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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7년 다사다난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립기념관이 개관된 지 30년을 맞
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라사랑정신을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이주한
인(일명 고려인)들은 허허벌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80주년을 맞이하는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내년 2018년은 조선의용대 창설 8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강제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크게 두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는 국경지대
에 거주하는 고려인, 제2차는 내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36,442가구
171,781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
였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일제에 의하여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던 한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추위와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이주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지에는 거주할 거처마저도 없어 토굴이나 움막에서 겨우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
니다. 암울한 현실에도 이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혼을 발휘하였습니
다. 더욱이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는 중앙아시아와 조선의용대 활동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심화 조사와 아울러 신규 조사를 병행하면서 이
루어졌습니다. 전자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고려인들의 항일투쟁 현장
이라면, 후자는 ‘독립혈전獨立血戰’을 이끈 요람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소민족으로서 항일투
쟁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지역은 25곳에 대한 집중적인 신규 조사와 심화 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도시화
로 공간 변화가 심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사진촬영도 세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심화
및 신규조사를 통하여 명예를 회복한 고려인들 삶의 현장을 찾아내었습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한인 강제이주 후 겨울을 지낸 땅굴,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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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일명 교화노동수용소),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등은 대표적인 경우입
니다. 고려인들에게 민족정체성을 일깨운 고려일보사, 고려극장, 고려사범대학 건물, 조명희문
학관(기념실), 홍범도 거리와 계봉우 거리 등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신
적인 지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지역으로 망명한 민족지도자들은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독립혈전에 나서는 용
맹성을 드날렸습니다. 김원봉·윤세주·진광화·최창익·무정·박효삼·김학철 등 항일활동가들
은 독립전쟁사에 빛나는 항일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와 무
명열사 묘, 운두저촌 주둔지,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윤세주와 진광화 묘, 조선혁명군정학교,
남서정촌 조선의용군 중문 항일표어, 석가장 화북군구열사능원 등에 대한 심화 및 신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항일투쟁에 생명을 건 용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공간의 변화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
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역사 현장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라진 독립운동사적지는 다시 복원하는데 몇 배의 노
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은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기관을 확대·지정하
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실태조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현지 실
태조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소장과 연구위원·연구
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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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사항
중앙아시아 지역

김경천(金擎天, 1888~1942) 대통령장(1998)
계봉우(桂奉瑀, 1880~1959) 독립장(1995)

이인섭(李仁燮, 1888~1982) 애국장(2006)
최봉설(崔鳳卨, 1899~1973) 독립장(1990)
황운정(黃運正, 1899~1989) 애족장(2005)
한단·석가장 지역

김학무(金學武, 1912~1943) 독립장(2001)
박철동(朴喆東, 1915~1941) 애국장(1993)
손일봉(孫一峯, 1912~1941) 애국장(1993)
윤세주(尹世胄, 1901~1942) 독립장(1982)
이원대(李元大, 1911~1943) 독립장(1977)

이정순(李正淳, 1918~1941) 애국장(1993)
진광화(陳光華, 1911~1942) 애국장(1993)
최철호(崔鐵鎬, 1915~1941) 애국장(1993)

일러두기
1.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명칭은 한자 발음으로, 그 외 외국 인명과 지명 등은 해당 국가 발
음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2. 수록된 독립운동가 서훈관련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의거했다.
3. 수록된 약도의 GPS는 구글맵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4. 수록 사진은 2017년 현지 학술조사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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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지역과
한국독립운동

1. 지역 개관

재소在蘇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지 80년이 되었다. 1937년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스탈린Joseph Stalin의 탄압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 주Amur州와 연해주 등에 거주하던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들은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공간적으로 러시아의 카스피해Caspian Sea 동부, 그리고 이란Iran과 아프카니스탄
의 북쪽의 광활한 반사막 및 초원지를 포함한 지역이다. 구소련의 행정구역상으로는 15개의 연
방공화국들 중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
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을 포함하는 5개의 공화국이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들 5개

공화국의 이름이 모두 ‘스탄stan’으로 끝나서 흔히 ‘스탄국가’로 불리고 영어권에서도 ‘stans’라고 부
른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과 실크로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민족의 이
동과 교류가 심했던 것을 보면 지리적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러한인들을 일반적으로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고려’라는 용어는 러시
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부터 사용해 오던 민족명칭
이다. ‘고려인’은 구소련에 거주했던 한인 동포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일컫는 러시아어 ‘까
레이쯔’에 가까운 ‘고려사람’이라는 명칭을 한국인들이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편의상 사용하는 용
어다. ‘고려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후손들이다. 두 번째는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수적으로 미미하지만 소련으로 유학을 왔거
나 혹은 국경을 넘어 이주 후 영주권을 획득한 북한인들을 들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고려인은 러시아에 159,419명, 우즈베키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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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57명, 카자흐스탄에 107,613명, 키르기르스탄 17,617명, 우크라이나 12,711명, 투르크메니
스탄 1,048명, 타지키스탄에 634명, 벨라루스Belarus 1,26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도 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2. 한인의 강제이주의 배경과 과정

1922년 레닌Vladmir Lenin이 사망한 후 스탈린이 소련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계승하였다. 스탈린은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소련 전 지역에 집단체제를 도입했으며, 1934년부터 1939년까지 권력장
악을 위한 대규모 정치적 억압과 처벌을 단행했다. 스탈린이 ‘대탄압’을 벌인 이유는 억압과 감시를
통한 소련공산당의 숙청에 있었다. 대상은 스탈린의 통치에 적대적이거나 반혁명 또는 인민의 적
으로 간주되는 인사들이었다. ‘대탄압’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강제이주를 당해야만 했다. 그 중에는 소련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첩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소수 민족까지 포함되었다. 물론 수천 명에 달하는 한인 지식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총살형을 당했다.
한인들의 강제이주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련과 일본의 관계
적인 측면에서 한인의 강제이주 배경을 설명하는 이른바 ‘한인첩자설’이 가장 유력하다. 스탈린 치
하에서 소수민족으로 소련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첫 번째 부류는 한국인·핀란
드인·독일인·터키인·쿠르드Kurd인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다른 국가에서 소련으로 이주한 집단으
로 인종적·문화적으로 소련 이외의 다른 국가와 연계되어 있었다. 스탈린은 이들 소수민족이 타국
의 사주를 받는 스파이들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때문에 소수민족을 강제이주라는 방
식을 통해 인접지역의 적대국과 밀착관계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밖에 소련 극동지역에서 한인들
이 자치구역을 주장할 지도 모른다는 소련당국의 우려와 토지분배를 둘러싼 한인과 러시아인의 갈
등,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 버려진 지역에 대한 개발 등이 한인 강제이주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탈린의 한인에 대한 강제이주정책은 국경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37년 8월 21일자
「극동지역의 한인 주민의 이주에 관한 소련인민위원회 전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1428 326호」에 따라 시행되었다. 러시아 극동의 한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첩보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는 의심과 혐의를 두고 국경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행정적 추방(행정적 소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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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를 당하였다.
강제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는 국경지역에 거
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2차는 내지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주를 단행했다. 총 124대의 수
송열차에 36,442가구 171,781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

이 가운데 20,170가구 95,256명은 카자흐스탄으로, 16,272가구 76,525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
송되었다. 사할린에 거주하던 1,555명의 한인들도 10월 18일 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항구로 보내진 후 다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각지로 수송되었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만들어졌다. 1937년 9월 8일자 「한인 이주에 관한 내무인민위원
회 결의안 제1539-354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한인 이주자들은 최근 2주간의 임
금을 지급받고, 이주기간에는 매일 5루블을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보상을 받은
한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주대상 한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가재도구·가
축 등을 가져갈 수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동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실
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한인이주에 대한 어떠한 항의나 거부 움직임도 비밀경찰에 통보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
주대상 주민들에게는 7~10일 정도의 기간을 주었고, 이들에게 이주에 걸리는 1개월 동안의 식
량과 가재도구 및 농기구를 꾸리도록 하였다. 이주에는 열차가 이용되었는데, 1회의 열차에는
50~60량의 객차 또는 화차가 연결되었다. 열차 1칸에 탑승한 인원은 평균 26~30명, 즉 5~7가구
였다. 따라서 1회의 열차에 탑승한 인원은 1,400~1,600명 정도였고 극동지역에서 출발하여 목적
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대략 30~40일이 소요되었다.
이주열차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 난로도 40명당 1개만 지급되었다. 따라서
열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강제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고 버려
지다시피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척박한 사막과 습지대에 버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붕도 없
는 움막이나 토굴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회는 소련정부의 명령에 따라 한인 이주자들을 받아들이
기는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주를 당한 한인들은 거처도 없이 겨
울철을 보내야만 했다. 한꺼번에 17만 5,000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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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힘든 일이었고, 추위로 인해 영구주택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
라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인 이주민들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우즈베키
스탄 이주특별위원회는 영구주택 건설을 1938년까지 연기하고 임시거주지인 천막과 움집·임시숙
소 건설과 기존 건물의 재건축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카자흐스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주
택건설 완공 시기는 여러 차례 늦추어졌다.
이와 같은 열악한 거주환경 때문에 한인 이주민들은 독감과 홍역·말라리아·장티푸스·이질·폐
렴·천식·괴혈병 등을 앓았다. 우즈베키스탄 베고바트샤크 지역의 10개 콜호즈에서 50%에 달하는
한인 이주민들이 이 병들을 앓았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 이주 한인들의 23%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이 1937~1938년 사이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노약자들과 어린이들
이었다.
3.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운동사적지
1) 카자흐스탄의 독립운동사적지
카자흐스탄은 18세기 이래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1920년 카자흐를 포함한 키르기스 자치
공화국을 발족시켰다. 1925년 카자흐스탄 자치공화국을 거쳐 1936년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
주의공화국이 되었다. 이후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국
토 면적은 272만km2로 세계 9위이며 한반도의 12배다. 2015년 12월 현재 1,794만 명이고 카자흐
인이 63%, 러시아인이 23.6%, 우즈벡인이 2.9%, 우크라이나인이 2%이며 고려인은 약 10만 명
으로 0.6%를 차지한다. 언어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수도는 1997년
12월까지 알마티Almaty였고, 현재 수도는 아스타나Astana이다.
카자흐스탄에는 다수의 독립운동사적지가 존재하고 있다. 1937년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한인들
의 주요 교육·문화기관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왔다. 그 중에서도 한인들의 중심지였던 크즐오
르다KzylOrda에 고려사범대학·고려극장·신문사 등 다수의 교육문화기관들이 이전되었다. 원동지역
한인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조선사범대학이 크즐오르다로 이전하여 고려사범대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크즐오르다 사범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에 편입되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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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신문사도 주요 간부들이 체포·처형된 상태로 크즐오르다로 옮겨왔다. 이후 1938년 5월 15일 신
문 제호를 『레닌기치』로 바꾸어 복간하였다. 레닌기치사는 1978년 알마티로 이전했고, 1991년
제호를 『고려일보』로 개칭했다.
강제이주를 전후하여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도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주지와 묘소들이 남아

중앙아시아지역

있다. 1937년 강제이주와 함께 홍범도洪範圖와 계봉우桂奉瑀 ·최봉설崔鳳卨 ·이인섭李仁燮 등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크즐오르다에 정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았던 거주지가 있으며 홍범도·계봉
우를 기리기 위한 ‘홍범도 거리’·‘계봉우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 묘소와 기념
비, 계봉우 선생 묘소, 강제이주기념비 등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인들이 첫 겨울을 보낸 곳이 카자흐스탄 탈디코르간TaldyKugan주
에 있는 우슈토베Ushtobe이다. 한인들은 이곳에 땅굴을 파고 원주민의 도움을 받으며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견뎠다. 우슈토베에는 한인들이 첫 겨울을 보낸 땅굴자리와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1937년 강제이주 전부터 스탈린의 ‘대탄압’ 정책에 따라 다수의 한인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유
배를 당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총살을 당했다. 또한 유배형을 받기도 하였다. 강제구금 판결은 받은 한인들은 카자흐스탄 카라
간다지역의 수용소인 ‘굴라그Gulag’인 ‘카를락Karlag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 수용소는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카라간다의 강제노역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카를락 수용소’에는 연해주에서 무
장투쟁을 전개했던 김경천金擎天 등 독립운동가들이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당하였던 곳이다. 김경천
은 1936년부터 2년 반 가량을 이곳에 수감되었다. 1939년 4월 5일 다시 체포되어 약 3개월간 재
차 이곳에서 복역하다가 그해 6월 25일 모스크바 부띄르스꼬이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김경천이
1940년 러시아 북부의 코미수용소에서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들은 카라간다에 거주하였다. 김경천
의 부인 ‘유정화 묘소’는 카라간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미하일로프카 군 데에스카 공동묘지
에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알마티에도 다수의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다. 1963년에 고려극장과
1978년 레닌기치사가 이전하는 등 고려인 문화기관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
들과 그 가족들도 알마티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황운정의 묘소가 알마티
루스클로바Ruskulova 공동묘지에 있으며, 이동휘李東輝 ·황운정黃運正 ·민긍호閔肯鎬 ·최재형崔在亨 ·최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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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서남부 국경지대의 침켄트Chimkent는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
던 장소이다. 침켄트에는 1920년 1월 철혈광복단원鐵血光復團員으로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중국 용
정 출장소으로 보내던 자금 탈취를 주도한 ‘최봉설(최계립)’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이곳에는 최봉설
의 거주지 터와 묘지가 있다.

2)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운동 사적지
우즈베키스탄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1867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러시아
령 투르케스탄현이 설치되었다. 1924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탄생하였으며, 1925년 구소련연
방에 가입하였다. 구소련의 해체과정인 1990년 6월 주권선언과 1991년 9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
1991년 12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국민 대부분인 80%가 우즈베크인이고, 10%는 중앙아
시아 및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공식어로는 우즈베크어로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어도 인구의 5%가 사용한다. 1959년 기록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내에 고려인은 13만 8천
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 1940년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고려인 1만 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하는 등 1937년부터 1959년 사이에 고려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1950년대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고려인들은 대부분 타슈켄트 시와 타슈켄트 주에 살고 있고, 시에는
약 6만 명의 고려인이, 주에는 약 7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193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한인들은 타슈켄트 주 7,861가구(37,321명), 사마르
칸트 주 1,940가구(9,147명), 페르가나 주 823가구(2,804명), 나만간 주 314가구(1,526명), 안디잔
주 829가구(3,541명), 부하라 주 243가구(972명) 등이었다. 이들 한인들은 1938년 봄부터 독립 콜
호즈를 조직하거나 이미 조직되어 있던 콜호즈에 편입되었다. 타슈켄트 주 치르치크 구 ‘김병화 콜
호즈’를 비롯하여, 상 치르치크 구에는 황만금이 운영한 콜호즈 등이 대표적인 콜호즈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나보이 국립문학관 3층 16호에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
는 ‘조명희 기념실’이 조명희趙明熙의 딸과 아들의 노력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명희 기념실 중앙에는
흉상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각종 사진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 타슈켄트에는 연해주에서
항일무장투쟁 전개했던 했던 한성걸과 이인섭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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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교의 한인 콜호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주하여 살았을 것으로 보이
지만 구체적인 인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안디잔 지역에도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다. 이인섭의 거주
지와 묘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반병률 교수가 직접 발굴하여 학계에 널리 소개하였다. 안디
잔에는 그가 처음 살았던 거주지와 그가 말년을 보낸 아파트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

중앙아시아지역

감하였기 때문에 묘지가 있다. 그 외 타슈켄트 남쪽 아쿠르간Akkurgan에 신문 『선봉』의 주필을 역
임한 최호림崔虎林의 묘가 시립공동묘지에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반병률 교수가 발굴한 이인섭 외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강제이주 혹은 유배를 당
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우즈베키스탄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강제이주 혹은 유배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행적을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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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정 묘 |

∷주

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브로드스키 거리 173번지 일대, 루스쿨로바 공동묘지 41구역

∷정

의 3·1운동 및 러시아 연해주 솔밭관 부대에서 활동한 황운정의 묘

∷내

용 황운정黃運正(1899~1989)은 함북 종성鐘城 ·온성穩城 지역의 3 ·1운동에 참가한 뒤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ул.Бродского 173, Кладбище Рыскулова кв - л 41)

1920년 중국 지린성吉林省 왕칭현汪淸縣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

중앙아시아지역

하여 1920~1922년까지 연해주 추풍秋豊 솔밭관松田關 한족공산당韓族共産黨에서 활동하
였다. 한족공산당은 러시아 내전 기간 중 소비에트공산당과 적군赤軍을 지지하여 일
본군·러시아 백위군과 싸웠다. 그는 무장부대의 일원으로 선전공작을 통해 대원을
모집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황운정은 1935년 스탈린 대탄압 당시 일본의 간첩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
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어 1938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Kazakhstan 카라간다Karaganda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후 1958년 신분이 복권되어 연금생활을 하다가
1989년 12월 31일에 사망하여 카자흐스탄 루스쿨로바Ruskulova 공동묘지에 묻혔다.
현재 황운정 묘는 1978년 말 가족들이 미리 신청하여 조성해 놓았다. 부인 황베라 알
렉산드라(1905~1979)가 먼저 모셔졌고 이후 황운정이 사망하면서 같은 곳에 모시게
되었다.
묘비의 앞쪽은 러시아어로 “ХВАН УН - ДЕН(황운정) 1899. 9. 11-1989. 12. 31 혁

명가 빨치산연맹차원의 의의를 가진 개인연금자”라고 새겨져 있다. 뒤쪽에는 한글로
“황운정 선생의 묘 1899. 9. 11 함경북도 온성에서 나시어 기미년 독립운동에 참여
하고 1989. 12. 31 알마아타에서 타계하시다 1992. 8. 10 아들 황까를·황마이, 딸 황
마리아 세움”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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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황운정 묘는 루스쿨로바 공동묘지 41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동묘지 전체가 관리사
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황운정의 묘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후손들도 매년 이곳
을 찾아 참배한다. 다만 공동묘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알림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박환,『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 재러독립유공자후손협회,『사진으로 본 러시아한인의 항일운동』, 나우치나야 끄니가, 2004.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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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황운정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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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정 묘

