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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사회는 남북한 화해공존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주목된다. 내년은 3·1운동과 대
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2002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24개국에 소재한 1,005개소
가 조사·보고되었다. 지금도 새로운 자료 발굴과 더불어 신규와 심화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중
이다. 향후 독립운동사적지와 한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발자취는 디아스포라라는 다양
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올해에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 동북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특히 이곳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인 현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연은 현재까지 영속성을 지니면서 이어지고 있다.

연해주지역은 1860년대 목숨을 건 월경越境 이주로 현지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독립운동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이번에는 헤이그특사이자 연해주지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
을 전개하다 순국했던 이상설, 그리고 러시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등의 활동 사적,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한인 거주지역과 한인 집단거주지였던 개척리와 신한촌, 항일언론의 상징
『해조신문』과 『권업신문』 발간 장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풍
지역 한인마을과 수청지역의 다우지미 한인 마을 터와 한인공동묘지, 제8호모범한인중학교 건
물 등지를 신규로 발굴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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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은 국외독립운동의 중심이자 거점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의거는 청소년들에게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정신적인 지주나 마찬가지였다.
안중근의거와 관련된 현장과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가혹하게 취조를 받은 하얼빈 일본총영
사관 건물 등에 대한 심화 조사는 독립운동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오운진 배달촌, 남
자현 묘지 터, 김성백 거주지 터 등에 대한 신규 조사는 한인사회의 근거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민족제단에 바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였다. 모쪼록 이 책자가 우리 선조들이 남긴 독립정신의
역사 자산을 널리 보급하고 새로운 역사현장을 확인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독립기념관 관장 이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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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러시아지역의 인명과 지명은 해당국가 발음을 한글로, 한자는 우리말로 발음하여 한글
로 표기하였다. 예)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채가구(蔡家溝)

2. 수록된 독립운동가 서훈관련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의거했다.
3. 수록된 약도의 GPS는 구글맵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4. 수록 사진은 2018년 현지 학술조사시 촬영한 것이다.

홍범도洪範圖(1868~1943) 대통령장
황병길黃丙吉(1885~1920)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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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지역적 광범위성에 있다. 20세기 전반기 한민족
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중국 관
내·만주, 미주 등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 지역에서도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현재까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조사·발굴된 1,005개소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119개소가 러시아에 위
치해 있고, 이중 대부분의 사적지가 연해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제정 러시아가 청나라와 1858년과 1860년에 각각 체결한 아
이훈조약愛琿條約과 북경조약北京條約을 통해 연해주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한국
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러시아 연해주지역으로 이주
는 1863년부터 시작되었다. 함경도 지역의 농민 13가구가 두만강 하류를 건너 포시에트 지
역 지선허地新墟에 정착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이후 연해주 각 지역에는 한인 마을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 연추煙秋(크라스키노)를 중심으로 한인 마을이 건설되었고, 점차 범위를 넓
혀 추풍秋風·소왕령蘇王領(우수리스크), 한인 활동의 중심지였던 해삼위海蔘威(블라디보스토크), 수
청水淸(파르티잔스크) 지역 등 연해주 전역에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추풍 4사四社로 불리었던
푸칠로프카Putillovka, 六城村·크로우노프카Krounovka, 黃溝·코르사코프카Korsakovka, 河口·시넬리니
코보Sinel’nikovo, 永安坪, 수청지역의 니콜라예프카新英洞·다우지미·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브스
코예(큰영) 등이 대표적인 한인 마을이었다.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블라디보스
토크에도 한인들이 증가하여 한인집단 거주지인 ‘카레이스카야 스라보드카’, 즉 개척리開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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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되었고, 1911년 이후 그 근거지가 북부 변두리로 이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한인 거주지이자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였던 신한촌新韓村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했던 이유는 내적으로 기근과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 외적으로 러시아 연해
주지역의 항구건설, 시베리아철도 부설 등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 때문이었다.
이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 정부의 연해주 개척사업에도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
였다. 이러한 기반과 함께 일제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5년을 전후하여 정치적인 이유, 다시
말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곳으로 이주·정착함에 따라 연해주지역
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연해주지역은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 성장해 나갔다. 국내에서 의병전쟁이 확대되었던
1907~1908년 전후에 연해주지역에도 항일의병이 편성되었다. 최재형崔在亨·이범윤李範允·유인석柳麟
錫·안중근安重根

