 유월조선동민회 이사
장 김제우와 전 계림동향회 회장 김명근 등에 의해 광주시 한교협회가 조직되었다.
한교협회는 사면沙面 중흥로中興路 제3호를 임시 사무실로 정하였다.
	1940년대 광주 한인은 약 2~300명이었는데 위안부로 징용된 사람이 많았다. 그리
고 당시 한인화교 대표 11명중 6명이 위안소를 경영하였다. 현재의 광명光明백화점
과 대불사大佛寺 사잇길 혜복서가惠福西街 13호, 23호, 95호에 한인이 운영하는 위안소

위안소를 경영하면서 여관, 운수업, 식품, 잡화점을 운영했다.
	한교귀환업무를 총괄한 한교협회 책임자는 국민당 신1군부대 38사단 참모 최덕신
이었다. 국무위원 최동오의 아들인 최덕신은 국민당 신1군부대에 소속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자 미군과 함께 버마전선에 투입되었다. 장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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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개나 있었다. 재산을 모은 한인들은 종전 직전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군인군속

반도 전선에 투입 될 예비병력으로 버마 내 미군부대에서 장기간 훈련을 계속하던
중 미국의 대일본 원폭투하로 전쟁이 끝났다. 신1군부대는 중국에 돌아 온 후 일본
제23군사령이 있는 광주로 왔고, 최덕신은 일본군투항을 접수하기 위해 사면沙面에
있었다.
	한교협회는 조직 준비부터 중국국민당 광주시 당부에 승인을 얻은 후 추진되었으며
설립 후에도 광주시 사회국의 승인을 받아 광주시 인민당체 중 하나로 운영되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교와 한적사병 가운데 범죄행위가 없는 자”가 한교회원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옹호하여 복국운동을 촉진”하는 것을 조직 목적으로
삼았다.
	한교협회는 가옥 3채를 빌어 밀려오는 한인들을 수용해서 집단거주를 시키면서 중
국 측에 빠른 귀환을 요구했다. 영양부족, 위생시설 미비 등 거주환경이 열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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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속출했지만 경비가 부족해서 해결방안이 없었다. 당시 1945년 여름은 가뭄
이 극심해서 끼니를 잇지 못하는 광동인도 많은 시기였다.
	최덕신은 귀환을 대기하면서 일본군사령부로부터 한적사병 전부를 인수받아 광주
일정지역에 집결시키고 한적사병집훈총대를 조직 운영하였다. 광동지역 투항 일본
군인 10만여 명 중 한적사병은 2,200명이었다. 한교협회와 한적사병집훈총대는 공
동활동을 전개했다. 1946년 1월 9일 한교협회 사무실에서 신탁통치 반대 회의를 하
고 반탁선언문을 한중영 3개 국어로 작성해서 각국 영사관에 전달했다. 3·1절 기념
식 및 집훈총대성립식 행사를 했는데 그 날 중국 측 각 부처 및 제2방면군 정치부 대
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부대검열과 공식행사 후에는 웅변대회, 연극, 축구시
합 등의 행사도 치렀다.

∷현재상태	사면 중흥로 제3호 한교협회 사물실은 중국인민공화국 성립 후 거리이름이 사면3가
로 바뀌었으며 사면3가 3호는 현재 웨딩사진 촬영실로 사용되고 있다. 후에 이전한
한교협회 사무실 혜복동로惠福東路 혜신서가惠新西街 제26호 지하는 도시 건설로 인해
번지가 없어졌다.

관련자료
•조은경, 「해방 후 중국 광동성 광주지역 한인 사회와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66, 2013.
•房建昌, 「廣州的日本居留民團和韓僑及台灣人」, 廣東人民出版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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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3가

사면 대가

승리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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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지류

한교협회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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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협회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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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협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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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회관 |
∷현 주 소	廣州市 荔灣區 沙面北街 53號
∷정

의 1946년 4월 한교협회와 한적사병집훈총대가 중국 측 대표인사와 한인귀환 고별식
을 거행하던 곳

∷관련내용 한인의 귀환일이 4월 23일로 확정되자 한교협회와 한적사병집훈총대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사면沙面의 승리빌딩에서 광동성과 광주시 정부 및 언론계 인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고별식을 거행하였다. 고별식을 마친 한인들은 광주시 황포에 집결해
서 명부조사, 범죄여부 조사, 위생검사를 하고 배를 탔다. 다시 호문虎門으로 이동한
뒤 미국 선박에 탑승하고 4월 24일 귀국길에 올랐다.
	2월로 예정된 귀국이 지연된 것은 한인의 귀환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
국간 협의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광동성 민정청통계에 의하면 1946년