황운정 묘소 진입로(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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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일보사 |

∷주

소 고려일보사 1(추정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쥐벡 졸르이 대로 52(추정지)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проспект Жибек Жолы 52)

고려일보사 2
카자흐스탄, 알마티, 알만겐디 거리 4번지 
중앙아시아지역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ул.Амангельды 4)

현재 고려일보사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골 거리 2번지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ул.Гоголя 2)

∷정

의 『선봉』·『레닌기치』를 계승한『고려일보』신문사

∷내

용 1923년 3 ·1운동 4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신문『선봉』이 창간되
었다.『선봉』은 중앙아시아로 한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 1938년 5월 15일『레
닌기치』란 이름으로 첫 호를 발간했다.『레닌기치』는 소련 해체 후인 1991년 초『고
려일보』로 바뀌었다. 즉,『고려일보』는『선봉』·『레닌기치』를 계승한 신문이었다.
1937년 한인 강제이주 후『레닌기치』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Kyzylorda에서 발행되
었다. 이후『레닌기치』신문사는 1978년 8월 알마티Almaty로 이전하였다. 알마티에
서도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다. 처음 사무실은 현재 채소시장 앞이었으며 1992년까
지 사용하였다. 현재 고려일보사 부대표인 남경자(68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곳은
다양한 국가의 신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레닌기치』신문사는 6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1만 부 정도의 신문을 출간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지
만 점차 임대비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0년 고려인협회에 경영권을 이양하
였다.
이후 고려일보사는 알만겐디 4번지ул.Амангельды 4로 이전하였다. 이곳을 기억하고 있
는 최재형의 손자 최파벨의 증언에 의하면 알마겐디 4번지에 있었던 고려일보사는
갈대를 이용하여 매우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한다. 처음 2층 건물로 지어졌으나 추가
로 3 ·4층을 증축하였고 신문사는 당시 3층을 사용하였으며 4개의 방을 사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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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시기『고려일보』는 타블로이드판 주간지로 발행되어 13명의 직원을 두
었다.
고려일보사는 2003년 10월 지금의 사무실인 코리안하우스Корейский Дом 2층으로 옮
겼다. 사무실은 고려인협회 남알레크라는 사람이 건축한 건물로 2층을 기증 받아 사
용하게 되었다. 현재 고려일보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책임편집장(김 콘스탄틴), 주필(남경자), 기자(정 디아나)를 포함 3~4명이 신문
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독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사가 매우 부족한 형
편이라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주일에 1번 발간하며 전체 16면 중에서
4쪽이 한글지면이다.

∷ 현재 상태 알마티로 이전해온『레닌기치』신문사가 위치한 채소시장 앞의 건물들은 현재 은
행건물이 들어서 있다. 고려일보사로 사용한 알마겐듸 4번지는 건물의 보수 및 증
축이 이루어져 2002년 조사 때와 달리 외형의 변화가 있고 1층은 어업협회가 사용
하고 있다. 현재 고려일보사가 위치한 코리아하우스 2층에는 고려일보사 뿐만 아니
라 무용스튜디오·도서관·고려인협회·고려인청년연합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고
려일보사에는 지금까지 발행된『레닌기치』·『고려일보』의 전부를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외국어대학이『레닌기치』신문을 정보화 사업을 했으
나(1938~2002) 일부만 소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고려일보사
의 신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동아일보』1990년 12월 4일,「在蘇 한글신문「고려일보」등록」.

• 『경향신문』1990년 12월 28일,「韓國語版「고려일보」蘇서 새해부터 발간」.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2.

• 김문욱,『중앙아시아의 한국문화』, 좋은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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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일보사 1(추정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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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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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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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전시회관
Central Asia Trade Exhibitions

고려일보사 1(추정지) 건물 맞은편 청과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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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일보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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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일보사 2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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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일보사 2 건물 측면

30

고려일보사 2 건물 조사 모습

고려일보사 2 건물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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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지역

식당
Ресторан
Lotus

현재 고려일보사(코리안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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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лица Гоголя

현재
고려일보사
■

식당
Korean House
■

улиц
а Бу
зурб
аева

∷가는 길

현재 고려일보사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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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일보사 남경자 주필(우측)과 수석연구위원 김도형(좌측)의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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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일보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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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극장 |

∷주

소 우슈토베 고려극장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카라탈지구(군), 우슈토베, 아바이 거리 5번지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ратальский район, г.Уштобе, Ул.Абая 5)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카즈벡 비 거리 21번지
중앙아시아지역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Казыбек би 21)

알마티 고려극장
카자흐스탄, 알마티, 파파니나 거리 70-1번지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ул.Папанина 70-1

∷정

의 강제이주 후 고려극장으로 사용했던 우슈토베·크즐오르다·알마티 극장

∷내

용 고려극장은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원동변강조선극장’으로
창립되었다. 김진·이함덕·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태장춘·연성용·최봉도·박춘섭·
이길수·이경희·김호남 등이 극장 설립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배우 그룹이 형성되었
고 작가 조명희趙明熙도 극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937년 한인들의 강제이주에 따라 고려극장(또는 조선극장)을 포함한 문화기관들 역
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겼다. 무대장치나 피아노 등은 그대로 두고 공연에 사용하
는 최소한의 악기와 소품만을 가지고 가도록 허가되었다.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은 ‘극
장 없는 극장’으로 빈 창고에 무대기구를 모아놓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홍범도가 이곳
의 수위를 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려극장 단원들은 순회 공연팀을 조직하여
파종이나 수확, 그리고 여타 캠페인 기간에 집단농장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에
나섰다.
1939년 고려극장은 연출자 겸 희곡작가인 태장춘이 만든 ‘행복한 사람들Счастливые л
юди

’이라는 작품과 코르네이축Корнейчук 각본의 ‘함대의 죽음Гибель эскадры’이라는 연극

등을 무대에 올렸다. 태장춘은 홍범도와 교류하며 그의 활동을 연극으로 완성하였고
1942년 초 ‘의병들’이란 이름으로 초연되었다. 이 연극은 홍범도 사망 후 ‘홍범도’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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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월 13일 크즐오르다Kyzylorda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탈디코르간
Taldyqorghan주

우슈토베Ushtobe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침

입하여 “관람 기반의 보장과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의 보장”하기 위해서
였다. 1950년 우슈토베 고려극장은 타슈켄트Tashkent의 고려극장과 통합하였다.
우슈토베 고려극장은 지역 클럽 건물을 사용하였다. 배우들과 우슈토베 지역의 주민
들은 힘을 합쳐 갈대와 진흙으로 만든 부속 건물을 지었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벽
은 흘러내렸으며 난방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겨울에도 차가운 무대에서 공연이 진
행되었고 관객들은 부츠와 코트를 입고 관람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장은 매년 6~8개월 동안 순회공연을 하였다. 이후 극장 관계자들은 카자스흐탄
Kazakhstan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결국 고려극

장의 지위는 상향(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었고 새 화물차도 지급받았다. 또한 당시 수
도인 알마티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었으나 1955년 9월 순회공연을 허가받았다.
1959년 5월 30일 고려극장은 크즐오르다로 다시 옮겨왔다. 크즐오르다의 한글신문
및 한인문화인들과 협력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극장은 과거 강제이주 직후 사용했
던 곳이 아닌 새로 마련한 건물이었다. 고려극장은 1962년 3월 22일 ‘음악-드라마
고려극장’으로 개칭되었고, 1964년 1월부터는 주州극장의 지위에서 국립(공화국) 극
장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12월 7일 극장 배우들과 관계자들은 “고려극장의 예술을 발전시킨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김진과 이함덕은 카자흐스탄 인민배우 칭호를 부여받았고, 배우 이
용수·최용도·박춘섭은 카자흐스탄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극장 대표 조정
구는 카자흐스탄 최고 소비에트의 명예 표창을 받았고 극장의 대표 연출가인 채영에
게는 카자흐스탄 예술 대표 표창이 수여되었다.
1968년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은 수도 알마티로 옮겼고 공연 장르가 변경되어 ‘음악
희극 극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982년 고려극장이 설립된 지 50주년과 ‘카
자흐스탄의 자발적인 러시아로의 통합 250주년이자 소연방 결성 60주년’을 기념하
여 처음으로 모스크바Moscow 순회공연을 하였고 국가 훈장을 받았다. 60주년에는 극
단 내 모든 배우들이 동원되어 채영이 쓴 ‘견우와 직녀’를 상연하였으며 70주년에는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가 방문하였다. 현재 흥부전·놀부전·춘향전·
심청전·카자흐스탄 소설·각국의 클래식 작품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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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1937년 강제이주 후 우슈토베로 이전하기 전까지 활동한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의 위
치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1938-42년 시기 고려극장이 1959년 세
워진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뒤에 위치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우슈토베 고려
극장 건물은 역도를 가르치는 스포츠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2002년 조사 당시 우슈
토베 고려극장은 고려인협회와 한 ·카친선협회에서 한인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할 예
중앙아시아지역

정으로 알려졌으나 무산되었다.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1959년 이후 사용한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은 2012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고
지금은 크즐오르다시 산하 문화 및 언어발전시위원회로 사용되고 있다. 또 고려인을
비롯하여 타타르·체첸인 등 소수민족들의 문화 중심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크즐
오르다 고려극장에는 고려극장의 역사, 특히 홍범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표지판
이나 액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알마티 고려극장에는 과거 사용했던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고려인 정체성을 위한 전
시가 필요하다. 1968년 알마티로 옮겨왔을 당시 고려극장은 위구르 극장 건물에 자
리를 잡았다. 이후 건물이 노후화 되자 1980년대부터 이전 또는 신축을 논의하였으
며 배우들은 한국교육원을 빌려 무대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마티 시에 건의하여 1998년 영화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양도 받아 독자적인 극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기금을 모아 2002년 재건축을 하
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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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на
й-Ха
была
А
а
улиц

∷가는 길

45.254612° N
77.986555°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

행정지원센터 ЦОН

■

정치적 탄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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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슈토베
고려극장

■

공원
■

관공서
Районный акимат

우슈토베 고려극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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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우슈토베 고려극장 건물 뒷편

40

우슈토베 고려극장 건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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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우슈토베 고려극장 내부

우슈토베 고려극장 진입로

42

1949년 레닌기치에 실린 고려극장 소속 관계자(『레닌기치』 1949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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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улица Ку
наева

44.841688° N
65.491225° E

би
ек
ыб
аз
аК
иц
ул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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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쇼핑몰
■ Торговый
쇼핑몰 центр
Касиет

크즐오르다 고려극장(1959)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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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 고려극장 측면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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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입구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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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홍범도의 한 장면(배우 이용수)
▽ 홍범도의 한 장면(배우 이용수)고려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연극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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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

알마티
고려극장

43.302589° N
76.956324° E

중앙아시아지역

알마티 고려극장 입구 및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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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고려극장(2002)

알마티 고려극장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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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알마티 고려극장 내부

50

알마티 고려극장 중앙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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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

∷주

소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카라탈지구(군), 우슈토베, 코나예프 거리9 맞은편 공원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ратальский район, г.Уштобе, проспект Кона
ева 9 맞은편 공원)

∷정

의 1999년 한국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

중앙아시아지역

치한 기념물

∷내

용 이 기념비는 강제이주 된 고려인과 체첸인 등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민족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주 카자흐스탄Kazakhstan 한국대사관의 이영민 대사가 주도
하여 한국 정부가 기념비 건립을 지원하였다. 기념비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두 부분으
로 분리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민족의 단절된 역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후에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행정적 이주
민’이었지만 특별이주민의 규정을 적용받았다. 특별이주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
어 지정된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도주로 간주하여 처벌
을 받았다. 고려인들은 공민증을 회수당하여 5년간 거주지 제한을 표시하는 검정 도
장이 찍힌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주가 불가능하였으며 일본
과 접촉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국경지역으로 이주도 제한되었다. 그리고 도주를 방
지하기 위해 철도에서 먼 곳으로 이주되었고 이주 지역에서도 고려인 인원은 농가
1,000가구 이하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려인들의 생존방법은 소비에트화가 되는 길 이외에는 없었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 1938년 고려인의 모국어인 고려어(한국어)는
스탈린에 의해 소련 내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되었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서 고려어 교습은 금지되어 민족학교는 러시아어로 수업하는 소련 일반학교로 개편
되었다. 도서관과 대학의 한글 서적들은 소각·폐기되었으며 고려어를 가르치던 교사
들은 다른 과목을 지도하거나 직장을 옮겨야 했다.
고려인들은 정치에 나설 수도 없었으며 군인으로 복무할 수도 없었다. 가장 높은 정
치적 지위는 공산당 구역위원회 지도원을 맡는 것이었다. 고려인 자녀들은 모스크바
등 대도시의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으며 공업대학과 군사·항공계통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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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학원서도 받지 않았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던 분야는 사범대학과 농업대학뿐
이었다. 이에 당시 고려인들은 대부분 중학교 교원과 협동조합 회장·지배인·서기 등
으로 사회에 진출하였다.

∷현재 상태 기념비가 위치한 곳은 우슈토베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장소
이다. 우슈토베 당국이 보수와 청소를 해주고 있으나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 깨져있어
보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념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2.

• 김호준,『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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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45.252319° N
77.982521°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

공원
■

중앙아시아지역

관공서
Районный акимат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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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센터 ЦОН
■

우슈토베 고려극장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가 위치한 우슈토베 중앙공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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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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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측면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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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강제이주 후 겨울을 지낸 땅굴 |

∷주

소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카라탈지구(군), 바스토베 마을, 바스토베산, (고려인)공동묘지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ратальский район, с.Бастобе, гора Бастобе, к
ладбище)

의 한인들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후 첫 겨울을 지낸 곳

∷내

용 1937년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 카라탈Karatal구

중앙아시아지역

∷정

(군)의 우슈토베Ushtobe였다. 우슈토베는 카라탈강 유역에 자리하여 수원이 비교적 풍

부한 농업지대였기에 고려인들의 이주 정착지로 계획되어 있었던 곳이었다.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당시 소련당국에서 미리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관심은 강제
이주의 집행에 한정되었다. 강제이주 집행에 대한 사전 보안, 기한 내에 이주의 완수,
강제이주에 반대하는 고려인의 조직적인 저항 해결, 수송수단 준비와 그 운송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에 고려인은 강제이주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주거 생활과 관련한 문제
에 직면하였다. 이주지는 황무지와 같이 물질적인 토대가 없었고 정치적 대책과 재정
지원 등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슈토베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바스토베Bastobe산 밑에서 땅굴을 파고 첫 겨울을 지
냈다. 현재 산 밑에는 다수의 고려인 묘가 있으며 땅굴의 흔적도 남아 있다. 땅굴이
있던 자리에는 강제이주를 기념하는 세 개의 기념비를 세웠다. 흰 대리석으로 된 한
글비석에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경작지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 글씨는 고려
인 할머니가 쓴 글을 음각하였다. 오석烏石으로 된 비석에는 러시아어로 “Здесь в з
емлянках жили корейц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9 октя

бря по 10 апреля 1938г.”라고 새겨져 있으며 한글비석과 같은 내용이다. 오석으

로 제작된 비석은 1999년 한국대사관 이영민 대사가 설립한 것이고, 흰 대리석의 한
글비석은 2002년 5월 한·카친선협회에서 세웠다. 2012년 재외동포재단 및 총영사
관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두 비석 사이에 비석을 추가로 세웠다. 비석에는 ‘카
자흐민족에게 감사를’이라는 뜻의 러시아어(“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와

58

카자흐어(“Қазақ xалқына мың алғыс”)가 새겨져 있다. 3개의 기념비석들 위의 반쪽
게르 형상의 조형물은 여러 민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
한다.

∷현재 상태 기념비 주변은 정화사업을 진행하여 구역이 정비되고 있지만 진입하는 도로는 비포
장이기에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이곳을 알릴 수 있는 한국어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
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전경수,『까자흐스딴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 2002.