등이 주축이 되어 두만강에 인접한 연추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연해주의병

이 바로 그것이었다. 연해주의병은 1908년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전제익全濟益과 안중
근·우덕순禹德淳 등이 인솔했던 수백여 명의 연해주의병은 두만강을 통해 경흥·회령 일대로 진공하여
수차례 일제 군경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8년 연해주의병의 지도자들은 효과적인 항전을 전개하기 위해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의 의병
을 단일 군단으로 통합하여 작전과 지휘를 한 계통으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해주의병은 지역
에 따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각기 독립·분산된 형태의 의병조직을 가지고 있어 통합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분산적인 형태의 국내진입작전은 일제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웠다. 연해주
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연해주와 북간
도 일대의 의병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는 유인석과 이상설李相卨·이범윤 등에 의해 추진됐다. 1910년
6월 의병을 단일 지휘계통으로 통합한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이 남우수리구역 재피거우에서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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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경술국치와 러시아 당국의 탄압 등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이와 함
께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 십삼도의군의 간부들을 주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한민학교에서 성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명회聲明會가 결성되었다. 성명회는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된 ‘합병조약’ 무효를 선언하기 위
해 조직된 항일결사였다. 이를 위해 일제의 한국 강점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선언서를 작성하여 영
어·독일어·불어 등으로 번역하여 각국 정부에 발송했고, 각종 격문 등을 중국 및 러시아에 산재한 한
인사회에 반포하였다. 성명회의 활동 역시 한인 독립운동 단체의 해체와 지도자들의 피체를 요구한
일제의 요청에 의해 결국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1911년 5월 연해주지역의 주요 지도자들은 재차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독립운동 단체 권
업회勸業會를 설립하였다. 권업회는 연해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이 참가
하여 결성한 단체였다. 권업회는 한인의 실업 권장과 직업 알선, 저축 권장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더불어 독립운동 단체로서 항일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 목
적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이념을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해 1912년 5월 기관지 『권업신문勸業新聞』
을 간행하였다. 『권업신문』은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된 『해조신문』을 시작으로 『대동공
보』, 『대양보』 등이 담당했던 계몽활동과 항일언론 활동의 명맥을 이은 것으로서 권업회 지회와 시베
리아 각 한인촌락,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서북간도와 남북만주·미주 등지의 한인사회에까지도 보급되
어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학교 창설을 통한 민족교육도 전개하였다. 권업회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계동학교啓東學校를
확대·개편하여 1912년 한민학교를 설립했다. 한민학교는 국어와 외국어·수학·역사·창가·상업대요·
회사법·토양학·화폐론·전기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근대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명맥은 1920 - 1930년대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제
8호모범한인중학교와 고려사범대학교 운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권업회와 한인들은 1914년 러시
아가 일제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과 분위기 속에서 독립전쟁을 구현할 대한광복군정부 수
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와 제휴한 러시아의 탄압으로 고
비를 맞았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러일露日 양국은 동맹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한인들의 정치와 사회활동을 금지했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피체와 탄압을 당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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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군정순무사가 권업회의 해산과 한인 지도자 36명에게 러시아 퇴거를 명령한 것이 바로 그것이
었다. 이로써 한인들의 활동은 위축되었고,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 이상설과 이갑李甲이 1917년 우스리스크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
하고 순국했다.
1917년 연해주 한인사회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1917년 2월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
면서 러시아 민중들의 생활 곤란 등 여러 모순들이 표면화되면서 제정帝政이 붕괴되는 2월혁명이 일
어났다. 연해주지역 한인 지도자들은 1917년 6월 우수리스크에 모여 전로한족대표자회全露韓族代表
者會를