1,500명은 제외된 숫자이다.
	최덕신의 후임으로 한교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김종혁은 귀환하지 않고 광주에 남아
한교협회를 재정비했다. 광동성 한교 귀환 책임을 맡은 최덕신은 4월 24일 아침 나
부끼는 태극기를 내리고 중국인 각계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화남지구에 거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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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인 교민은 1,141명, 사병 1,968명 모두 3,109명이었다. 해남도에 있는 한교

동포 3천여 명과 함께 광동성을 떠났다. 광동성일대 한인 전후 처리 책임자인 제2
방면군총사령관 장발규張發奎는 4월25일 1차적으로 모든 전쟁포로와 화교를 배에 태
워 본국으로 보냈다.

∷현재상태 현재 승리호텔은 광동성인민정부 산하에 소속된 호텔이며, 20세기 초 영국인이 건
립한 ‘빅토리아대주점’이 전신이다. 2004년 대폭 수리하고 300여 칸 객실과 수영
장, 헬스, 사우나, 테니스장을 갖춘 리조트형 호텔로 리모델링하였다.

관련자료
•鐘俊鳴 主編, 《沙面》, 廣東人民出版社, 1999.
•張發奎, 「進軍廣州受降」, 《廣州文史》 第48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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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교협회 고별식 거행장소(승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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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협회 고별식 거행장소(승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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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 이강 활동지 |
∷현 주 소	厦門市 中山路일대(太白蔘公司)
∷정

의 하문의 태백삼상회 안창호의 흥사단계통 사람인 정재형(鄭在亨 혹 鄭濟亨)이 차린 가
게로, 인삼과 홍삼을 팔고 있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장소 역할도 하였다. 정화
암과 이강이 만난 곳이기도 하다.

∷관련내용 이강은 평안남도 용강龍岡군 봉산鳳山면 황산黃山동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주개발
회사美洲開發會社에서 모집하는 이민에 들어서 하와이로 건너가 1년간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듬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유학을 하려다가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그의 권고로 이를 단념하고 안창호·정재관鄭在寬등과 함께 교민단체로서 1904
년에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설했으며, 1905년 11월에 동지들과 함께 기관지인 『공립
신문共立新聞』을 창간하여 주필이 되었다.

중국 남부 - 복건성

	1907년 초에는 안창호와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기로 하고 안창호를 먼저 귀국시킨
후 뒤이어 이강도 귀국하여 양기탁梁起鐸을 중심으로 국내 동지들과 함께 1907년
4월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를 창립하였다. 이강은 몇 달 후에 러시
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신민회 블라디보스톡 지회를 설치하였다. 1909년 2월

II

에 신민회의 합법적 외곽단체로서 미주에서 종래의 공립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재미
주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조직되자 정재관 등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
추어 재로대한인국민회在露大韓人國民會를 조직하여 각 지방과 지회를 설치하고 독립사
상을 고취시켰다. 또한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지들과 함께 『해조신문海潮新聞』을
창간하여 편집 논설기자로 활동했으며, 이 신문이 『대동공보大東共報』로 이름을 고친
후에도 그 편집책임을 맡았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계획이 대동
공보사에서 수립될 때 이에 참석하였으며, 안중근安重根이 이등박문포살의 특공대로
하얼빈에 나갔을 때 안중근과 대동공보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안중근의 의
거가 성공한 후에는 안중근의사를 위한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하여 북경에 파
견되어 활동하였다.
	『대동공보』가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정간 당하자 시베리아의 치타로 가서 다시
『정교보正敎報』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9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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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에서 파견한 강우규姜宇奎의사가 일제 총독 사이토齋藤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일어나자 그 연루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에 체포, 서울로 압송되어 약 50일간 구금
되었다. 1919년 말에 석방되자 바로 상해로 탈출하여 안창호를 만나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議政院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으며 흥사단興士團운동에 진력하여 흥
사단 원동지방위원회興士團遠東地方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세력이 장강長江일대에까지 뻗치게 되자 상해를 떠나 남중국 방면으로 갔다.
1927년 경 부터 복건성 하문의 안창호의 흥사단계통 사람인 정鄭씨가 차린 가게로
인삼과 홍삼을 팔고 있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장소 역할도 하였던 태백삼 상회
에 머물고 있었다. 이강은 당시 임정의 부의장직에 있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인
삼을 몇 근 구해 팔고 있었다. 1928년에 하문廈文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곳 태백삼 상
회를 대만 사람을 시켜 습격하게 한 일제경찰에 납치되어 하문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평양으로 호송되었으며 징역 3년형의 언도를 받고 평양감옥에서 옥
고를 치렀다. 출옥하자 다시 중국 복건성福建城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1945년 해
방을 맞았다.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대만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한 선
무단宣撫團 단장이 되어 대만으로 갔다가 1946년에 귀국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현재상태 이강 활동지인 중산로 일대는 민국시기 옛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 현재 하문에서 가
장 전통적인 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태백삼 상회 건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거리 일대는 확인했다.