• 이상근,『라시아 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 김호준,『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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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강제이주 후
첫 겨울을 지낸 땅굴 ■

∷가는 길

45.303095° N
78.039078°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

바스토베 마을 село Бастобе

우슈토베 역
Станция Уштобе
■

중앙아시아지역

■

우슈토베 한인 강제이주 후 첫 겨울을 보낸 곳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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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슈토베 Уштобе

한글 기념비

러시아어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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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기념비 맞은편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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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전경

우슈토베 한인 강제이주 후 첫 겨울을 보낸 땅굴 흔적(기념비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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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교화노동수용소) |

∷주

소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 샤흐틴스크시(군), 돌린카마을, 쉬콜나야(학교) 거리 39
(Казахстан, Караганд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родской акимат Шахтинск, посёлок Доли
нка, ул.Школьная 39)

∷정

의 김경천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고려인들이 수용되었던 교화노동수용소

∷내

용 스탈린의 탄압을 받은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의

중앙아시아지역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히거나 총살 혹은 유배형을 받았다. 강제구금 판결은 받은 사람
들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 지역의 ‘굴라그Гулаг, Gulag’에 수용되었다.
‘굴라그’는 행정적으로 소련 내무부의 한 하부기관인 ‘교정 노동수용소 및 집단 거주
지 본부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и колоний’의 머리글자만을 붙여 약칭
한 것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소련의 강제수용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스탈린
시대 강제수용소인 ‘굴라그 체제’는 소련 전역에 약 500개소의 수용소 단지를 운영하
였고, 각 단지는 수 개에서 수십 개의 산하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카
라간다 수용소는 1931년 9월에 설치되어 1932년 12월 현재 1만 명을 구금하였다.
1935년 1월 2만 5천명으로 늘어났고, 최고조에 이르렀던 1938년 10월에는 4만 명
을 넘어섰다. 수용소 병원에는 500여 명이 근무했고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
었으며 사망자들은 대체로 20~25명씩 집단으로 매장되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수감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실시되면서 카라간다 수용소의 규모도 급속히 축
소되었으며 1959년 7월 폐쇄되었다.
카라간다 수용소에는 정치범 이른바 소련 형법 제58조에 의거 ‘반혁명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들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수감자
로는 연해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김경천金擎天(1888~1942)이었다. 1936년
가을 피체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원동지방 국경수비대 군법회의에서 소련 형법 제
58조 12항에 의거하여 3년 금고형을 받았다. 그는 2년 반을 복역하고 1939년 2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 카를라그에서 석방되어 3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카라
간다주 텔만구역 독일인 농장 코민테른 콜호즈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한 달만인
4월 5일에 다시 체포되어 카라간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3개월 후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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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모스크바Moscow의 부띄르스코이Бутырской 감옥으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경천은 소련 형법 제58조 6항에 의거하여 간첩죄를 적용받고 강제노동수
용소에 수감되었다. 재판을 받은 후 그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코틀라스Kotlas시 감
옥분소에 옮겨져 1940년 1월 17일 러시아 북부에 있는 코미자치공화국 내무인민위
원회 북부철도수용소로 이송되었고 2년 동안 철도건설공사 강제노역을 하였다. 그는
강제노역에 시달려 1942년 1월 북부철도수용소 병원에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심
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2011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강제수용소 지휘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에는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 관련 사진이 다수 전시되
어 있고, 특히 전시내용 가운데 이곳에 총살을 당한 김 B. E.K B. E.의 사진과 김추만·
김광은 등의 고려인 희생자 명단이 있다. 1938년 1월 1일 현재 카르락 수용소에는
총 37,545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36명의 고려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통계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현재 상태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건물은 1960년대 농업학교로 활용되었고 1970년대
어린이 휴양소로 사용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는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주변에 위치한 간부 숙소·처형장 등 다수의 부속
건물들은 아직까지도 방치되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하는 문서보관소와 감옥 ·
병원·고문실· 심문실 등을 재현해 놓았다. 1~2층은 총 17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1층은 전시관의 연혁·생활상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은 카자흐스탄 독립운
동과 강제이주·수용소장 집무실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해놓은 문서에서 1938년
1월 1일 고려인 수감자의 수가 36명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총살자의 명단에서도 김
추(주)만(1937년) ·김광운(1938년) ·임알렉세이(1940년) 등의 고려인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의 관람 인원은 연간 5,000~6,000여 명이고 이중 한
국인은 100여 명 미만이라고 한다. 협의를 통해 전시관 앞에 기념비(위령비) 건립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65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기념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과 교류전시도 추진해 볼

중앙아시아지역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김병학,「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과 연해주 항일독립운동가 김경천의 생애」,『인문사회과학연구』14, 부경대학교 인
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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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

행정기관
Акимат
посёлка ■
Заводской переулок

Школьная улица

49.677600° N
72.681980° E

Долинская
улица

∷가는 길

Садовая улица

Магистральный
переулок

■

병원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카라간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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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이정표

68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내부전시(1층)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내부전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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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내부전시(지하)

교화노동수용소에 강제 수용당했던 독립운동가 김경천

70

카라간다 정치억압추모박물관 외관

교화노동수용소의 간부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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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

∷주

소 카자흐스탄, 아크몰라주, 첼리노그라드지구(시), 아크몰라군, 리녜이나야 거리 2B번
지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ГККП Музейно -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и тот
алитаризма «АЛЖИР» Казахстан, Акмо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Целиноградский р - н,

중앙아시아지역

а. Акмол, ул. Линейная, строение 2Б)

∷정

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후 희생당한 고려인 여성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

∷내

용 스탈린 집권 시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정치범들을 재판 없이 총살하
거나 수용소에 수감하였다. 이러한 정치범들의 아내는 “조국을 배신한 여성들의
아크몰라 수용소Акмолинский лагерь жен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Akmola camp for wives of traitors to
Motherland”라고

불리는 곳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하였다. 일명 알지르ALZHIR 수용소

로 알려진 이곳은 과거 카라간다 강제수용소에 포함된 구역이었다. 수감자들은 약
5~8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으며 1937년부터 1953년까지 이곳에 1만 8천명이 수용
돼 절반가량이 죽었다. 이 가운데는 고려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인은 소련
과 일본이 전쟁을 할 경우 일본 편을 들거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알지르 수용소는 1953년 스탈린 사망과 함께 폐쇄되었고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
생자 기념관Memorial Museum of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s and Totalitarianism’이 세워졌다.
기념관은 2007년 5월 스탈린 정치 대 탄압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지시에
따라 건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0월 주카자흐스탄대사관과 고려인협회
공동 주관으로 기념관 야외에 세워진 기념탑인 ‘슬픔의 아치’ 옆에 추모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1937부터 1953년간 《알자르》 수용소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고려인
여성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우다”라고 적혀있다.
기념관의 전시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출입구인 터널부터 시작된다. 벽면
에는 정치탄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들이 있다. 1층 중앙
에는 ‘바위를 뚫고 피어있는 장미(수많은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 조
각이 있고, 천장에는 ‘비둘기 15마리가 갖힌 새장(희망을 향한 날개짓을 형상, 15개국 의

72

미)’을 상징물로 전시하였다. 2층은 알지르 수용소의 수감자 정보·감옥·생활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야외에는 아치모양의 대형 기념탑인 ‘슬픔의 아치’(높이 18m, 폭 9m,
카자흐스탄 전통결혼복장을 상징)가 세워져 있다.

∷현재 상태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사진 등 관련 문서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주카자흐스탄대사관,『카자흐스탄(아스타나) 생활정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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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

а
ин
ар
аг
аГ
иц
ул

51.078328° N
70.971645° E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중앙아시아지역

아크몰라 마을
аул Акмол

알지르 고려인 수감자 위령비

74

Школьная улица

∷가는 길

알지르 수감자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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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정면)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입구

76

알지르 정치탄압 및 전체주의 희생자 기념관 내부 전시(1층)

독립운동가 황운정 관련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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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켄트 최봉설 거주지 터 |

∷주

소 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아브드라자코프 거리 1번지

∷정

의 철혈광복단 단원이며 적기단赤旗團 단장이었던 최봉설이 침켄트에서 거주했던 곳

∷내

용 1919년 2월 최봉설崔鳳卨(이명 崔以鵬 · 崔溪立, 1899~1973)은 간도에서 철혈광복단鐵

(Казахстан, Южно - Казахстанская область, Шымкент, ул.Абдыразакова 1)

血光復團을

조직하여 ‘간도 15만원 사건’을 주도하였다. ‘간도 15만원 사건’은 1920년

중앙아시아지역

1월 4일 최봉설이 철혈광복단원 김준金俊 ·윤준희尹俊熙 ·임국정林國禎 ·한상호韓相浩 ·박웅
세朴雄世(이명 朴震) 등과 함께 일본의 조선은행 회령會寧지점에서 북간도 용정촌龍井村지

점으로 수송하고 있던 일화日貨 15만원을 탈취한 의거이다. 의거 이후 최봉설을 제외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후 그는 적기단赤旗團에서 무장투쟁을 하
였고 콜호즈의 지도자로도 활동하였다.
최봉설은 1937년 강제이주 후에도 각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Kyzylorda로

이주하였다. 이후 1959년 아들이 카자흐스탄 침켄트Chimkent로 이주하자

함께 이주하였다. 손녀의 증언에 따르면, 거주지는 ‘ㅅ’모양의 슬레이트 집이었으며
방은 3칸이 있었다고 한다. 침켄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친 오숙경(1878~1965)과 부
인 김신희金信姬(1896~1970)가 먼저 타계하였고 최봉설은 1973년 사망하였다.

∷ 현재 상태 현재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한술탄’이라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주지 터에 최
봉설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박환,『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윤상원,「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한국근현대사연구』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박환,『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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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

∷가는 길

42.302369° N
69.588696°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а
идов
а Раш
улиц
а
улиц разакова
Абды

■

침켄트
최봉설 거주지 터

■

병원
Детская
больница № 1

침켄트 최봉설 거주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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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최봉설 거주지 터 전경

80

최봉설 거주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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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설 묘 |

∷주

소 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정교회 공동묘지(Казахстан, Южно - Казахс

∷정

의 철혈광복단 단원이며 적기단赤旗團 단장이었던 최봉설의 묘

∷내

용 최봉설崔鳳卨(이명 崔以鵬 · 崔溪立, 1899~1973)은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 군자금 모집

т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родской акимат Шымкент, Православное кладбище)

과 무장투쟁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후 1937년 스탈린 대탄압으로 우즈베키스탄 호레

중앙아시아지역

즘Khorezm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였으며, 크즐오르다Kyzylorda ·침켄트Chimkent 등지에서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73년 침켄트에서 사망하였다.
최봉설은 부인 김신희金信姬가 안장된 침켄트시내 공동묘지에 함께 모셔졌다. 부인 김
신희는 김약연金躍淵 ·문치정文治正 ·남위언南韋彦 등과 함께 명동촌을 이끌던 애국지사
김하규金河奎의 딸이다. 이후 공동묘지는 도로 건설로 폐쇄되어 2008년 6월 8일에 새
로 조성된 곳으로 이장하였다. 최슈라(최봉설의 딸)의 증언에 따르면 묘지 위치는 쉽
게 찾을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으로 모시기 위해 입구 쪽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묘를 이장할 당시 고려인협회에서 부지를 무료로 분양해주었다. 한국정부에서도 이
장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장한 공동묘지에는 최봉설·김신희를 합장하였으며 옆에 모
친 오숙경의 묘도 조성하였다. 최봉설의 묘비에는 “Цой ГЕРИБ 최봉솔 1899. 11.
27~1973. 1. 19 КИМ СИН ЖИ 1896. 10. 5~1970. 10. 3”라고 새겨져 있다.

∷ 현재 상태 묘비의 러시아어 이름은 ‘최계립’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은 ‘최봉솔’로 새겨져 있는
데 이는 이장 당시 한글표기를 정확히 몰랐던 유족의 착오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
는 최봉설 유해를 봉환하고자 하였으나, 부인과 모친의 묘만 이곳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 무산되었다. 묘비에 최봉설의 독립운동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박환,『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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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최봉설 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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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설 묘

최봉설 묘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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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설 거주지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바이투르스노바 거리 145번지(최근 137번으로 변경)

∷정

의 철혈광복단 단원이며 적기단赤旗團 단장이었던 최봉설이 크즐오르다에서 거주했던 곳

∷내

용 최봉설崔鳳卨(1899~1973)은 1919년 2월 간도에서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을 조직하고,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Байтурсынова 145)

1920년 1월 4일 조선은행 회령지점의 15만원을 탈취하는 등 무장투쟁과 군자금 모
중앙아시아지역

집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그는 러시아 이만Iman 지역에서 대한의용군사회大韓義勇軍事
會가

조직한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2년 10월

볼로차예프카Volochaevka전투에 참가하였다. 1923년 적기단赤旗團을 조직하여 단장으

로 활동하였고, 1925년 1월 적기단이 해체되자 연해주 추풍秋風(현 绥芬河 ) 지역에 있
는 그로데고보Grodegovoe, 현재 Пограничный에서 안드레예브카 콜호즈 회장으로 일했다.

1937년 스탈린 대탄압 당시 최봉설은 우즈베키스탄 호레즘Khorezm으로 강제이주
를 당하였다.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콜호즈에서 활동하다가 가족과 함께 페르가나
Fergana를

거쳐 크즐오르다Kyzylorda로 이주하였다. 1959년 그는 아들을 따라 침켄트

Chimkent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1973년 사망하였다.

∷ 현재 상태 2008년 실태조사 당시 최봉설의 거주지는 149번지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계봉우의
아들인 계학림과 현지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조사한 결과 149번지는 계봉우가
거주하였고, 최봉설은 145번지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재건
축되었으며 현재 고려인 김레올라Ким Реола(1951)씨가 2009년부터 거주해 오고 있다.
크즐오르다에 거주 중인 최창해(최봉설 손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옆 143번에서는 최
일성(최봉설 2남, 최창해의 부친) 가족이 거주했었다고 한다. 현재 거주지의 건물 상태
는 재건축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양호하며 최봉설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필
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간도 15만원사건의 재해석」,『역사문화연구』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이인섭자료집』Ⅳ, 2011.

• 윤상원,「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한국근현대사연구』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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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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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최봉설 거주지(145번지) 측면

최봉설 거주지(145번지)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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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거주지 1, 2 |

∷주

소 계봉우 거주지 1(1950~1953)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바이투르스노바 거리 149번지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Байтурсынова 145)

계봉우 거주지 2(1957~1959)

중앙아시아지역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아블하이르 한 거리 64번지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Абулхаир хана 64)

∷정

의 계봉우가 거주했던 장녀 계화림의 집(1950~1952)과 차남 계정림의 집

∷내

용 계봉우桂奉瑀(1880~1959)는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다. 장녀 계화림, 장남 계태림, 차남
계정림, 3남 계창림, 4남 계학림이다. 계봉우는 말년에 자녀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곳
은 1950~1953년까지 계화림과 함께 살던 곳이다.
계봉우는 계화림과 함께 살기 전 잠불거리улица Жамбыл Жабаева, Zhambyl Zhabayeva 12번지
와 계태림의 집에서 지냈다. 잠불거리 12번지는 1937년 강제이주 후 그가 직접 벽돌
을 쌓아 지은 집으로 1943년까지 거주하였다. 1943년에 이 집을 팔고 계태림과 페르
보예 마야 콜호즈(5월 1일 콜호즈)에서 1949년까지 함께 살았다. 현재 잠불거리 12번
지와 계태림의 거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949년 계태림이 사망하면서 계화림
과 함께 살게 되었다. 계학림의 증언에 따르면 계화림의 집은 방이 4칸이며, 부모님
(계봉우 부부)와 누이가 함께 살았다고 한다. 1953년부터 크즐오르다주 얀느 구르간

스키 라이온 스탄시야 투메나르크Жанакурганский р., ст.Туменарык에서 계학림과 함께 살
았다.
계봉우는 1957년 이후부터 고려사범대학 근처인 계정림의 집(아블하이르 한 거리
64번지)으로 이사하였다. 계봉우와 계정림 부부 및 자녀 4명으로 총 7명이 4칸 방

에 함께 살았으며, 1959년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계학림은 이 집에 계봉우가 거주했
음을 알리기 위해 직접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집주인에게도 양해를 구하여 외부 벽면
에 표지물을 설치하였다. 석판으로 제작된 표지물에는 러시아어로 “В этом доме с
1957 -1959гг жил Ге Бон У, геной Кореи, учёный и просветитель(이 건물에
서 1957 -1959년 기간에 계봉우가 살았다. 한국의 영웅, 학자이자 교육가)”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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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계정림은 1980년대까지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
고 있다. 2008년 당시 계봉우 거주지는 151번지로 확정했으나, 계학림과 함께 현지
탐문한 결과 149번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란히 붙어있던 이인섭·최봉설의 거주
지를 함께 조사하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반병률,『망명자의 수기』, 한울아카데미, 2013.

• 김대용,「北愚 桂奉瑀(1880~1959)의 민족운동과 역사서술」,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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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계봉우 거주지 1(149번지) 측면

계봉우 거주지 1(149번지)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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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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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묘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구기독교공동묘지

∷정

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언어학자인 계봉우와 부인 김야간의 묘

∷내

용 계봉우桂奉瑀(1880~1959)는 서북학회와 신민회 등에서 구국운동을 시작하여 북간도·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Старое христи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교육·문화·언론활동을 통해 한인사회
중앙아시아지역

의 민족의식을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
였다. 이후 연해주로 활동지를 옮겨 한인사회당·고려공산당에 소속되어 사회주의노
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후 계봉우는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고려사범대학에
서 조선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그러나 고려사범대학이 카자흐스탄 사범대학으로 개
편되면서 실직했다. 이후 1940년까지 크즐오르다Kyzylorda시 고려중학교에서 고려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민족학교들은 소수 민족학교들을 일반학교로 개편하고 러
시아어를 가르치게 하는 소련의 정책으로 폐쇄되었으며 한글신문마저 폐간되는 조
치를 받았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맹률이 높았기에 교육을 위해서는 고려어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주의의 선전을 위해서 한인신문도 다시 간행하게
되었다.
1947년부터 1948년까지 계봉우는 ‘뒤바보’ 또는 ‘북우’라는 필명으로『레닌기치』
에 6편의 자작시를 발표하였다. 소비에트를 찬양하는 주제로 일관되어 있었는데 소
비에트 문학의 창작 방향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문학 소재에 사
회주의적 이념의 색채를 가미한 창작품이었다. 그의 언어 · 문학 · 역사에 대한 연구
와 집필활동은 소비에트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이루어진 결과
였다. 이후로 조선학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만 전념하다가 1959년 사망하였다.
계봉우의 묘는 크즐오르다의 시내 공동묘지에 모셨다가 1996년 홍범도 묘지공원이
조성될 때 계학림과 협의하여 새롭게 조성하였다. 계봉우의 흉상이 놓여 있고, 오른
편에는 부인 김야간(1893~1968)의 묘가 있다. 계봉우의 묘비에는 “계봉우-고려의
영웅 학자이자 계몽가”라는 제목 밑에 계봉우의 약력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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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이장 하기 전 계봉우와 부인 김야간의 묘비는 공동묘지 내에 남아있고 현재 묘는 홍
범도 묘와 같이 관리되고 있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도 홍범도 묘와 함께 정
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윤병석,「계봉우의 생애와 저술활동」,『인하사학』1, 인하역사학회, 1993.
•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北愚 桂奉瑀 資料集』1, 1996.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2.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김대용,「北愚 桂奉瑀(1880~1959)의 민족운동과 역사 서술」,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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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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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 계봉우 묘

계봉우 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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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계봉우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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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전 계봉우 묘지석

이장 전 계봉우 묘지가 있던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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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봉우 거리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계봉우 거리

∷정

의 독립운동가·역사학자·언어학자인 계봉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거리

∷내

용 크즐오르다시에는 고려인 이름의 거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크즐오르다 시내의 ‘홍범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Ге Бон У)

중앙아시아지역

도 거리’와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의 ‘최정학 거리’ 등이다. 계봉우 거리는 당시 크즐
오르다시 박베르겐 도스만베토프Bakbergen Dosmanbetov 시장·계봉우 유족·고려인협회

의가 협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1999년 7월 29일 “계봉우 Ге Бон У 거리”를 기
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상태 계봉우 거리의 길이는 약 2km 정도이다. 계봉우 거리로 개명되기 전의 명칭은 ‘레몬
트니코바 거리’였다. 거주하였던 곳과는 4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찾아가는 데 어려
움이 있다. 현재 표지판에 한글 표지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 김필영,「카작스탄 크즐오르다시 계봉우 거리」,『한글새소식』제330호, 한글학회, 2000.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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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계봉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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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거리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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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계봉우 거리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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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우 거리 표지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109

|

홍범도 거주지(추정)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비르쿨라코프 거리 2번지

∷정

의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가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거주지

∷내

용 홍범도洪範圖(1868~1943)는 1934년부터 1937년 9월 초까지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Биркулакова 2)

지역의 ‘레닌의 길’ 콜호즈Kolkhoz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10월

중앙아시아지역

스탈린의 강제이주 계획에 따라 카자흐스탄Kazakhstan 크즐오르다Kyzylorda주의 야니쿠
르칸Ianikurgan 구역 사나리크촌 소비에트에서 살았다. 이후 1938년 4월 초(음력)에 크
즐오르다시의 스테프나야Stepnaya거리에 집을 얻었다.
홍범도는 크즐오르다에 거주하면서 고려극장의 수위를 맡았다. 1937년 한인들의 강
제이주에 따라 고려극장도 중앙아시아로 이전하여 크즐오르다에 정착했다. 홍범도
는 고려극장의 연출가이자 희곡작가인 태장춘의 도움을 받아 극장의 수위를 맡았다.
그는 태장춘의 권유와 설득으로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여 일지를 작성하였고 이는 연
극으로 제작되었다. 연극은 태장춘이 연출을 맡아 ‘의병들’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하
였으며 홍범도가 첫 공연을 관람하였다.