개최하여 한인들의 제반 문제를 협의하였다. 1918년 6월 우수리스크에서 제2회 전로한족대

표자회의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원호·여호인 등 한인 모두가 참여한 한인사회의 통합
기관이자 중앙기관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조직했다.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러시아
한인사회의 중앙기구로서 한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기관지 『한족공보韓族公報』 발간을 통한 언
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과 문화운동도 실시해 나갔다. 이후 1919년 2월
25일 문창범을 위시한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를 조직
했다. 3월 17일에는 독립선언서 발표와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면서 공식적으로 대내외로 성립을
선포하였다.
1917년 10월혁명 이후 볼세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그 영향이 연해주지역에 급속히 파급
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 소비에트 정부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수립되었다. 정부의 수반은
크라스노쇼코프Krasnoshchekov였고, 한인 사회주의자였던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정부 내각의
외무인민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특히 김 알렉산드라는 크라스노쇼코프의 큰 신임을 받았다. 이
지역은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을 우려한 일제 등 열강들의 간섭과 러시아 내 백위파의 발호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때문에 극동지역 소비에트 정부가 볼셰비키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
맹세력과 그 도움이 절실했다. 이동휘李東輝를 비롯한 다수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시 독자적인 세력
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위한 볼셰비키 정권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유로 러시아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정당을 결성하고자 했다.
1918년 2월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 당원 김 알렉산드라와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자 이동휘가 주도
하여 한인 사회주의 정당 조직에 착수했다. 이들은 급박한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고안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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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망명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1918년 3월 중순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朝
鮮人政治亡命者會議’가

그것이었다. 이동휘와 김 알렉산드라의 노력으로 1918년 5월 한국 최초의 사회주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연해주 각지의 여러 한인촌에서도 볼셰비키에 호응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18년 연해주지역의 정치 정세가 급변하였다. 1918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체코군 부대가
봉기하여 극동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이 붕괴되었다. 8월에는 일본군을 선두로 연합군이 ‘체코군
구원’을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무력 개입을 실시했다. 이에 시베리아 각지에는 반소비에트 반란이 일
어나 백위파 정권이 도처에 들어섰다. 한인사회당은 100여 명의 한인적위대를 조직하여 러시아 적
군과 함께 백위파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김 알렉산드라 등이 피체되어 하바로프스크로 압송되어
처형되고 말았다.
시베리아 내전기 한인들은 주로 러시아 적군에 가담하여 일제와 러시아 백위파를 상대로 크고 작
은 전투를 치렀다. 하바로프스크 외곽의 볼로차예프카 전투를 비롯하여 이만전투·인 정거장전투·올
고르타 정거장 전투·솔밭관 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린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인 빨치산들의 공헌
과 희생으로 1922년 10월 일본군은 연해주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고, 백위파 정권 역시 축
출되었다.
연해주지역 한인들은 극동지역 소비에트 건설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체제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은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
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연해주지역의 23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1937년 9월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자 연해주지역에서 완전히 추방당했던
것이었다. 이 과정속에서 2,5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지도자들이 피체되어 처형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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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설 유허비 |
∷주

소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Уссури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село

∷정

의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상설을 기념하여 세운 비

∷내

Утёсное 12시 방향 река Раздольная 부근

용 이상설李相卨(1870 - 1917)은 충북 진천 출신이다. 1894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으나 ‘을사늑약’ 이후 구국활동이 제약을 받자 중국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였다. 이
곳에서 1906년 8월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용정에서 활동하던 이상설은 광무황제의 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참
가하였다. 이준李儁·이위종李瑋鍾도 함께 특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1907년 6월 일제