관련자료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卷, 國家報勳處, 1986年, pp.208~209.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81~82쪽.
•유기석, 『30년방랑기』, 국가보훈처, 2010년, 146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187 |

II

중국 남부 - 복건성

∷가는길

중산로 일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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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랑위

중산로 일대
(이강 활동지)

하문 은행 구지 표지석

중산로 일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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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윤 기념비 |
∷현 주 소	泉州市 雪峰寺 내
∷정

의 의열단에 핵심인물이었고, 밀양경찰서 폭파계획 등의 의열투쟁을 통해 항일투쟁을
하던 김상윤이 말년에 승려로써 지내던 설봉사에 세워진 기념비

∷관련내용 일명 김옥金玉. 밀양시 하남면 대사리에서 1897년 9월 12일에 태어났다. 밀양동화학
교를 졸업하고 향리에서 부모의 농사일을 돕다가 일본의 횡포가 심해지자 기울어진
조국을 독립하지 않으면 굴레를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용무用武할 땅을 찾아 만주
로 망명의 길을 약관 20세에 떠났다.
	동지를 찾아 넓은 남만주지역을 방황하던 김상윤은 길림에서 고향사람 김원봉·한
봉근 등을 만났다. 이들은 항상 일을 함께 의논하였다. 1919년 5월경에 김원봉·이
종암(양건호)·한봉근·김상윤 등은 한 자리에 모여 독립운동을 하는데 대한 행동방

인물을 살해하는 등 강력한 무력활동을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원봉은 즉시 행동을 시작하여 폭탄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성우, 곽
재기 등 동지를 대동하고 중국 상해로 떠났다가 동년 겨울에 길림으로 돌아왔다.
1919년 11월 9일 밤 길림성성吉林省城 파호문把虎門 밖 중국인 번모 집에서 독립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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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의논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거점을 파괴하고 주역

단조직을 할 때 13인 중의 한사람이었다. 1920년 3월경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
하였는데 그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김원봉·곽재기·이성우가 상해에 가서 폭
탄을 구입하여 안동현을 거쳐 밀양으로 보내놓고 김상윤은 동지들과 같이 각기 국
내로 들어와서 밀양으로 잠입하였다.
	거사를 위해 폭파대상의 정보수집을 하는 한편 최경학崔敬鶴과 밀양경찰서 폭파 계
획도 상의하였다. 그러던 중 의열단의 첫 의거계획이 경찰에 탐지되어 주력단원인
곽재기·이성우·윤치형 등이 서울에서 검거되고 밀양의 김병환 집에 숨겨둔 폭탄이
압수되고 계속하여 많은 동지가 체포되었다. 김상윤은 한봉근과 같이 수사망을 벗
어나서 만주로 돌아갔다. 의열단 본거지를 북경으로 옮기고 새로 조직을 단속하고
동지를 포섭하고 폭탄제조창을 상해에 설치하는 등 많은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5
년 상해에서 의열단 재정비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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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열단의 노선이 직접적인 일제에 대한 공격보다는 중국군관학교에 입교라
는 수단을 통해 중국정부로부터 독립의 원조를 받는 것으로 바뀌자 김상윤은 김원봉
과 의열단에 대해 비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1926년 하문에 있다가 천주泉州 설봉사雪
峰寺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버렸다.

∷현재상태 설봉사 내에 1995년 광복회에서 건립한 비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관련자료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8卷, 國家報勳處, 1990年, 142~143쪽.
•송건호, 『송건호 전집』 15권, 한길사, 2002, 185~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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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30m

설봉사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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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시내

김상윤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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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념비를 설명하고 있는 설봉사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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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명 근무지-여명고중 |
∷현 주 소	복건성 천주시 중산북로 42호
∷정

의 유자명, 유서 등 주로 아나키스트들이 교원으로 근무한 학교

∷관련내용	유자명은 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참가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 충청도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의열단에 가입하여 무장항일투쟁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유
자명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중국인들과의 연합작전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농업분야 발전에도 직접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써 수많은 중국의 농업
후계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유자명은 1928년 남경피압박민족연합회 활동을 전개하
면서 복건성 천주에서 여명고급중학교 생물학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여명고급중
학교에는 이후 유기석(유서)도 지리교사 겸 체육교사로서 활동하였다. 이처럼 여명

∷현재상태 지금은 여명직업대학으로 바뀌었으며, 정문에는 천주시문물보호단위에서 1984년 6
월에 설립한 천주여명고중유지 기념비가 있다. 정문 오른쪽에는 여명교학루가 옛모
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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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는 한중 양국 아니키스트들의 인적자원 배출의 요람이자 활동지였다.