∷현재 상태 크즐오르다 시내의 홍범도 거주지는 여러 곳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홍범도 거주지로
추정되는 2번지는 과거 여러 차례 개축되어 당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계봉우의 거주지에 설치된 표지물과 같이 홍범도의 거주지도 표지물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

관련자료

• 김레프 니콜라예비치(크즐오르다 홍범도 기금 회장)의 증언.

• 장세윤,『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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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크즐오르다 홍범도 거주지(추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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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 홍범도 거주지(추정 1)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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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홍범도 거주지(추정 2) 일대

114

홍범도 거주지(추정 2)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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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장군 묘·기념비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구기독교공동묘지

∷정

의 한말 항일의병과 북간도 및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독립군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범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Старое христи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도의 묘역

중앙아시아지역

∷내

용 홍범도洪範圖(1868~1943)는 1943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Kazakhstan 크즐오르다
Kyzylorda에서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당시 묘는 독일과 소련이 전쟁 중이라 임시

로 조성되었다. 1951년 임시묘소의 훼손이 심해지자『레닌기치』신문사의 주필 남
해룡, 부주필 염사일 등이 ‘홍범도장군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홍범도의 전
우인 박성태·심상원과 친우인 전경팔, 항일투사 이인섭,『레닌기치』신문사 사원 이
인 등이 위원을 맡았다. 위원회 활동 결과 크즐오르다 주민들의 의연금,『레닌기치』
신문사 사원들의 기부금, 근처 치일리Shieli구역의 선봉 콜호즈Kolkhoz 회원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을 기반으로 분묘를 보수하고 1951년 10월 25일 건립 기념식을 개최하
였다.
1981년에『레닌기치』신문사 부주필이었던 김국천의 주도로 공동묘지 뒤편에 있
던 묘지를 1982년 4월 25일 현재 자리로 이장하였다. 서거 40주년인 1983년 10월
25일에는 ‘홍범도장군 추모비건립추진회’에서 추모비를 세웠다. 1996년 5월 현재
형태로 묘소가 단장되었고 1998년 계봉우와 부인 김야간의 묘도 왼쪽에 구역을 마
련하여 모셔놓았다.
홍범도 흉상 주위에 세운 3개의 기념비는 1937년의 강제이주, 1995년의 광복 50주
년,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1937년의 강제이주 기념비에는
러시아어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1997년의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비에는 “국
제평화와 화합을 위하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광복 50주년기념비는 홍범도의 간단
한 약력이 러시아어로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116

∷ 현재 상태 홍범묘 묘는 매년 100여 명 정도의 한국인 방문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는
2011년부터 김엘레나(고려인협회장)가 맡고 있다. 2011년 묘를 보수하면서 러시아어
로만 적힌 2개의 강제이주 기념비에 한글을 추가로 새겼다. 묘역의 최근 보수작업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한국 총영사관과 국가보훈처가 지원하여 묘와 주
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문의 안내표지판도 낡아 교체할 예정이다. 묘역이 넓어 지속
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 『고려일보』1994년 9월 24일자.

• 장세윤,「‘洪範圖 日誌’를 통해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한국독립운동사연구』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이인섭자료집』Ⅲ, 선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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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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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묘소에 성묘하는 고려인들(1989)

홍범도 흉상(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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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크즐오르다 홍범도 · 계봉우 묘 입구

120

홍범도 묘와 기념비

홍범도 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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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거리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홍범도 거리(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Хон Бен До)

∷정

의 북간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항일독립군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홍범도(1868~1943)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명명한 거리

∷내

용 홍범도는 1943년 10월 25일 크즐오르다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묘는 임시로 조성되
었고 이후 공동묘지로 이장하여 동상과 추모비를 세우고 여러 차례 보수가 진행되

중앙아시아지역

었다. 그가 사망한 이후 소련 당국은 그가 살았던 집 근처 거리를 “홍범도 거리пер Хон
Бен До

”라고 개칭하였다.

1989년 5월 고려인들은 홍범도 거리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박일(카자흐스
탄 작가동맹 조선인분과 협의회 회장)이 주도하였다. 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 거리

는 러시아 원동과 중국동북지방의 빨찌산 부대의 전설적 지휘자이며 한국의 탁월한
애국자이자 인민 영웅으로 1937년에 크즐오르다에 온 홍범도의 이름을 딴것이다”라
는 표지판을 건물 벽면에 부착해 놓았다.

∷ 현재 상태 홍범도 거리는 길이 약 3~4km 정도가 된다. 2008년 조사 당시 표지판이 붙어 있던
건물은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으며 반대편 집들이 모두 철거되었다. 다행히 홍범
도 거리 표지판은 새 건물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철도 때문에 고가다리가 만들어
지면서 도로가 넓어졌고 지대는 높아졌다. ‘홍범도 거리’와 거주지의 연관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신문기사를 종합하면 홍범도 거리는 그가 거주한 집을 기준
으로 지정된 것이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알려진 홍범도의 거주지(스테프나야 2번지)는
홍범도 거리와 약 4km 정도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크즐오르다 내 홍범도의 거주지
가 한 곳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자료

• 『동아일보』1988년 12월 21일,「54세부터 蘇恩金 받으며 생활」.
• 『동아일보』1989년 9월 1일,「蘇 첫韓人정착지 크질오르다」.

• 『동아일보』1989년 9월 8일,「蘇聯속의 高麗人을 찾아서 사할린에서 타슈켄트까지 <11>」.

• 고송무,『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 조동걸,『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
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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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홍범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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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거리

홍범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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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홍범도 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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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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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범대학 건물 |

∷주

소 1938년 사용한 건물 터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자하예프 거리 40번지, 1호대학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Жахаева 40, 1 Корпус, КГУ)

1940년대 이사 후 사용한 건물

중앙아시아지역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자하예프 거리 75번지, 6호대학 사범학부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Жахаева 75, 6 Корпус, КГУ)

∷정

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해 있던 고려사범대학이 강제이주 후 크즐오르다 사범대학을
거처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로 전환됨

∷내

용 1937년 중앙아시아로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하면서 한인신문인 선봉신문사·고려
사범대학(또는 조선사범대학) 등의 문화기관들도 이전해왔다. 고려사범대학은 1931년
한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 당시 국내외 유일한 한인 최초의 대학이
었다. 강제이주 당시 학생·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내의 소장도서와 자료들이 카자흐
스탄 크즐오르다로 보내졌다. 총장이었던 오가이 페트로와 그 대리였던 박모이세이,
볼로차예프카Volochaevka 전투 참전자, 당원이었던 학생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피
체되어 그야말로 “간부가 없는 허재비 조선인 사범대학”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크즐오르다Kyzylorda 스카이예프 거리에 건
물을 얻어 고려사범대학을 개교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소련은 소수 민족학교들을 일
반학교로 개편하고 러시아어를 가르치게 하여 민족학교들은 폐쇄되었으며 한글신문
도 폐간되었다. 고려사범대학도 1938년 9월 크즐오르다 사범대학(현재 크즐오르다 국
립대학교)으로 바뀌었고,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강의가 폐지되었으며 연해주에서

가져 온 책과 자료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강에 버려져 폐기되었다. 일부 남아있는
자료들은 현재 알마티에 있는 푸쉬킨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그 중 2000년
28종의 한적漢籍 자료들이 크즐오르다 국립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왔다. 크즐오르다 국
립대학의 도서관에는 1938년 고려인 학생증을 소장하고 있다.
1948년 고려사범대학 1학년을 마친 계학림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은 총 2차례에 걸
쳐 이동했다고 한다. 처음 사용한 건물(1938년~1940년대)은 현재 아블라이한 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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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즐오르다 국립대학 코르크다따(역사·어문학·법학대학)이다. 1939년 이 건물은 신축
되어 과거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사용한 건물은 자하예프 거
리ул.Жахаева에 있다. 현재 ‘6호 대학’으로 3개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운데 건물
이 과거 고려사범대학으로 사용되었다.

∷ 현재 상태 현재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은 안내 책자나 전시실을 통해 1932년에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설립된 고려사범대학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혀두고 있으나 대학의 역사
는 1937년에 시작된 것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관련자료

• 『고려일보』1995년 11월 4일,「홍범도장군 서거 52돌 제사」.
• 조동걸,『독립군의 길 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공편,『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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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1398년 사용한 고려사범대학 건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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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센터

1940년대
이사 이후
고려사범대학
건물
■

■

кшы-Ата
улица О

(구글맵 위성사진 GPS)

■

ахаева
улица Ж

1940년대 이사 이후
고려사범대학 건물
44.836485° N
65.505477° E

■

1938년
고려사범대학
건물 터
токсан
улица Жел

1938년 사용한
고려사범대 건물 터
44.837021° N
65.502131° E

ва
аулено
улица М

∷가는 길

계봉우
거주지 2

улица Абулхаир
хана

Фамилия: Чен

성: ‘천 · 정 · 전’으로 추정됨
Имя: Иван
이름: 이반

Время поступления:
1 сентября 1938 года

입학년도: 1938년 9월 1일

Факультет: Естественный
학부: 자연과학부

Билет действителен до:
первого июля 1940 года

학생증 유효기간: 1940년 7월 1일까지
Дата выдачи билета:
9 марта 1940 год

학생증 교부일: 1940년 3월 9일

크즐오르다 고려사범대학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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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1940년대 고려사범대학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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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고려사범대학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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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기치 신문사 구지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아이마우토프와 아이테케 비 거리 교차 지점(카페 ‘아손’을
가로지는 삿바예프 거리 10번지 일대 포함)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ул.Аймаутова/Айтеке би (на углу ул.Аймаутова/Айтеке

중앙아시아지역

би))

∷정

의 한글신문『선봉』(1923~1937)을 계승한『레닌기치』신문사가 위치했던 건물 터

∷내

용 1937년 강제이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간된 한글신문인『선봉』신문사는 카자흐
스탄Kazakhstan 크즐오르다Kyzylorda 카잘린스크Kazalinsk로 옮겨왔다. 그러나 신문사의
편집부 직원들도 대부분 피체를 당하였고 인쇄소 직원 몇 사람이 인쇄기를 가지고
온 상태로 “당원핵심을 잃은 명칭만 가진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욱(주
필) ·염사일(부주필)을 중심으로『레닌기치Ленин кичи』라는 이름으로 1938년 5월 15일

신문 발간을 시작하였다. 독자층은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이었다.
『레닌기치』는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크즐오르다주 조직뷰로와 씨르다리야
구역위원회 결정에 의해 발행될 수 있었기에 공산당의 기관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
었다. 이에 공산당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보고 등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내
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에 관한 입장을 주제로 하는 내
용이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농업·사회·교육·문화 등의 전반적인 고려인사회의 분위기와 일상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강제이주 후 고려인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레닌기치』는 소련의 해체 이후인 1992년『고려일보』로 이
름을 바꾸고 자유신문으로 간행되어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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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상태 이곳은『레닌기치』신문사가 1978년 알마티Almaty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레닌기치』신문사 구지 뒤편에서 식당(아손식당)을 운영하는 고려인 강 예브게니 증
언에 따르면 공터로 변하기 전에 정신병원이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신문사가 있었다
고 한다.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으며 주변에 가로등과 공원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자료

• 계학림(계봉우의 4남)의 증언.

• 『레닌기치』1968년 5월 15일,「조선말 정기간행물의 어제와 오늘」.
• 『재외동포신문』2003년 7월 14일,「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약사」.

• 반병률,「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 · 30년대 한인사회」,『역사문화연구』19,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2003.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이인섭과 독립운동 자료집』Ⅰ, 선인, 201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135

44.840205° N
65.489688° E

улица
би
Айтеке

레닌기치

관공서 신문사 구지
■
Білім үйі
■

■

중앙아시아지역

식당 Кафе

크즐오르다 레닌기치 신문사 터

136

ва
улица Аймауто

(구글맵 위성사진 GPS)

улица
Аймау
това

∷가는 길

би
ек
ыб
аз
аК
иц
ул

■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레닌기치 신문사 터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137

중앙아시아지역

레닌기치 신문사 터

레닌기치 신문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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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레닌기치 신문사 기념촬영 사진(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이인섭)

레닌기치 신문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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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카르막쉰지구(군), 제3인터내셔널 마을(구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Казахстан, Кызылорд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рмакшинский район, село 3- й Интерна

중앙아시아지역

ционал (бывший колхоз 3- 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정

의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콜호즈 중 하나인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내

용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는 카자흐스탄 지역의 대표적인 콜호즈 중 하나이다. ‘제3인터
내셔널’이라는 명칭은 당시 콜호즈 구성원 중 고려인과 투르크족, 카자흐민족이 다수
였기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는 채정학(1913 -1984)이 1938년에서 1984년까지 회장을 맡
아 운영하였다. 1950년 실적이 좋지 못한 다른 민족의 콜호즈 3개와 병합되면서 다
민족 콜호즈가 되었다. 1984년 그가 사망한 후에는 콜호즈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채정학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설치(1985년)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채정학
은 사회주의 노력영웅 칭호를 두 번 받았으며, 그가 살았던 집(방 7칸, 거실1)은 개조
되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채정학 기념관에는 그의 유품과 업적을 소개하는 사
진과 문서를 비롯하여 콜호즈 변천사, 주민들의 활동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상태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에는 현재 2,620여 명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관련자료

• 고송무,『소련의 한인들』, 이론과실천사, 1990.

• 심헌용,「중앙아시아 한인의 현지정착과 사회적 지위」
『러시아 ·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 심헌용 · 한 발레리,『중앙아시아의 코리안 에트노스』, 이매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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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М-3

■

마을
аул Жанажол

∷가는 길

■

45.195927° N
64.148000° E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구글맵 위성사진 GPS)

마을 аул Актобе ■
마을
аул Турмагамбет
■

■

마을 аул Акжар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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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마을 거리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내 문화궁전(마을회관)

142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내 채정학 거주지 겸 기념관 측면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내 채정학 거주지 겸 기념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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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가르드 콜호즈 |

∷주

소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치일리지구(군), 카르막쉰지구(군), 아크마야 마을(구 선봉
콜호즈/아반가르드콜호즈) (Казахстан, Кызылординская область, Чиилийский райо

н, аул Акмая (бывший колхоз Авангард))

∷정

의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콜호즈 중의 하나인 아방가르드(선봉) 콜호즈

∷내

용 아방가르드(선봉) 콜호즈는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와 함께 강제이주 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지역

지역의 대표적인 콜호즈의 하나였다.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사막지대를 옥토로 만들
어 벼농사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곳에는 김만삼(1883~1964)이 탁월한 벼 재배기술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김만삼은 인근 콜호즈 ‘크질트
Kyzyltu’에서

활동하는 이블라이 자하예프IИбрай Жахаев(1891~1981)에게 벼농사 기술을

가르쳐 터키계 민족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김만삼에게 영농기술을 전수받은 자하예
프 등 16명은 모두 이중 사회주의 영웅 칭호를 받았다.
김만삼은 농업에서 발휘한 능력을 인정받아 소련당국으로부터 명예훈장(1941) ·적기
노동훈장(1945 1946) ·국가 공로상(1947)과 ‘사회주의 노력 영웅(1949)’의 칭호를 부여
받았다. 그 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농장 내에 김만삼 회관과 거리도 만들어졌다.