의 감시를 피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여 한국 대표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
섰다. 일제의 방해로 희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권회복의 당위성을 열강에게 호
소하는 등 국권회복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190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연해주를 독립운동기
지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유학자인 이승희李承熙와 함께 중·러 접경지대에 있는 봉밀산
峰密山에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1910년 8월 일제의 강제병탄을 무

효로 선언하고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성명회聲明會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그는
러시아 당국에 의해 니콜리스크(현재 우수리스크)로 추방되었으며, 이후 1911년 블라
디보스토크로 귀환했다.
1911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勸業會가 조직되자 이에 참여하여 한인사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권업회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의 간섭과 러
시아 당국의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는 중국 상해로 활동지
를 옮겨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 결성에 참여하였다.
1916년 초 건강이 악화되어 하바로프스크Khabarovsk에서 투병생활에 들어갔다. 병세
가 호전되지 않자 기후가 비교적 따뜻한 우수리스크Ussuriysk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
나 결국 1917년 4월 1일 47세로 순국하고 말았다. 그는 임종 전에 조국광복을 이룩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자신의 몸과 유품원고는 모두 불태우고 그 재마저 바다에
날린 후에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였다. 2001년 10월 18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

16

재단은 이상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라즈돌나야Razdolnaya강에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현재 상태 2001년 이상설 유허비의 설치할 당시 푸칠로프카Putillovka지역이 후보에 있었으나 사
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현재 위치에 유허비를 세웠다. 비가 세워진 부지는 우수
리스크 정부의 소유이며, 기념비 건립 당시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2012년 조사 당시
이상설의 호 ‘보재’가 ‘보제’로 오기되어 있던 부분은 2014년 수정되었다. 이로써 현
재 한글 비문은 문제가 없으나 러시아어로 번역된 내용은 러시아인이 이해하는데 괴
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84.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 선인, 2016.

• 박걸순, 「溥齋 李相卨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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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유허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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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ка Раздольная

이상설 유허비 정면

이상설 유허비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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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이상설 유허비 뒷면, 유허비 앞쪽이 수이푼강이다(드론촬영)

수이푼강에 위치해있는 이상설 유허비 원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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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유허비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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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거주지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Уссурийск, улица Володарского, 38

∷내

용 최재형崔在亨(1860 - 1920)은 함북 경원慶源 출신이다. 1869년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포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최재형이 말년에 거주했던 장소

시예트Posyet지역의 지신허地新墟로 이주하였다. 그는 통역을 비롯하여 러시아군에 우

육牛肉을 조달하는 축산유통업과 도로·건물을 건설하는 건축업 등으로 재산을 모았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의병을 비롯하여 안중근安重根의 하얼빈 의거에 여비를 보조하는
등의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에서 정치·사회·경제 방면에서 활동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1897년 7월 니콜라이Nicholas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
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연추煙秋지역이 러시아 행정지역에 편입되어 도소都
所가

설치되자 이를 책임지는 도헌都憲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입지를 바탕으로 그

는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1908년 5월 조직
된 동의회同義會의 총장,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한인신문 『대동공보大東共報』 사장,
1913~1914년 한인 자치기관인 권업회勸業會 회장을 지냈고, 1914년 러시아 한인이
주50주년기념회 회장을 지냈다. 그의 영향력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도 지속되
었다. 1918년 6월 열린 제2회 전로한족대표회의에서도 이동휘李東輝와 함께 명예회장
으로 추대되었으며 토지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재형의 활동은 1918년 8월 일본군이 연해주로 출병하면서 위축되었다. 그
는 가족을 이끌고 우수리스크Ussuriysk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비밀리에 한인부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20년 4월 참변 당시 그는 일본군에게 붙잡
혔다. 그와 함께 한인지도자였던 김이직金理直·엄주필嚴柱弼·황경섭黃景燮도 피체되었는
데 모두 일본군에 피살되고 말았다. 이들의 시신은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최재형
이 어디에서 순국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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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2017년부터 외교부(총영사관)·고려인협회·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이 나서서 보수공