참고문헌
•유자명, 『나의 회억』, 료녕인민출판사, 1984.
•국가보훈처, 『유기석회고록-삼심년 방랑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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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고중

∷가는길
42호
중산북로
중산광장

천주 여명고중(현 여명직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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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 여명고중(현 여명직업대학)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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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 여명고중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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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 체포지 |
∷현 주 소	복건성 하문시 고랑위 일본영사관 건물
∷정

의 이강 및 이기환이 체포되어 구금된 곳

∷관련내용 이강은 평안남도 용강龍岡군 봉산鳳山면 황산黃山동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주개발
회사美洲開發會社에서 모집하는 이민에 들어서 하와이로 건너가 1년간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듬해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다. 유학을 하려다가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그의 권고로 이를 단념하고 안창호·정재관鄭在寬등과 함께 교민단체로서 1904
년에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설했으며, 1905년 11월에 동지들과 함께 기관지인 『공립
신문共立新聞』을 창간하여 주필이 되었다.
	1907년 초에는 안창호와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기로 하고 안창호를 먼저 귀국시킨
후 뒤이어 이강도 귀국하여 양기탁梁起鐸을 중심으로 국내 동지들과 함께 1907년

중국 남부 - 복건성

4월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를 창립하였다. 이강은 몇 달 후에 러시
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신민회 블라디보스톡 지회를 설치하였다. 1909년 2월
에 신민회의 합법적 외곽단체로서 미주에서 종래의 공립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재미
주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가 조직되자 정재관 등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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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재로대한인국민회在露大韓人國民會를 조직하여 각 지방과 지회를 설치하고 독립사
상을 고취시켰다. 또한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지들과 함께 『해조신문海潮新聞』을
창간하여 편집 논설기자로 활동했으며, 이 신문이 『대동공보大東共報』로 이름을 고친
후에도 그 편집책임을 맡았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계획이 대동
공보사에서 수립될 때 이에 참석하였으며, 안중근安重根이 이등박문포살의 특공대로
하얼빈에 나갔을 때 안중근과 대동공보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안중근의 의
거가 성공한 후에는 안중근의사를 위한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하여 북경에 파
견되어 활동하였다.
	『대동공보』가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정간 당하자 시베리아의 치타로 가서 다시
『정교보正敎報』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9년 9월
에 노령에서 파견한 강우규姜宇奎의사가 일제 총독 사이토齋藤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
건이 일어나자 그 연루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에 체포, 서울로 압송되어 약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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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었다. 1919년 말에 석방되자 바로 상해로 탈출하여 안창호를 만나서 임시정
부에 참여하여 의정원議政院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으며 흥사단興士團운동에 진력하
여 흥사단 원동지방위원회興士團遠東地方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세력이 장강長江일대에까지 뻗치게 되자 상해를 떠나 남중국 방면으로 갔다.
1927년 경 부터 복건성 하문의 안창호의 흥사단계통 사람인 정鄭씨가 차린 가게로
인삼과 홍삼을 팔고 있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장소 역할도 하였던 태백삼 상회
에 머물고 있었다. 이강은 당시 임정의 부의장직에 있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인
삼을 몇 근 구해 팔고 있었다. 1928년에 하문廈文에서 강연을 하다가 이곳 태백삼 상
회를 대만 사람을 시켜 습격하게 한 일제경찰에 납치되어 하문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평양으로 호송되었으며 징역 3년형의 언도를 받고 평양감옥에서 옥
고를 치렀다. 출옥하자 다시 중국 복건성福建城으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1945년 해
방을 맞았다.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대만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 대한 선
무단宣撫團 단장이 되어 대만으로 갔다가 1946년에 귀국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현재상태	복건성 고랑위 외국영사관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들려 민국시기 하문시의 외국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다. 1986년 하문시에서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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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사관

∷가는길

II

중국 남부 - 복건성

500m

하문 일본영사관 경찰서 지하감옥

하문 일본영사관 경찰서 지하감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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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량위 선착장

하문 일본영사관 경찰서 지하감옥 표지석

하문 일본영사관 경찰서 지하감옥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201 |

2013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단 및 일정
조사 지역

유럽·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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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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