∷현재 상태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1970년대 국영 콜호즈로 전환되었다. 현재 2,648명이 거주하
고 있으며 마을 구성원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인과 러시아인이다. 고려인은 20가구
50여 명 정도이다. 1937년 아방가르드 콜호즈 내에 설립된 학교는 2014년 화재로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고 새로 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 466명
중 고려인 6명이 재학 중이라고 한다. 또한 1940년대 초 김만삼이 건립한 문화궁전
(문화회관)이 남아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2016년 새롭게 단장하였으나 김만삼을 비

롯한 고려인과 관련한 전시는 없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자하예바 콜호즈 내 자하
예프 기념관에 고려인 지도자들의 활동과 기여를 알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어
차후 연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고송무,『소련의 한인들』, 이론과실천사, 1990.

• 심헌용,「중앙아시아 한인의 현지정착과 사회적 지위」,『러시아 ·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 심헌용 · 한 발레리,『중앙아시아의 코리안 에트노스』, 이매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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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3
2

치일리 마을
село Шиели
■

∷가는 길

44.095716° N
66.871062°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

기차역 станция Чиили

마을
село Байсын
■

■

■

마을
село Ш. Кодаманова

마을
село Бидайколь

아방가르드(선봉)
콜호즈
■

아방가르드 콜호즈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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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아방가르드 콜호즈 내 행정센터

아방가르드 콜호즈 마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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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 콜호즈에서 사용한 수로

아방가르드 콜호즈에서 경작하고 있는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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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아방가르드 콜호즈 회장 김만삼이 지은 문화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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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 콜호즈 지도자들(『레닌기치』 1949년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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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문학관 |

∷주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알리세르 나보이 대로 55번지, 우즈베키스탄 국립문학박
물관 3층 조명희기념실
(Узбекистан, г.Ташкент, проспект Алишера Навои 5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ли
тературы им.Алищера Навоя, 3этаж, комната Чо Мен Хи)

중앙아시아지역

∷정

의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문학을 통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수 많은 문학인을 길
러내어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조명희의 문학기념관

∷내

용 조명희趙明熙(1894~1938)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3 ·1운동에 참가했고, 이후 시·소설·
희곡 등 여러 문학 장르에서 작가로 활동하였다. 1925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
맹인 카프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의 결성시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여 작가로 활동하
였다. 1928년 8월 소련으로 망명하여 육성촌 농업화훼학교 등에서 한인청년들을 가
르쳤다. 한글신문『선봉』과 잡지『로력자의 조국』등에 글을 발표하고 편집자로도
활동하였다. 1930년대 소련작가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37년 스탈린 대탄
압시 ‘일본첩자’라는 죄명으로 하바로프스크 KGB 본부에 수감되었다. 1938년 4월
15일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5월 11일 총살형을 당하였다. 이후 신원 회복을 위한 노
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1956년 신원을 회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타슈켄트Tashkent에 조명희의 딸 조 발렌티나가 주도하여 나보
이 문학 박물관 내에 조명희 기념실이 마련되었다. 조명희 기념실은 나보이 문학 박
물관 3층 계단 바로 옆인 16호이다. 중앙에 흉상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에 그의 문학
작품과 활동을 전시하였다. 피체와 처형 등에 관한 자료와 신문기사, 함께 활동한 동
지들과 가족의 사진, 추모하는 그림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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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나보이 문학 박물관은 1968년 9월에 개관한 문학 전문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모두
4층으로 이루어졌고, 1층은 접수 2~4층에 총12개의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다. 박물
관 관람객은 연간 2만 2천여 명이다. 조명희 기념실은 다른 전시관과 함께 항상 관람
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1주일에 2번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행사시 많은 우즈
베키스탄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1층 리셉션 또는 조명희 문학관에 러시아
어 브로셔 또는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관련자료

• Ku Svetlana,『Korets: Zhertvy Politicheskikh Repressii v SSSR, 1934~1938』4, Kim Kor, 2000.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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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спект Алиш
ера Навои

∷가는 길

41.320051° N
69.255254° E

중앙아시아지역

улица Олмазо
р

(구글맵 위성사진 GPS)

조명희 문학관(기념실) ■
(국립문학박물관 내)

타슈켄트 조명희 문학관(기념실)이 있는 노보이 국립문학박물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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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세르 나보이 동상
Алишер Навои

■

청소년 극장
Молодёжный театр Узбекистана

노보이 국립문학박물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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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조명희 문학관(기념실) 출입구

노보이 국립문학박물관 내부

154

노보이 국립문학박물관 내 조명희 문학관(기념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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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조명희 문학관(기념실) 내부

조명희 문학관(기념실) 내부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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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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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1934~1937, 하바로프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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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화 명칭 콜호즈 구내 김병화 박물관, 김병화 흉상 |
∷주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칙지구(군), 김병화마을(구 김병화콜호즈)

∷정

의 ‘(북)극성’ 콜호즈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병화를 기념하여 세운 박물관

∷내

용 김병화(1905~1974)는 러시아 연해주 수이펀허绥芬河 재피거우梓皮構에서 출생한 것으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ская область, Уртачирчикский район, Колхоз Ким Пен Хва)

로 알려져 있으나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혼란은 부친인 김치만이 연해
중앙아시아지역

주로 이주하면서 공민증을 발급 받기 위해 출생지를 옮기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동맹인 콤소몰Komsomol에 가입하였다. 러시아 내전기에 항일독립
군인 솔밭관松田關 부대의 탄약을 보급하는 등 일본군과 전투에 기여하였다. 이후 그
는 러시아 적군赤軍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나 스탈린의 대탄
압으로 1939년 당원·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7개월 후 석방되어 당원으로
복귀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군인을 그만두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
였다.
1940년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집단농장인 ‘(북)극성 콜호즈’에서 5대 회장을
맡았다. 1940년부터 1974년까지 35년간 콜호즈 회장을 맡으면서 벼농사와 목화재
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매년 높은 수확량을 달성하였고 학교·은행·도서관 등을 건
립하였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48년 소련당국으로부터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고, 1951년에도 두 번째로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아 ‘이중 노동
영웅’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사회주의 노동영웅은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침체
된 농업을 복구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격려의 차원에서 제정한 일종의 훈장
제도이다. 소련에 존재하는 모든 콜호즈를 대상으로 최고의 수확량을 달성한 사람에
게 이 칭호가 부여되었고 선출된 인물에게는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김병화 이외
에도 북극성 콜호즈에서 활동하였던 많은 고려인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
았다.
1974년 ‘(북)극성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콜호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법령에 의거하여 ‘김
병화 콜호즈’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타슈켄트의 한 거리와 타슈켄트 주 우르타치
르치크 구 투야부구스Tuiabuguz 마을의 고등학교의 명칭도 ‘김병화’로 불리게 되었다.

158

‘김병화 콜호즈’는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2005년 콜
호즈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현재 상태 현재 김병화 콜호즈 내에는 ‘김병화 박물관’과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박물관 건립
당시 명칭은 ‘땅과 사람’이었으나 2005년 김병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가 방문하면서 김병화 박물관
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김병화 콜호즈 사무실 앞에 세웠던 그의 흉상도 현재 위치로
옮겼다. 2005년 이후 콜호즈 내 사무실은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앞쪽에 새로 병원
을 세우면서 빈 건물로 남아있다. 김병화 콜호즈를 관리하는 장에밀리아의 말에 따르
면, 한국인들은 5월~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고려문화협회와 대한
민국 영사관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병화의 활동사항과
김병화 콜호즈 연혁 등을 정리하여 한글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김병화 콜호
즈 사무실을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김병화와 꼴호즈 ‘뽈랴르나야 즈베즈다’』, 모스크바: IV RAN, 2006.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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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슈켄트 국제공항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Ташкент имени Ислама Каримова

Большая кольцевая дорога

∷가는 길

41.137602° N
69.306508° E

치르치크 강
Chirchiq daryosi ■

A-373

(구글맵 위성사진 GPS)

김병화
박물관

중앙아시아지역

■

타슈켄트 김병화(북극성) 콜호즈 내 김병화 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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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박물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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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김병화 박물관 앞 흉상

김병화 박물관 입구

162

▷ 김병화(1921~1922)
▽ 독립운동가–김규면 장병태 이홍파 손두현(앞줄 왼쪽부터)
김병화, 김일수(뒷줄좌측,1920.블라디보스토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163

중앙아시아지역

김병화(북극성) 콜호즈 옛 사무소

164

김병화(북극성) 콜호즈 옛 사무소 정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165

|

아쿠르간 최호림 묘 |

∷주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쿠르간지구(군), 아쿠르간 공동묘지

∷정

의 1920년대 고려혁명군·고려공산당·단지동맹단 등에서 활동한 최호림의 묘

∷내

용 최호림崔虎林(1896~1960)은 함경북도 경성 출신이다. 1919년 2월 연해주 우수리스크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ская область, Аккурганский район, Аккург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Ussuriysk

부근(현재 라즈돌리노예Razdol’noe)에서 허제명·박명천 등과 함께 의병대를 조

중앙아시아지역

직하였다. 1920년 러시아 자유시自由市에서 한인보병대대에 합류하여 중대장·대대정
치위원, 1921년 6월에는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제1연대 군정위원을 지냈다. 1922년
경 고려공산당 특파원으로 활동하였고 12월 니콜리스크에서 단지동맹단장斷指同盟團長
을 맡았다. 1923년 4월 중순, 고려공산당 고려부 연추煙秋 특립부장特立部長으로 해별사
海別社

원도치遠島峙에서 한인을 모집하였다. 7월 고려공산당 극동선전부장 정학룡 등

과 만나 간도·훈춘 지역 활동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1926년 고려공산당 고려부
연해도 당위원 남오南烏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선봉』의 주필을 지냈고 1934년
소련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부터 스탈린 대탄압으로 3차례에 걸쳐
13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57년 석방되었다. 1960년 가족들이 거주하는 우즈베
키스탄 아쿠르간에서 사망하였다.
김 블라디미르(아쿠르간 거주, 변호사)와 한 블라디슬라브(독립운동가 한성걸韓聖杰의 손
자)에 의하면 2007년경 최호림의 양자가 이곳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으며 묘지를

조성할 때 다수의 고려인이 참석했다고 한다. 묘비에는 “혁명가, 애국지사, 시인”이
라고 새겨져 있다.

∷현재 상태 묘비는 시립 공동묘지 정문이 아닌 목공소 앞마당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왼쪽 길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언덕 중반 묘소가 위치하여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묘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이곳을 안내해 준 한 블라디슬라브는 현재
최호림 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묘비 하단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보수
가 필요하며 최호림의 활동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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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40.878785° N
69.040705°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Р-2
4

최호림 묘 ■

아쿠르간 시내

아쿠르간 최호림 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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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최호림 묘가 위치한 시립 공동묘지 전경

최호림 묘

168

최호림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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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거주지 1, 2 |

∷ 옛 주소

Узбекская ССР гор. Андижан 20. Проспект Свободы 172а

∷ 현 주소

이인섭 거주지 1: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안디잔시, 출폰 대로 174번지 옆
(Узбекистан, Андиж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Андижан, проспект Чулпон 174 옆)

이인섭 거주지 2: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안디잔시, 제2 소구역(제2 미크로라이온),

중앙아시아지역

63번지, 2층 15호 아파트
(Узбекистан, Андиж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Андижан, 2- й микрорайон, 63, кв.15 (2эта
ж))

∷정

의 1953년 이인섭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에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살던 집 터와 1974년 이사하여 거주하였던 아파트

∷내

용 이인섭李仁燮(1888~1979)은 1953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Kyzylorda에서 우즈베키
스탄Uzbekistan 안디잔Andizhan 으로 이주하였다. 이인섭은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워
1952년 밀가루 채를 만들어 안디잔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1957년 이후에는 한글신문『레닌기치』의 직외기자(통신원)로 활동하였으며 안
디잔주 ‘이전 적위군·붉은 빨찌산 소비에트’에서 문화군중부 주임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64년 9월 안디잔 기계제조공장 부업경리 보드호즈 초급당기관 결선 선거회
에서 당조직 비서로 활동하여 사회주의경쟁 벽신문당국의 검열 및 기타 사업을 지도
하였다.
이곳에는 당시 이인섭과 이웃으로 지낸 마흐부보프호탐(1958년생)씨 가족이 현재까
지 거주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과 이인섭이 잘 알고 지냈으며 본인
은 이 아나톨리(이인섭 아들)와 절친하여 문이 아닌 담에 사다리를 놓고 왕래하였다고
한다. 이인섭의 집은 마당이 있었고 방은 5칸이었으며 집안에는 중국·한국 잡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인섭의 부인은 재봉틀과 바느질 솜씨가 좋아 이웃의 일을 해
주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또한 이인섭의 옆집에는 안디잔시 공산당 제1서기
가 거주하여 왕래하였으며 시에서 국경일·노동절과 같은 행사에 이인섭을 명예 내빈
으로 초대하였다고 한다. 1973년경 이인섭은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지급받아 이사하
였고 그곳에서 1982년 사망하였다.

170

∷현재 상태 1953~1973년까지 거주한 이인섭의 집은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 위치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인섭 거주지 터의 일부는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974년 이사한 곳은 현재까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인섭의 아들인 이 아나
톨리를 기억하는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이인섭과 독립운동 자료집』Ⅲ,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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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구글맵 위성사진 GPS)

■

■

이인섭 거주지 1

중앙아시아지역

약국 ■

이인섭 거주지 1 진입로

172

проспект Алишера Нав
ои

40.797706° N
72.345159° E

기념공원
Cho’lpon Xotira
Maydoni

이인섭 거주지1 터

이인섭 거주지1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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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이인섭 거주지 1 터

이인섭 거주지 1 터

174

이인섭 거주지 1 터(우측 건물 뒤편)

이인섭 이웃집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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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и
му
ра
40.749581° N
72.340323°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пр
ос
пе
кт
Эм
ир
а

∷가는 길

■

이인섭 거주지 2

중앙아시아지역

아파트 단지

안디잔 이인섭 거주지 2 건물 입구

176

이인섭이 거주했던 아파트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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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이인섭 거주지 2 건물 측면

이인섭 거주지 2 건물

178

이인섭 거주지 2 건물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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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섭 묘 |

∷주

소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안디잔시, (정교회)공동묘지 “사도보예”(정원)
(Узбекистан, Андиж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Андижан, проспект Алишера Навои, кладби
ще “Садовое”)

∷정

의 한말 평안도 일대에서 활약한 김관수 의병대에서 활동하던 중 북간도와 러시아 연해

중앙아시아지역

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이인섭의 묘

∷내

용 이인섭(1888~1982)은 1953년경 카자흐스탄kazakhstan 크즐오르다Kyzylorda에서 우즈베
키스탄Uzbekistan 안디잔Andizhan주로 이주하였다. 1982년 1월 5일에 안디잔에서 사망
하여 중앙공동묘지에 묻혔다. 묘비는 상단에 사진을 새겨놓았고 그 하단에 러시아어
로 “ЛИ ИН СЕБ(이인섭) 1888. 9. 14.~1982. 1. 5. ЧЛЕН КПСС С 1919(1919년 이
래의 소련공산당 당원)”이라고 적어 놓았다.

∷현재 상태 공동묘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비문
에 이인섭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의 활동에 관한 약력을 안내판으로 제
작하여 부착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김마트베이,『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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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Вокзал
Андижан
■

∷가는 길

40.756792° N
72.384220°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рафа
а Ша
улиц шидова
Ра

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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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
Му
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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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л

이인섭 묘 ■
■

공동묘지
Садовое
кладбище

안디잔 이인섭 묘 측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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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이인섭 묘

182

이인섭 묘 측면 입구

이인섭 묘가 위치한 공동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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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지역

이인섭 묘

184

이인섭 묘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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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중앙아시아지역

중국 한단·석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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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단· 석가장지역과 한국독립운동

193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여 이듬해 3월 ‘만주국’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세력은
크나큰 시련을 맞이하였다. 만주지역에서 활동이 난관에 봉착했고, 1933년 무렵 민족주의 세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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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의 외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중국 베이징北京 근교 노구교蘆溝橋를 침략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시작
됐다. 이 가운데 조선의용대원들의 항일투쟁은 중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후 항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1938년 10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100여 명의 인원으로 창설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는 중
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인 독립운동부대였다. 조선의용대 본부는 중국 항일 전선의 변동에
따라, 우한에서 구이린桂林을 거쳐 1940년 4월 충칭重慶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의용대는
중국군 ‘6개 전구 남북 13개 성 전지’에 배속되어 대일본군 반전선전·대중국민 항전 선전·일본군
포로 심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 지구에 국한된 선전 활동에 대한 불만과 대원의 증원 및
역량의 단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이는 조선의용대 내에서 화북지역으로 진출하여 무
장투쟁을 전개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결국 1941년 초부터 조선의용대는 제1 ·3지대가 황하를
건넜고 제2지대까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여 타이항산太行山 팔로군八路軍 근거지에 집결하였다.
조선의용대는 팔로군 지구에 도착하여 먼저 활동하고 있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聯合會
(이하 조청)와 합류하였다. 조청은 최창익崔昌益 계열과 무정武亭 등이 1941년 1월 건립한 화북지구 조