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주지로 사용하던 집 내부는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새로 지은
건물은 관람객 편의시설과 관리자들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박환,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역사공간,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 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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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보수 및 전시관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최재형 거주지(2018년 12월 말 보수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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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거주지 옆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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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거주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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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최재형 일가(1915, 왼쪽부터 최알렉세이(형), 최레프(조카),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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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지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Уссурийск, улица Горького, 20

∷내

용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연해주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은 침체되었다. 러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1918년 제2회 특별전로한족대표자회의 개최지이자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지

시아는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요구사항이었던 자국 내 한인의 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이에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추진된 독립운동은 침체 될 수밖에 없었다. 유력한
독립운동단체인 권업회勸業會를 비롯하여 기관지인 『권업신문』 역시 폐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강李剛·정재관鄭在寬·이상설李相卨·이동휘李東輝 등의 주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다.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은 1917년 1차 러시아혁명(2월 혁명)으로 활기를 띠
게 되었다. 제정러시아가 붕괴되어 케렌스키A.F. Kerensky 내각이 들어섰으나 실질 권력
은 소비에트(평의회)가 차지하였다. 러시아 정세가 변하자 한인들에게도 언론·집회·결
사 등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한인사회는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7년 6월 제1차 전로한족대표자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회의는
각지의 한인대표 96명이 참가하였으며 최만학崔萬學이 회장을 맡았다. 회의 장소는 ‘니

콜리스크 자나드보롭쓰까야Zanadvorovskaya 15번지’였다. 이 회의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원호인(귀화한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원호인들의 주도로 진행되
었다. 여호인(비귀화한인)과 대부분 비귀화인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배제되었으며, 여
호인 농민·대한인국민회 대표에게는 결의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원호인들은 한인의
자치권을 도모하고 러시아인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갔으며, 일본과에 우호관계를 맺은 케렌스키 내각을 지지하였다. 결국 전로한족대표
자회는 원호인과 여호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났다.
회의 후 원호인들은 1917년 6월 우수리스크Ussuriysk에서 고려족중앙총회를 조직하
였다. 이어 7월 고려족중앙총회의 기관지로 『청구신보』를 창간했다. 고려족중앙총회
는 1917년 11월 자나드로봅쓰까야 15번지에서 3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신보사
와 한인회관도 함께 운영해 나갔다. 케렌스키 내각이 붕괴된 이후에는 콜차크Kolchak
를 수반으로 하는 반볼셰비키적인 시베리아정부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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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18년 초 전로한족대표자회에서 배제된 여호인과 항일적·친볼셰비키적 입장
을 가진 이들은 한족중앙총회韓族中央總會, 俄領韓人會 결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하바로프스

크Khabarovsk를 기반에 두고 볼셰비키를 지지하였다. 원호·여호의 구분 없이 대동단결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하바로프스크에서 대표자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1918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전로한족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가 개
최될 당시 이 건물은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실업학교 교사였다고 한다. 이곳에 각
지방 단체대표와 학교대표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전로
한족회중앙총회가 결성되었다.

∷ 현재 상태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총영사관에서 러시아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한 안
내판이 현관에 잘 부착되어 있다. 동판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하다.

현재 우수리스크 11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과거 철도국 기술학교가 있었던
장소였다고 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로 철도교통이 계속 확장되자 교통의 중
심지였던 우수리스크에 세워졌다. 한인들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곳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바로프스크에 철도대학이 수립되면서 현재 우수리스
크 11학교로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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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 『러시아 한인 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윤상원, 「시베리아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사학보』 41, 고려학회, 2010.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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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지 건물(현재 우수리스크 11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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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을 기념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부착한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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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지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결성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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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로한족대표회의 회의록
참가단체 및 참석자 명단과
주요의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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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우수리스크 고려사범학교 |
∷주