선인 해방운동단체였다. 1941년 6월 팔로군 지구로 들어온 조선의용대원들은 대부분 조청에 입회
하였고, 상부 정치지도 기구로 인정하였다.
1941년 7월 7일 조선의용대는 북상 병력을 모두 합쳐 화북지대華北支隊로 재편했다. 화북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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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장은 박효삼朴孝三, 부지대장은 이익성李益星, 정치지도원은 김학무金學武가 각각 맡아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박효삼은 조선의용대 창설 당시 제1구대장이었으며 북상 때는 1 ·3혼성 지대장으로
서 북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이익성은 조선의용대 창설 때부터 제2구대장을 맡았다. 김학무는
조선의용대 부지대장 겸 정치조장이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3개 구대와 그 아래 2개 분대씩
6개 분대를 편제해갔다. 그리고 8월까지 약 40일간 대토론을 통하여 무장선전·간부양성·적구조직
공작을 3대 활동방침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 해방될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조선의용대는 화북지대 편성과 더불어 조청 진지루변구지회晋冀豫邊區支會를 결성하였다. ‘진
지루晋冀豫’란 각각 산시, 허베이, 허난성의 약칭이며 조선의용대 지회이기도 했다. 진광화가 회장,
석정(윤세주)이 부회장으로 지명·선임되었다.
진광화陳光華(1911~1942)는 평양 출신으로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맹휴를 주도
했던 인물이었다. 이후 검거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1933년 8월 광저우廣州의 중산대학에 입
학하였다. 1935년 여름 중산대학 내에 중국청년항일동맹을 결성하고 간부가 되었으며, 1936년
7월에는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그 후 팔로군 구이린 판사처에서 소환을 받아 옌안延安으로 이동
하여 중앙당학교에 편입학하였다. 1939년 4월 팔로군 야전사령부 정치부에서 근무했으며 그 후 진
지루위晋冀鲁豫변구 당학교 교무과장, 조직과장 겸 총지서기總支書記 등을 역임했다.
윤세주尹世冑(1901~1942)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했다. 피체되
어 7년형을 선고받고 1927년 2월에 출옥하였다. 한때 국내 신간회新幹會에 참여하였으며, 1931년
5월 신간회 해산 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김원봉金元鳳이 교장으로 있던 조선혁명간부학교의 학
생 ·교관을 지냈다. 1935년 7월에 결성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의 중앙집행위원 겸 서기부
원으로 선출되었다. 조선의용대가 창설되면서 조선의용대 훈련주임, 기관지 『조선의용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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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으로 활동했으며, 1939년 치장綦江에서 열린 통일회의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대표하여 참석하
였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원들을 이끌고 화북지역의 타이항산 지구로 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팔로군과 결합하여 항일무장활동을 전개하였다. 후자좡胡家庄 전투(1941.
12. 12.)와 ‘반소탕전’(1942. 5)등이 대표적인 전투였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1년 11월 12일

~29일 선전물 준비 및 지방 지형조사와 자체 정신동원공작 등의 준비를 통하여 무장선전활동에
대비하였다. 원씨현原氏縣에서 선전활동을 전개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대는 같은 해 12월 12일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북지대 제2대는 12일 새벽 300여 명의 일본군에게 습격을
받았다. 이른바 후자좡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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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원들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대응사격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장 김세광
金世光,

분대장 조열광趙烈光, 대원 장례신張禮信이 부상을 당했고, 손일봉孫一峰 ·최철호崔鐵鎬 ·이정순李正

淳 ·박철동朴喆東

4인은 전사하였으며, 김학철金學鐵은 중상을 입은 후 일본군에 피체되었다.

타이항산에서도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1942년 5월 화북일대의 일본군은 팔로군八路軍의 주둔지
인 타이항산 일대에 대규모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5월 22일, 일본군 제41사단 주력이 라오현遼縣
(현 左權縣 )으로 침투하여 비 전투요원 수천 명의 인원들을 포위했다. 팔로군의 경위警衛부대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원 40명을 포함하여 200여 명 뿐이었다. 화북지대는 기관총 한 대와 보총 몇 자루
와 소량의 수류탄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5월 25일 팔로군 경위부대는 서쪽에서, 화북지대는 동쪽에서 각각 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막고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화북지대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동쪽 산마루로 달려갔고, 지대
장 박효삼의 지휘에 따라 사격을 개시했다. 일본군이 화력을 팔로군과 화북지대 진지로 집중시키
는 틈을 이용하여 비전투요원들은 헤이룽동黑龍洞 방향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부총사령 팽더화이彭
(

德怀와

)

야전사령부 정치부 주임 뤄루이칭羅瑞卿도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으나, 줘취엔左權 장군은 십자

령 고가파高家坡에서 전사하였다.
팔로군 경위부대와 화북지대는 팡청진偏城鎭 헤이룽동 부근에서 재차 일본군과 마주쳤고 결사적
태세로 포위를 돌파하였다. 5월 27일 헤이룽동 산골짜기와 하청구河靑口를 통과하였으나 일본군의
포위망은 풀리지 않았다. 이에 뤄루이칭은 인원을 분산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팔로군 총부와 따로 움직였던 화북지대는 27일 한밤중에 팡청진 북동쪽의 화옥산花玉山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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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이들은 4개조로 나누어 행동하기로 하였다. 윤세주와 진광화는 김두봉金枓奉 ·이철중李鐵重 ·최
채崔采 ·이수영·김기숙金基淑 ·김영숙·김해연金海燕(김두봉의 딸) 등 여성 대원 네 명과 함께 총 9명이 한
조가 되었다. 이들이 소지한 무기는 권총 한 자루와 수류탄 몇 개 밖에 없었다.
5월 28일 윤세주와 진광화가 속한 조는 한 산비탈의 관목림에 숨었다가 100여명의 적들에게 발
견되었다. 진광화는 숲속의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세주·최채와 함께 숲속에서 나와 산비탈을
따라 세 갈래로 갈라져 뛰면서 적의 화력을 분산시켰다. 진광화는 일본군 총격에 다리를 맞았고 벼
랑으로 추락하여 전사하였고, 윤세주는 허벅지에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채는 석굴에 숨어
서 무사할 수 있었다. 일본군이 물러간 후 최채는 윤세주를 석굴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다. 다음날
5월 29일에는 분대장 하진동河振東과 함께 산속의 움집으로 윤세주를 옮기고 같이 지켰다. 그러나
윤세주의 상태는 호전되지 못하였고 결국 순국하였다.
이러한 한중공동항일투쟁은 중국인들에게 자국민들의 항일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뿐만 아니
라 조선의용대원들의 활동은 동방피압박민족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도 되었다. 『해방일
보』에는 윤세주와 진광화가 순국한 이후 조선의용대원들의 합동장례식 거행 예정 기사가 게재되
었다. 신문에 게재된 조선의용대원들의 활동과 희생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한
국독립운동의 위상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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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

∷주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桐峪鎭 上武村

∷정

의 상우촌에서 활동한 조선의용대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내

용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는 1938년 10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100여 명의 인원으로
창설되었다. 중국 항일전선을 따라 활동한 조선의용대는 우한에서 구이린桂林을 거쳐
1940년 4월 충칭重慶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의용대는 중국군 ‘6개 전구 남
북 13개 성 전지’에 배속되어 일본군 반전선전 및 포로 심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항
전선전 등에 나섰다.
당시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정부 지구에 한정된 선전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의용
대원의 증원과 역량의 단결 등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다. 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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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타이항산太行山 지구로 진출하여 무장투쟁에 나서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
(

)

결과 1941년 초부터 조선의용대는 제1 ·3지대를 시작으로 제2지대까지 중국 화북지
역으로 이동하여 타이항산 팔로군八路軍 근거지로 집결하였다.
조선의용대는 1941년 6월 타이항산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미 활
동하고 있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聯合會(이하 조청)와 합류하였다. 조청은
1939년에 북상한 최창익崔昌益 계열과 중국공산당 지구에서 활동해온 무정武亭 등이
1941년 1월 건립한 화북지구 조선인 해방운동단체였다. 팔로군 지구로 들어온 조선
의용대원들은 대부분 조청에 입회하였고, 조청을 화북지대 상부 정치지도 기구로 인
정하였다.
이로써 1941년 7월 7일 조선의용대는 북상 병력을 모두 합쳐 화북지대華北支隊로 재
편되었다. 지대장 박효삼朴孝三 ·부지대장 이익성李益星 ·정치지도원 김학무金學武로 지대
본부를 구성하고, 3개 구대區隊와 그 아래 2개 분대分隊를 두어 총 6개 분대를 편제하
였다. 같은 해 8월까지 토론회를 통해 무장선전·간부양성·적구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대 활동방침을 마련했다. 이 방침에 따라 상우촌上武村에는 간부훈련반이 개설
되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기리기 위하여 2002년 12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순국
선열유족회와 중국 줘취엔현 정부는 상우촌에 순국선열전적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

192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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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항
산 항일전 희생열사 추모제와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이 비를 세우는 바
이다.
200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중국좌권현인민정부

∷ 현재 상태 상우촌 순국선열기념비는 옆에 중국혁명열사 기념비가 세웠졌으며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청소를 해주고 있다. 비문은 거헌충이라는 중국인 이름이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기념비 주변 기단의 보수가 필요하다.

관련자료

• 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염인호,「조선의용대와 윤세주」,『석정윤세주열사 탄생 110주년 어록비 제막식 및 국제학술회의 조선의용대(군)와 석
정 윤세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2011.

• 최봉춘,「석정 열사와 조선의용대(군)의 동지들」,『석정윤세주열사 탄생 110주년 어록비 제막식 및 국제학술회의 조선
의용대(군)와 석정 윤세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2011.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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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가는 길

36.874251° N
113.438851°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

■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上武村

중국–한단·석가장지역

锡海
线(G
207)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좌측)

194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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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정면

196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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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

∷주
∷정
∷내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桐峪鎭 上武村
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둔했던 장소이자 화북조선청년학교가 있었던 곳
용 1941년 6월 중국 화북지역에 위치한 타이항산太行山 팔로군 지구에는 크게 두개의 조
(

)

선인 그룹이 집결하였다. 한쪽은 일찍부터 동북진출을 주장하며 활동한 최창익崔昌益
이 중심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국민당 지구에서 2년 이상 활동하였던 조선의용대의
주력부대였다.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1941년 1월 10일 타이항산 팔로군 지
구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聯合會(이하 조청)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주력인 제1 ·2 ·3지대는 1941년 봄부터 북상하여 6월 경 이곳으로 진입했다. 1941년
7월 7일 두 그룹은 통합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華北支隊를 결성하였다.

중국–한단·석가장지역

1941년 8월 중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상우촌上武村에 화북조선청년학교華北朝鮮靑年
(

學校를

)

개설하였다. 간부훈련반으로 운영하였던 화북조선청년학교는 주임·교장 박효

삼, 부주임·부교장 진광화陳光華, 정치교관 윤세주尹世胄 ·최창익·김학무金學武를 선출하
여 운영되었다. 1941년 8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2개월의 교육을 통해 하급
간부 겸 무장선전 공작 요원을 배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중국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군사정치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신입대원에게 전수하
여 독립부대 운영과 팔로군 연대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고 지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간부훈련반은 화북지대의 신입대원 30여 명을 교육하여 하급간부로 양성하였다. 훈
련내용은 정치와 군사 및 과외활동이었다. 정치는 민족해방 투사가 될 수 있도록 계
급·민족투쟁의 이해·시사분석·조직 강령 및 정책결정·사상의식의 고취·조직성 강화
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목은 ‘조선문제’·‘정치상식’·‘시사문제’였다. ‘조선문제’는 윤세
주가 맡아 조선의 사회경제 분석부터 혁명동력·혁명전도의 문제까지 다루었다. ‘정치
상식’는 최창익이 맡았고 중국공산당 항일군정대학 정치상식 교재를 기반으로 사회
발전사·국제문제·정당문제 등을 주제로 삼았다. ‘시사문제’는 김학무가 맡아『신화일
보』·조선신문·중문잡지를 교재로 택하여 매일 시사를 강의하고 시사요지를 작성하
여 분석해줌으로써 대원들의 흥미 고취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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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시양롱성尙英生 관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홍복사는 3채의
건물이 있었고, 벽면에 항일표어가 있었다고 한다. 1941년 일제의 공격으로 사찰
이 전소되었고 이후 2009년에 재건되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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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가는 길

36.874932° N
113.438982°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
■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上武村

중국–한단·석가장지역

锡海
线(G
207)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정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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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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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정면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측면

202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후면(좌측 홍복사)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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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

∷주
∷정
∷내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桐峪鎭 上武村
의 조선의용대 무명용사의 묘
용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는 2002년 한중공동 학술회의 당시 관계자들이 발견하였다.
상우촌上武村 마을 주민들은 이 묘의 주인이 조선의용대 대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
(

)

었으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추모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분封墳의
형태가 희미해지자 마을 주민들이 2002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발굴되
었다.

∷ 현재 상태 무명열사 묘는 2002년 단장하면서 묘지석을 세웠다. 2017년 국가보훈처와 독립기
중국–한단·석가장지역

념관이 지원하여 다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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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가는 길

36.876940° N
113.438877°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상무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터 ■
■

상무촌
순국선열전적비

上武村

锡海
线(G
207)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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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좌측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우측

206

무명열사 묘에서 바라본 상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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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

∷주
∷정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麻田镇 麻田八路军总部纪念馆
의 조선의용대와 한중연합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팔로군 총부 전선사령부가 있었던
곳

∷내

용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급진전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홍군紅軍을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제팔로군第八路軍’으로 개편하였다. 총지휘
에 주더朱德, 부총지휘에 팽더화이彭德懷를 임명하는 한편, 총 3개사師에 병력수를 2만
명으로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팔로군 산하에는 린뱌오林彪의 제115사, 허룽賀龍
의 제110사, 류보청劉伯承의 제129사가 있었다.
팔로군 총부는 옌안延安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욕진桐峪鎭에 팔로군 총부 전선사령부를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129사단을 진둥난晋東南 지구에 배치하였다. 1941년 7월 팔로
군 총부 전선사령부는 마전麻田지역으로 옮겨왔다. 이전한 팔로군 총부 전선사령부는
현지 지주의 저택을 몰수하여 본부로 사용하였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 자리에 ‘팔로
군총부기념관’을 세워 사령부 건물을 보존해 놓았다.

∷현재 상태 팔로군 총부가 있었던 자리에 세운 마전팔로군총부기념관은 당시 모습을 보존하여
재현해 놓았다. 중국정부는 2012년 마전에 새롭게 마전팔로군기념관을 건립하여 팔
로군을 비롯한 항일전쟁시기 역사를 방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두 곳을 연계하
여 애국교육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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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田村

■

清漳
大道

마전진
인민정부
麻田镇
人民政府

∷가는 길

36.787910° N
113.510456°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마전
팔로군총부
기념관

■

중국우정저축은행
中国邮政储蓄银行

■

2)
32
(S
道
2省
32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표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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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전경

210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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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212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입구

마전 팔로군총부기념관 전시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13

|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

∷주
∷정의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麻田镇 云头底村
1941년 말부터 1942년 5월 ‘반소탕전’ 때까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주둔하였던
곳

∷내

용 1931년 7월 진지루위晋冀鲁豫 변구정부邊區政府 소재지인 동욕桐峪에서 조직된 조선의용
대 화북지대華北支隊가 윈터우디촌雲頭底村에 주둔하였던 시기는 1941년 말에서 1942년
5월까지였다. 화북지구로 북상하여 조직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1년 12월 일
본군을 맞아 후자좡胡家庄 전투, 형대邢台 전투 등을 치른 이후 1942년 5월 이른바 ‘반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소탕전’까지 반년 남짓 이곳에서 주둔하며 활동하였다.

∷ 현재 상태 현재 현급縣及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집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2016년
수해로 훼손되어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보수 지원비를 지원하였다. 2017년 보
수 중 재차 수해로 건물 옆의 500년 된 보호수가 부러지면서 오른편 건물 일부가 무
너졌다. 줘취엔현左權縣에서 보수 지원을 결정한 상태이다. 또한 마을 입구에 설치된
(

)

‘조선의용군주둔구지’라는 문구의 표지석도 보수가 요구된다. 마을 도로를 포장하면
서 표지석의 일부가 훼손되고 위치가 틀어져 있어 이를 재조정을 하고 보수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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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36.771657° N
113.509153°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

■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雲頭底村

■

조선의용대 표어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입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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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입구

216

수해로 파손된 조선의용대 주둔지 우측 벽면(2017년 12월 보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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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대 표어|

∷주
∷정
∷내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麻田镇 云头底村
의 조선의용대가 주둔하면서 항일선전을 위해 쓴 표어
용 윈터우디촌雲頭底村에는 당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문루에 써놓은 항일표어가 남아
있다. 윈터우디촌 서남쪽 마을 입구에는 작은 문루門樓가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를 남
각南閣이라고 한다. 석조 아치문을 만들어 통로로 이용하고 그 위에 사당을 만들어 사
용하였다. 이 남각의 벽면에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항일표어를 적었다.

항일표어는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벽면에 작성되었다. 입구 정면에는 “强制로
끌려온 동포들이어 팔로군이 있는 곳 마당 조선의용군이 있으니 총을 하늘에 대고

쏘시오”라는 표어가 있었으나 지워져 현재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입구 오
중국–한단·석가장지역

른쪽 벽에는 “왜놈의 上官놈을 쏴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요!”라고
쓰였고, 왼쪽 벽에는 “조선말을 자유대로 쓰도록 요구하자! 前志願兵”이라고 쓰여

있다. 항일표어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퇴색되어 흰색 페인트로 새롭게 덧칠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루 옆에는 2002년 한국의 순국선열유족회와 줘취엔현左權縣
(

)

정부에서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 현재 상태 남각은 마을 남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구 정문 글
씨는 이미 사라져 덧칠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른 면의 표어는 2~3년에 1번씩 덧칠하
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독립기념관,『국외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218

∷가는 길

36.768289° N
113.508410° E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

■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구글맵 위성사진 GPS)

雲頭底村

■

조선의용대 표어

조선의용대 표어 건물(2층은 사당으로 사용중)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19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의용대 표어 건물

조선의용대 표어를 알리는 표지석

220

조선의용대 표어 건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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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의용대 표어 건물

222

보수 이전 조선의용대 표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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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

∷주
∷정
∷내

소 山西省 晋中市 左权县 麻田镇 云头底村
의 타이항산 지역 조선의용대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을 알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
용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화북지대華北支隊는 1941년 12월 후자좡胡家庄 전투 이후부터
1942년 5월 ‘반소탕전’전까지 이곳에 주둔하였다.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이
하여 한국의 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줘취엔현左權縣 정부가 협의하여 조선의용대의
(

)

항일활동을 기리기 위해 비문을 세웠다. 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곳 운두저촌은 일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중국군민과 함께 싸운 조선의용
중국–한단·석가장지역

군이 1940년대에 주둔했던 항일독립전쟁의 현장이다 조국광복을 앞당기기
위해 동북지방으로 진출코자 북상하던 조선의용군은 이곳 태항산지구에서 일
본군 주력부대와 접전 중국군민과 함께 반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41년 박철동 이정순 손일봉 최철호 1942년 석정 윤세주 진
광화 1943년 이원대님을 비롯한 많은 선열들이 이러한 항일독립전쟁에서 순
국하였다. 조국의 광복은 선열들의 이 같은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다. 중국의
左權장군이 이 지구에서 전사 순국한 것도 1942년 같은 시기이다.

태항산 항일전 승리 60주년과 한중수교 10주년에 즈음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지
원으로 이 비를 세우는 바이다.
200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중국좌권현인민정부

224

∷ 현재상태 순국선열전적비는 윈터우저촌云頭底村 조선의용대 주둔지 오른편 사당쪽에 위치해 있
었다. 2010년 자연재해로 토사에 밀려 쓰러진 상태에 놓였고, 독립기념관과 국가보
훈처의 지원으로 마을 입구, 윈터우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앞 편에 새롭게 이동·세
워졌다.

관련자료

• 김성룡,『불멸의 발자취』, 민족출판사, 2005.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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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36.771644° N
113.509607°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마전 운두저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

■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雲頭底村

중국–한단·석가장지역

■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226

조선의용대 표어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입구 및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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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와 표지석

228

운두저촌 순국선열전적비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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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辽城乡 石门村
의 조선의용대원인 윤세주와 진광화 등의 반제국주의와 한국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한단시에서 건립한 기념관

∷내

용 타이항산太行山 일대는 조선의용대의 주력인 무정武亭과 박효삼朴孝三 ·최창익崔昌益이 활
(

)

동하던 곳이었다. 또한 중국의 팔로군 129사단(사단장 劉伯承, 정치위원 鄧小平)의 활
동 지역으로 팔로군 전방 총사령부가 소재한 장소였다. 타이항산은 조선의용대의 활
동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북조선혁명청년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도 담당했다.

1942년 5월 팔로군 타이항산 근거지는 일본군의 ‘소탕’계획에 따라 대대적으로 공

중국–한단·석가장지역

격을 받았다. 이 때 동원된 일본군은 약 4만 명이었으며, 전차와 비행기까지 동원하
였다. 5월 초순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소탕전’이 중순을 넘어서 하순에 이를 즈음 적
의 포위망은 최후의 일선까지 압축되어 팔로군 총사령부와 조선의용대 지대부가 있
던 마전麻田조차 일본군의 대포 사격권 내로 포위당하였다. 팔로군 총사령부는 어느
한 지점을 공격·점령하여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의용대에게 두
개의 고지를 점령할 것과 포위당하고 있는 전군이 탈출할 때까지 그 고지를 사수할
것을 명하였다.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이른바 ‘반소탕전’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2년 5월 24일 팔로군 심장부인 전선 총사령부에 일본군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주축인 윤세주尹世胄 ·진광화陳光華는 일본군의 ‘소탕전’이 진행
되자 추격을 뿌리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1942년 5월 28일 새벽녘 윤
세주와 진광화는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었다. 진광화는 대치중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으며, 윤세주는 부상을 입었으나 최채의 도움을 받아 피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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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은 2005년 한단시 서현涉縣정부에서 건립하였다. 전시는 시양

롱성尙英生 관장이 주도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구성하였다. 2011년 독립
기념관에서 진광화·윤세주를 비롯한 조선의용대의 역사에 관한 전시지원을 하면서
한중 양국의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 한상도,『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 한상도,『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2000.

• 염인호,『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사, 2001.

• 한상도,『한국독립운동의 시대인식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독립기념관,『국외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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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

36.678163° N
113.552786° E

중국–한단·석가장지역

213
省道
(S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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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권장군 묘
■

(구글맵 위성사진 GPS)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진입로

윤세주 묘
진광화 묘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진입로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에서 바라본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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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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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정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35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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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내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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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주 열사 묘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辽城乡 石门村
의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 타이항산에서 전사한 조선의용대 출신 윤세주 열사의 묘
(1950년 10월 한단시내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

∷내

용 1942년 5월 윤세주尹世胄 ·진광화陳光華가 소속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화북지대華北支隊
와 중국 팔로군八路軍은 일본군 북지파견군北支派遣軍의 ‘소탕전’에 대항하여 ‘반소탕전’
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은 1942년 2월 병력 4만여 명을 동원하여 ‘제1차 소탕전’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1차 소탕전’이 3월 30일로 끝나자 같은 해 5월에는 본격적으로
20개 사단 약 40만 명을 동원하여 ‘제2차 소탕전’을 시작하였으며, 전차와 비행기까
지 동원했다. 5월 초순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소탕전’은 하순에 이를 즈음 팔로군 총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사령부와 조선의용대 지대부가 있던 마전馬田까지 적의 대포 사격권 내로 들어갔다.
화북지대와 팔로군은 일본군의 ‘소탕전’ 전개로 포위를 당하자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
전하였다. 팔로군의 주력부대가 외곽작전 수행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황에
서 마전에 주둔하고 있던 수천 명의 비전투 인원들이 일본군에 포위되었다. 남아있던
전투부대는 팔로군의 경위警衛부대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 40명을 포함한 200여
명 뿐이었다. 화북지대는 기관총 한 대와 보총 몇 자루와 소량의 수류탄만을 소지하
고 있었다. 화북지대는 일본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타이항산太行山 내로 이동하였고
(

)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팔로군 측에서는 사령부 참모장 줘취엔左權
이 십자령 고가파高家坡에서 마지막 봉쇄선을 돌파 할 때 전사하였다.
화북지대와 팔로군은 팡청진偏城鎭 헤이룽동黑龍洞 부근에서 다시 일본군과 마주쳤으나
(

)

결사적 태세로 포위를 돌파하였다. 5월 27일 헤이룽동 산골짜기와 하청구河靑口를 통
과하였으나 일본군의 포위망은 풀리지 않았다. 이에 화북지대는 팔로군 총부와 따로
움직였으며, 같은 날 한밤중에 팡청진 북동쪽의 화옥산花玉山에 이르러 4개조로 나누
어 행동하기로 하였다. 이때 윤세주 ·진광화는 김두봉金枓奉 ·이철중李鐵重 ·최채崔采 ·이
수영·김기숙金基淑 ·김영숙·김해연金海燕(김두봉의 딸) 등 총 9명으로 한 조를 이루었다.
이들이 소지한 무기는 권총 한 자루와 수류탄 몇 개 밖에 없었다.
5월 28일 윤세주·진광화가 속한 조는 한 산비탈의 관목림에 숨었다가 10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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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에게 발견되었다. 진광화는 숲속의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세주·최채와 함께
숲속에서 나와 각기 세 방향으로 산비탈을 따라 뛰면서 적의 화력을 분산시켰다. 윤
세주는 허벅지에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석굴에 은신했던 최채는 일본군이 물러
간 후 윤세주를 석굴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였다. 다음날 분대장 하진동河振東과 함께
산속의 움집으로 윤세주를 옮기고 같이 지켰다. 그러나 윤세주의 상태는 호전되지 못
하였고 결국 순국하였다.
1942년 5월 ‘반소탕전’ 이후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렀다.
중국공산당 중앙북방국과 팔로군 야전사령부 정치부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타이
항산 지구에서 조선의용대 열사들을 위한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기타 지구에서는 열
사들의 사적보고회를 열었다. 조선의용대의 진광화와 윤세주는 줘취엔 장군 묘소 부
근에 안장되었다.

∷현재 상태 윤세주 ·진광화 열사의 묘는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에서 관리를 하여 양호한 상태
이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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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광화 열사 묘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辽城乡 石门村
의 1942년 5월 ‘반소탕전’ 당시 타이항산에서 전사한 조선의용대 출신 진광화 열사의
묘

∷내

용 1942년 5월 화북의 일본군은 팔로군八路軍이 주둔한 타이항산太行山 일대에 대규모 ‘소
(

)

탕전’을 전개하였다. 일본군 선두부대가 중국인 옷과 팔로군의 회색군복을 입고 근거
지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근거지에 접근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5월 22일 일
본군 41사단 주력이 라오현遼縣(현 左權縣 )을 포위하였다. 비전투 요원 수천 명의 인원

들이 포위되었고, 전투부대는 팔로군의 경위警衛부대 및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 40명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을 포함한 200여 명 뿐이었다.
1942년 5월 25일 팔로군 경위부대는 서쪽에서, 화북지대는 동쪽에서 각각 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막고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화북지대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
어 동쪽 산마루로 달려갔고, 지대장 박효삼朴孝三의 지휘에 따라 사격을 개시하였다.
일본군은 화력을 팔로군과 의용대 진지로 집중시켰고 그 틈을 이용하여 비전투 요원
들은 헤이룽동黑龍洞 방향으로 피신하였다. 부총사령 팽더화이彭德怀와 야전사령부 정
(

치부 주임 뤄루이칭羅瑞卿도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으나 줘취엔左權 장군은 십
자령 고가파高家坡에서 전사하였다.
팔로군 경위부대와 화북지대는 팡청진偏城鎭 헤이룽동 부근에서 다시 일본군과 마주
쳤으나 결사적 태세로 포위를 돌파하였다. 5월 27일 헤이룽동 산골짜기와 하청구河靑
口를

통과하였으나 일본군의 포위망은 풀리지 않았다. 이에 뤄루이칭은 인원을 분산

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가도록 지시하였다. 화북지대는 팔로군 총부와 따로 움직였으
며, 같은 날 한밤중에 팡청진 북동쪽의 화옥산花玉山에 이르렀고 다시 4개조로 나누어
행동 했다. 윤세주尹世胄 ·진광화陳光華 ·김두봉金枓奉 ·이철중李鐵重 ·최채崔采 ·이수영 ·김기
숙金基淑 ·김영숙·김해연金海燕 등이 한 조를 이루었다.
5월 28일 윤세주 ·진광화 등 9명은 산비탈의 관목림에 숨었다가 일제에게 발견되
었다. 진광화는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세주·최채와 함께 적의 시선과 화력을 분
산시키기 위해 각자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진광화는 일본군 총격에 다리를 맞고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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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으로 추락하여 전사하였다.

∷ 현재 상태 윤세주 ·진광화 열사의 묘는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에서 관리를 하여 양호한 상태
이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7.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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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

36.679151° N
113.553187° E

중국–한단·석가장지역

213
省道
(S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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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권장군 묘
■

(구글맵 위성사진 GPS)

윤세주 열사

윤세주 묘
진광화 묘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윤세주 · 진광화 묘 입구

윤세주 · 진광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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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윤세주 · 진광화 묘 뒷모습

윤세주 · 진광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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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주 · 진광화 묘 출입계단

한중우의 기념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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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辽城乡 石门村
의 1942년 일제의 ‘소탕작전’시 희생된 항일열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진기로
예 항일순국열사 기념관

∷내

용 진지루위晋冀鲁豫 항일순국열사기념관은 1942년 일제의 ‘소탕작전’에 대항하여 ‘반소
탕전’을 전개하다 순국한 항일열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2015년 겨울
착공하여 2017년 9월 30일 개관하였다. 전시는 대체로 중국공산당의 국제주의와 항
일작전, 순국 열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의용대 역사와 진광화·윤
세주의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상태 진지루위 항일순국열사기념관은 중국 서현涉縣 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회에서 건립

중국–한단·석가장지역

(

)

하였다. 이곳은 중국 애국교육기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같은 구역에 위치한 조선의
용군열사기념관·윤세주·진광화 묘와 연계하여 한중 양국의 공동투쟁을 알릴 수 있
는 중요한 교육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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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

윤세주 묘
진광화 묘
■

좌권장군 묘
■

36.677575° N
113.553779°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213
省道
(S21
3)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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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내부 전시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내 조선의용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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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건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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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내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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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로예 항일순국열사기념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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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로예 열사능원 - 윤세주· 진광화 묘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邯山区 陵园路 60号
의 산서 ·하북 ·허난 ·산둥 4성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진지루위 팔로군 유격전구에서 항
일투쟁을 하다 순국한 열사들의 능원

∷내

용 진지루위晋冀鲁豫 열사능원은 중국 항일열사를 모신 곳이다. 항일전쟁시기 진지루위
(산시·허베이·허난·산둥)지역의 항일열사를 모셔 놓았으며 연대장급 이상 인물 및 군

장군급 이상의 인물을 안장하였다. 열사능원의 조성은 1946년 3월 진지루위참의회
제1계屆 제2차 대회에서 결의되었다. 허베이河北 한단邯鄲에 능원을 세워 “전총”과 진
(

)

지루위군구 및 129사단의 열사들을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1949년 9월 중국정부는
타이항산太行山에 모셔져 있는 줘취엔左權 장군의 유해와 윤세주尹世胄 ·진광화陳光華 두
중국–한단·석가장지역

(

)

열사의 유해도 동시에 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1942년 5월 타이항산 전투에서 순국
한 후 서현涉縣 스원촌石門村에 모셔놓았던 윤세주·진광화 묘는 1950년 10월 21일 한
(

)

단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하였다.
열사능원은 남원南園과 북원北園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대체로 북원은 묘역을 비
롯하여 관리구역·기념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원은 묘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 타
이항산 스원촌에 있던 윤세주·진광화의 묘는 같은 자리에 똑같은 규모로 건축되었으
나 이곳으로 이장 후에는 각기 다른 곳에 모셔지게 되었다. 윤세주의 묘는 남원 정문
에서 100m 전진 뒤 좌측 입구 정면 3열 17번째이고 진광화 열사는 북원 줘취엔 묘
역의 왼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진광화의 묘는 원래 중국 항일열사인 범축선范筑
先의

묘로 조성되었으나 부인과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 대신 모셔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진광화가 중국공산당원이라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 열사능원의 임직원은 모두 80여 명이며 2~3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
능원 전체를 보수하였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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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东大街

윤세주
36.598554° N
114.480730° E
진광화
36.601189° N
114.481181° E

陵西南大街

∷가는 길

晋冀鲁豫烈士陵园

진광화 묘 ■

左权将军纪念馆
■

陵园路

■

입구

윤세주 묘 ■

■

邯鄲体育场

劳动路

윤세주 묘가 있는 진기로예 열사능원 남원(南園)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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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윤세주 묘 참배

윤세주 묘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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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주 묘

윤세주 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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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진광화 묘가 위치한 진기로예 열사능원 북원(北園)

256

윤세주 · 진광화 유해 이장 모습

윤세주 · 진광화 유해를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할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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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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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진광화 묘 우측

진광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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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縣 中原村
의 1942년 11월 1일 화북조선독립동맹에서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통해 간부를 양성하
기 위해 설립한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의 옛 터

∷내

용 1942년 5월 조선의용대는 서현涉縣 중원향中原乡 곡원촌曲原村(현 中原村 )에 집결하였다.
(

)

현재는 중원촌으로 불리우며 주변의 북원촌北原村 ·남원촌南原村 등과 함께 칠원촌七原村
이라고도 한다. 1942년 7월 10~14일까지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聯合會(이하 조
청)는 이곳에서 제2차 대표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표대회를 통해 조선의용대 화북지

대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조청은 조선독립동맹(이하 독립동맹)으로 개칭하기로
결정했다.
중국–한단·석가장지역

독립동맹은 김두봉金枓奉 ·무정武亭 ·최창익崔昌益 ·박효삼朴孝三 ·김학무金學武 ·최야화蔡野火,
蔡國藩 ·김창만金昌滿 ·왕지연王志延(韓斌) ·이유민·진한중陳漢中 ·이춘암李春岩

등 11명을 본부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고 김두봉을 주임위원으로 선임했다. 1942년 8월 경 팔로군
포병대(퇀) 퇀장团长으로 있던 김두봉은 포병부대 창설임무를 완수하고 당 중앙의 명
령에 따라 조청 조직과 화북지대 지도를 위해 중원촌에 도착하였다.
독립동맹은 1942년 11월 1일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1944년 화북조선혁명군사학교로
개칭)를 세웠다. 학교는 진지루위晋冀鲁豫 변구邊區 서현 중원촌 내 원정사元正寺라는 사

찰을 사용하였다. 교장은 무정이었고 교무주임은 김학무였다. 화북조선청년혁명학
교의 설립 취지는 화북 일본점령지의 조선인들이 탈출해 오면 이들을 수용·교육하고
조선의용군에 입대시키는 것이었다. 제1기의 학습기간은 5개월이었으며, 과목은 조
선혁명사·사회발전사·초보적 군사학 등이었다. 봄·가을 낮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
여 자립기반을 만들었으며 일본군이 침입하면 전투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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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오른쪽 건물은 당시 해방일보사에
서 사용하였다. 마당 지하에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소가 있었으며 현재 입구를 막아놓
은 상태이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61

■

36.592391° N
113.642708°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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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皇
娲

∷가는 길

中原村

(구글맵 위성사진 GPS)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중원촌 입구

중원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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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촌 화북조선
청년혁명학교 구지

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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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에서 바라본 중원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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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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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내 전시관 입구

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내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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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촌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구지 내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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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혁명군정학교 |

∷주
∷정

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河南店镇 南庄村
의 1944년 1월 조선의용군의 주력이 옌안으로 떠난 이후, 타이항산으로 들어온 조선인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낡은 사찰을 수리하여 군정학교를 세운 장소

∷내

용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와 학생대원들은 1944년 1월 말 타이항산太行山을 떠나 옌안 延
(

安으로
)

이동하였다. 조선의용군 대원이었던 이화림李華林에 의하면 조선의용군과 팔

로군 측에서 안전한 옌안지역에 조선혁명군정학교를 건립하고 화북 각지에 있는 의
용군 대원들을 집결시켜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
나 타이항산으로 조선인 청년들이 계속 모여들자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1944년 9월 9일 조선독립동맹 태항분맹이 있던 서현涉縣 허난점河南店에서 서남쪽 언
중국–한단·석가장지역

덕 1.5km 떨어진 난좡촌南庄村의 한 사찰에 화북조선청년군사정치간부학교(조선혁명
군정학교, 타이항산군정학교)를 개교하였다.

1945년 5월 당시 타이항산지구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생도 수는 293명이었는데, 그
들은 수준에 따라 고급·중급·저급반으로 나누어 정치학습과 군사훈련, 학생자치와
문화구락부 활동을 하였다. 학교 남쪽으로는 1944년 이후 일본군 지역에서 탈출하여
의용군에 합류해 들어오는 조선청년들을 임시로 수용했다고 하는 토지묘(중국 민간신
앙으로 토지신을 모신 곳)가 있다. 조선의용군 출신인 이섭李涉이 남긴 회고에 의하면 낡

은 절간을 보수해 만든 학교에서 대원들은 교탁이나 책걸상이 따로 없어 얇은 이불을
깔고 앉아 무릎 위에 필기장을 놓고 공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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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난좡촌 인구는 약 4,000여 명으로 주변 마을의 2배 규모의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는 연혁을 알리는 비석(1986년 건립) 있으며 “조선의용대 주둔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조한우의기념대”가 마을 광장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왼쪽에
조선혁명군정학교 건물이 있다. 조선혁명군정학교는 초등학교로 사용하다가 현재
난좡촌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초에 한단시에서 “조선의용군 총본부, 조
선혁명군정학교 옛터”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 · 독립기념관 · 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염인호,『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 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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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혁명군정학교 내부

조선혁명군정학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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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36.543494° N
113.655374°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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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혁명군정학교 건물 내부

조선혁명군정학교 건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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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으로 이용되었던 흔적을 규명해 주는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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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한우의기념대 및 마을광장(우측 건물이 조선혁명군정학교 건물이 있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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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河北省 邯郸市 涉县 河南店镇 南庄村 五指山
의 조선의용군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오지산에서 토지 개간활동을 하던 곳
용 1942년 5월 조선의용대는 서현涉縣 중원촌中原村(과거 曲原村 )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해 7월 이곳에서 조청 제2차 대표대회를 열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선의용군 화북지
대와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용군은 타이항산太行山 일대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

본군과 대치상태에서 물품과 식량이 부족하여 채소와 나물, 좁쌀죽 등으로 끼니를 해
결해야 했다. 이에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군사훈련·선전활동과 함께 자급자족을 위한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생산운동에도 나섰다.
「화북조선독립동맹 공작 경과보고」에 의하면, 조선의용군의 생산활동은 타이항산
에 들어온 1943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1943년 봄에는 “자력갱생하여 풍의족식豊衣
足食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생산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혁명학교에 소

속된 대원들은 서현 중원촌에서 약 20km 떨어진 이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감자
를 심었다. 타이항산은 기암괴석들로 뒤덮여 있었고 바윗돌 위에 먼지 흙이 약간 덮
인 황무지였다. 게다가 심한 가뭄이 들어 황무지에 괭이 날을 박으면 흙먼지가 뽀얗
게 일어나곤 하였다. 황무지 개간이란 돌무지 위에다 땅을 일구는 고된 작업이었다.
가파른 산비탈에 등짐으로 물을 날라 밭을 일구는 일은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개
간지였던 오지산五指山에는 감자 같은 식량이나 채소·목화 등을 재배하였다. 조선의용
군인 이섭李涉의 회고에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하루는 무정 동지가 김흥이와 나를 부르는 것이였다. 조선의용군 총부에 이르자 무정 동
지는 땅이 녹기 전에 오지산에 올라가서 감자를 심을 수 있는 개간지가 있는가 보고 오라
고 지시를 주었다. 우리는 당지의 로농을 찾아 오지산의 지형과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문
의하였다. 로농들은 감자를 심을 만한 개간지도 있고 이전에 부치던 묵밭도 있는데 길이
험하다고 했다. 우리는 로농들이 일러준 대로 오지산 벼랑 밑에 가서 쳐다보니 높이가 4,
5십 길은 잘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험준하고 가파로운 벼랑길을 톺아올랐다. 우리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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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창이 되여 산등성이에 올라와보니 펑퍼짐한 곳에 묵밭도 있고 넓은 개암밭도 있었다.
우리가 총부에 돌아와 회보하니 무정 동지를 비롯한 지도동지들은 토론 끝에 그곳을 개
간하기로 결정지었다. 하여 군정학교의 학생들은 매일마다 아침 일찍이 점심을 갖춰가지
고 가파로운 뒤 길로 오지산에 올라가서 개암나무며 잡초뿌리를 파던지고 감자밭을 일구
었다. 그곳은 시꺼먼 부식토 천지여서 말 그대로 조선의 갑산감자밭과 비슷했다. 우리는
개암밭을 일구고 감자를 심었으며 좀 늦게 개간한 묵밭에는 녹두를 심었다.

∷현재 상태 오지산은 2017년 5월 태항오지산경구太行五指山景區라는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안
내도에 “朝鮮義勇軍旧地”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다만 영문표기가 “The old north
Korean milltia”로 되어 있어 “Korean Volunteers”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왕치아오전王巧珍(1929년생, 15세에 이 마을로 시집 옴)씨는 조선의용군 대원들
이 마을에서 거주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도 찾아왔으며 대원들의 수가
많아 집 앞마당에서 숙영했다고 한다. 조선의용군 거주지로 알려진 곳은 현재 정율성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간을 다각적으
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조선의용군발자취』집필조,『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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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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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군을 기억하고 있는 왕치아오전(1929년생)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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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치아오전 주거지(오지산 조선의용군 주둔지 부근)

만남과 아쉬운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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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河北省 邯郸市 武安市 南西井村
의 조선의용대에서 중문으로 작성한 항일선전 표어
용 조선의용대의 임무 중의 하나는 선전활동이었다. 대원들은 타이항산太行山 일대의 마
(

)

을을 돌며 석회 등을 이용하여 담장·전봇대·나무 등에 한문이나 한글·일본어로 된
항일표어를 적었다. 조선의용대는 194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 일대에서 227종,
12만 3천 800장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1천 453곳에 항일 구호를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난시진촌南西井村의 조선의용대 항일표어는 이러한 선전 활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있다. 이곳의 항일표어는 총 3채의 건물 벽면에 걸쳐 ‘중조 양대민족 단결하여 공동
의 적 일본강도를 타도하자! 조선의용대中韓兩大民族團結起來打倒共同的敵人日本强盜! 朝鮮義勇隊’
라고 적혀 있다. 이 건물은 당시 마을 지주의 집이었는데 팔로군이 집무처로 사용하
였다.

∷ 현재 상태 궈런즈郭潤滋(1942년생)씨의 부모가 이 집을 인수한 후 3형제가 각각 거주하였다. 현재
궈런즈씨만 거주하고 있으며 형제들은 모두 외지에 살고 있다. 2016년 벽 일부분이
무너져 벽돌로 복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敵人” 글씨가 소실되었다. 또한 “조선의
용대”라는 글씨도 벽면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김승일,「태항산지구 조선의용대 활동지역 조사 성과와 과제–향후 조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제언 - 」,『조선의용대 창설

75주년 기념 한 · 중 · 일 국제학술회의 조선의용대 연구의 새로운 전개』,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 덕산이원대열
사기념사업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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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군이 작성했던 중문 항일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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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정촌 조선의용대 중문 항일표어 정면

남서정촌 조선의용대 중문 항일표어 건물 주인 궈런즈(1942년생, 좌측에서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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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河北省 石家庄市 赞皇县 黑水河乡 胡家庄村
의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일본군의 교전이 벌어진 후좌좡 전투지
용 1941년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김세광金世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화북
지대華北支隊 제2대 대원 20여 명은 선전물과 지방정형조사 및 자체 정신동원공작 등
의 준비를 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유격 지역에서 무장선전활동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2일 원씨현原氏縣 한 지점에서 좌담회를 하고 같은 날 북영北營에서 군중집회
(참가자 400여 명)를 전개하였다. 3일에는 헤이수이동黑水河에서 군중집회(참가자 400여
명)를 열었고, 4일에는 왕자좡王家庄 등에서 촌급村級간부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6일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에는 소촌蘇村(참가자 300명), 10일에는 소장蘇庄에서 군중집회(참가자 200여 명)를 열
었다. 그리고 원씨현 공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 민중대회를 12일 개최하기로 결
정했다.
이러한 화북지대의 동향을 주시해 오던 일본군은 화북지대 제2대 공격을 위한 준비
를 진행했다. 준비를 마친 일본군은 12월 12일 새벽 300여 명을 동원하여 제2대가
숙영하는 후자좡胡家庄 마을을 포위하여 습격하였다. 원래 무장선전공작에서 전투는
가급적 회피하도록 하였으나 일본군이 조선의용대를 공격해오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화북지대 대원들은 마을 서쪽 고지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적의 맹렬한 사격 때문에 여
의치 않았다.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었으나 역시 적의 사격이 맹렬하였다. 포위당한
것을 알고 다시 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여 기관총과 소총으로 대응사격하면서 포
위망 돌파에 나섰다. 대부분의 대원은 탈출했으나 손일봉孫一峰 ·최철호崔鐵鎬 ·이정순李
正淳 ·박철동朴喆東

등 4명은 전사하고 김학철金學鐵은 중상을 입은 후 피체되었다. 그리

고 대장 김세광, 분대장 조열광趙烈光, 대원 장례신張禮信은 부상당하였다. 지대부에서
는 대장 김세광이 후자좡 전투에서 중상을 입자 이철중李鐵重을 파견하여 대신 제2대
를 지휘하게 하였다.
현재 후자좡 전적지는 마을입구의 호가장보위전항일열사기념비 ·조선의용대 주둔
지·전투지(마을 서쪽 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가장보위전항일열사기념비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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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마을 입구에서 처음 전투가 벌어졌고, 이후 조선의용대는 마을 서쪽 산으로 이동
하면서 교전을 계속하였다. 이때 총소리를 듣고 후자좡 마을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팔로군이 합류하여 교전하다가 12명이 전사하였다. 전사한 조선의용대원 4명
의 시신은 일본군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황베이핑촌黃北坪村으로 옮겨졌다.

∷ 현재 상태 호가장보위전항일열사기념비는 조선의용군열사기념 시양롱성尙英生 관장이 후좌좡
전투와 순국자들을 기리기 위한 성역화 사업을 정식으로 제안하여 2012년 6월에 건
립되었다. 기념비를 중심으로 중국 허베이 원씨현인민정부, 중국 연변작가협회, 한국
실천문학가협회가 공동으로 왼쪽에는 “김학철항일문학비”, 오른쪽에는 “김사량항일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후자좡 마을에는 조선의용군이 주둔했던 건물( 西台小區 8號 )
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조선의용대와 관련한 간단한 전시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주둔지로 사용했던 건물의 주인인 후궈전胡國辰(1958년생)씨의 부인은 조선의용대 군
가를 기억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학철이 작사했다고 알려진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나운 비바람이 치는 길가에 / 다 못가고 쓰러지는 너의 뜻을
이어서 이룰 것을 맹새하노니 / 진리의 그늘 밑에 길이길이
잠 들어라 불멸의 영령

후자좡은 국내 탐방단에서 자주 방문하고 있어 조선의용대와 후자좡 전투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의용대 주둔지를 활용하기 위해 전시·보수 지원,
주변정화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염인호,「조선의용대와 윤세주」,『석정윤세주열사 탄생 110주년 어록비 제막식 및 국제학술회의 조선의용대(군)와 석
정 윤세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2011.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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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2958° N
114.239127° E

호가장 조선의용대
주둔지

■

조선의용대 호가장
전투지

(구글맵 위성사진 GPS)

중국–한단·석가장지역

061县道

호가장보위전항일열사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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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장보위전
항일열사기념비
■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건물 입구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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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건물 전경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건물 내부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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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장 전투가 전개되었던 마을 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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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북평촌 4열사 묘역 |

∷주
∷정
∷내

소 河北省 石家庄市 赞皇县 黃北坪村
의 후자좡 전투에서 희생당한 4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와 묘역
용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화북지대華北支隊는 1941년 11월 12일~29일 선전물 준비 및 지방
지형조사와 자체 정신동원공작 등의 준비를 통하여 무장선전활동에 대비하였다. 원
씨현原氏縣에서 선전활동을 전개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대는 같은 해 12월 12일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북지대 제2대는 12일 새벽 일본군에게 습격
을 받았다. 이른바 후자좡胡家庄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지대원들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대응사격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장 김세광金世光, 분대장 조열광
趙烈光,

대원 장례신張禮信은 부상당하였고, 손일봉孫一峰 ·최철호崔鐵鎬 ·이정순李正淳 ·박철

중국–한단·석가장지역

동朴喆東 4인이 전사하였으며, 김학철은 중상을 입은 후 피체되었다.
일본군이 물러간 후 제2대는 촌민들의 도움을 받아 전사한 4명 열사의 시신을 황베
이핑촌黃北坪村에 위치한 임시 숙영지로 옮겼다. 황베이핑촌은 원씨현元氏縣에서 서남쪽
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팔로군 1분구 사령부(1분구 사령장 진지회)가 있어
다른 장소보다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12월 15일 마을 뒷산 언덕 위에서 4명
의 장례식이 개최되었으며,『신화일보』특파기자도 참석하여 소식을 보도하였다.

∷현재 상태 1941년에 조성된 4열사의 묘는 현재 위치에서 약 500m 아래쪽에 있었다. 당시 만들
어진 비석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현재 4열사 묘는 2002년에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한국 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마을 입구에
순국선열기념비를 세웠다. 이후 2015년 독립기념관의 지원으로 새로 단장하였다. 이
때 묘역 단장하면서 마을 입구의 순국선열비도 4열사 묘 앞쪽으로 위치에 옮겨져 함
께 정비되고 있다.

관련자료

• 염인호,『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사, 2001.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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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0171° N
114.177233°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황북평촌
4열사 묘역 ■

■

최초 4열사
묘 자리

최초 순국선열비 위치
(현재 4열사 묘역으로 이동) ■

황북평촌 입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97

중국–한단·석가장지역

황북평촌 4열사 묘역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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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북평촌 4열사 묘역에서 바라본 마을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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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황북평촌 4열사 묘역에 위치한 순국선열기념비

300

황북평촌 4열사 묘역

황북평촌 4열사 묘역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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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황북평촌 4열사 최초 묘역(좌측부터 박철동 · 손일봉 · 이정순 · 최철동의 최초 묘가 위치해 있다)

302

호가장 전투로 순국한 4열사 추도회

호가장 전투로 순국한 동지들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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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장 화북군구열사능원 - 주문빈 묘 |

∷주
∷정
∷내

소 河北省 石家庄市 中山西路 343号 和平公园
의 한인 사회주의자 주문빈의 묘소가 마련 된 곳
용 화북열사능원(舊화북군구 열사능원)은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庄시에 위치하고 있다. 화북
(

)

(

)

열사능원의 건립 장소는 항일전쟁시기 일제가 신사로 사용했던 공원이었다. 1948년
스자좡을 시찰하던 주더朱德가 이 장소에 열사능원 건립을 제의함에 따라 설립이 추

진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에 화북군구열사능원이 준공(부지총면적이 21만 평방
미터)되었고 1954년 8월 9일에 낙성식을 가졌다.

열사들의 묘소는 기념비와 동상 등을 세워놓은 큰 길을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

중국–한단·석가장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묘소는 다시 동·서 두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총 317명의 열사들이
안치되었다. 기념비의 좌우에 설립된 동상 중 오른쪽 맨 앞에 주문빈 동상이 위치해
있다. 동상에는 “주문빈周文彬(1908~1944), 원명은 김성호, 조선 평안북도 의주군 홍
남동 사람으로 중공당원이다. 원 중공 기열변冀熱邊특위 조직부장이다. 항일전쟁 이전
노동자운동에 종사하였다. 1944년 가을 풍윤현 양가포전투에서 희생되었다”라는 내
용의 약력이 새겨져 있다. 화북열사능원 내에 설립한 열사기념관에는 항일열사 50여
명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문빈도 포함되어 사진과 약력, 회고담을 적은 글 등
당시 활동이 설명문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화북군구열사능원 연구원 웨이위에委月의
설명에 따르면, 주문빈의 어머니는 중국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감사의 뜻
을 편지로 작성하여 보냈다고 한다.

∷현재 상태 매년 화북열사능원에서 국제주의 인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 편,『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11, 국가보훈처, 1994.

• 손염홍,「周文彬과 중국혁명」,『한국학논총』3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8.

• 염인호,『한국독립운동의 역사(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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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路

■

泰华街

∷가는 길

화북혁명전쟁기념관(华北革命战争纪念馆)
■

38.045827° N
114.459373° E

■

(구글맵 위성사진 GPS)

주문빈 묘

주문빈 동상
■

열사기념관(주문빈 전시)
烈士纪念馆

■
관람안내소
(华北军区烈士陵园
노먼 베순
(Norman Bethune) 묘 游客服务中心)
■
白求恩墓

烈士陵园 1호선

中山西路

주문빈 묘소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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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주문빈 묘

주문빈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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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빈 묘지석

석가장 화북군구열사능원에 모셔진 주문빈 묘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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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화북군구 열사능원에 세워져 있는 기념탑

주문빈 동상

308

석가장 화북군구열사능원 내 열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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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단·석가장지역

열사기념관 내 전시 모습

310

열사기념관 내 주문진 전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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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생·왕춘향(현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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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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