소 Р о с с и я , П р и м о р с к и й к р а й , Ус с у р и й с к , ул и ц а А г е е в а , 7 5 ,

∷정

의 1920 - 1930년대 우수리스크의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

∷내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колледж культуры

용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연해주지역 한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공교육을 받지 못하
였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만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에서 러시아어로 교육 받
았다. 러시아혁명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실시되어 소수민족의 가치를 존중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1918년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의 주도로 최초의 조선인 사범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첫해에는 본과가 아닌 입학준비를 위한 예비과정 학급 2개 반이 개설되었
고 러시아어와 고려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연해주 및 시베리아지역은 러시
아 내전과 일본군 간섭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이에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동안 학교가 폐쇄당하기도 하였다. 학교는 1920년 본과 1개 반과 예비과정
1개 반으로 다시 열렸으며 조선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다닐 수 있었다.
1923년 소비에트정권 수립 이후 우수리스크Ussuriysk에는 고려인 교원 양성을 위한 전
문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극동 학무부”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사범전문학교(소
왕령 고려사범전문학교 또는 고려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직접 관할하였다. 가을에는 학교

내에 “고려과(조선과)”가 개설되었다. 신입생은 7년제 과정(러시아 중등학교 2학년 수준)
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고려국어, 지리 역사” 과목
만이 고려어로 강의되었고, 다른 과목들은 러시아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듬해인
1924년 가을, 고려과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7년제 학교 졸업생
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926년 7월 고려과는 개교 3년 만에 처음으로 졸
업생 10여 명을 배출했다.
1927년 고려과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사범전문학교의 부설기관에서 독립하였다.
이로써 3월 6일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고려사범전문학교(고려사범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이후 우수리스크 시가 1935년 보로실로프Voroshilov란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보로실로프 고려사범전문학교’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6

고려사범학교는 1927 - 1936년 중반까지 정규과정 졸업생 324명, 일급학교 재교육
교원 52명, 교원강습 수료자 455명 등 총 921명의 전문 교육자를 배출했다. 졸업자
들은 초급중학교로 파견되거나 레닌그라드 어학대학·원동조선인사범전문대학 등 고
등교육기관에 입학하였으며, 문화조직 및 정치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번역·출판·기자·
미술가·작가·시인·배우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였다.

∷ 현재 상태 1900년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처음 출판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건물을 확장하고 증축
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1921 - 1922년 러시아 내전 당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민

간인들이 모금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자 교육 프로그램이
다소 변경되었으며, 소비에트 당원이 한국말을 가르킨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26년 소비에트 정부에서 현재 건물을 증축하여 고려인전문학교가
세워지자 러시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으며, 문맹타파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
를 거두었다고 한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하면서 운영이 어
려워졌다. 현재 연해주 예술문화 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선봉』 1926년 7월 18일 「고려인사범학교대확장」.

• 『선봉』 1927년 3월 8일 「고려인 사범학교 본월 6일 개교」.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배은경, 「니콜스크 - 우수리스크 고려사범전문학교에 관한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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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고려사범학교 우측

고려사범학교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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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범학교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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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
∷주

소 Россия, Уссурийск, улица Амурская, 63,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정

의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고려인문화센터

∷내

центр

용 우수리스크Ussuriysk에 위치한 140주년 기념관은 2009년 10월 31일 개관하였다. 러시
아 한인이주 140주년(2004)을 기념하여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던 1,300여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이 과정에는 동북아평화연대와 재외동포재단 등의 지원이 적지 않았다.
140주년 기념관은 전시관을 갖추어 연해주지역의 한인 이주와 독립운동을 소개하였
으며 한국어학당 등을 운영하는 등 한·러 우호증진에 앞장서 왔다. 2016년 12월에는
고려인의 역사와 삶을 주제로 한민족의 생활과 음악(아리랑)을 전시에 포함시켜 재개
관 하였다.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극동대학교 의과대학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되어
방치되어 있던 안중근 기념비를 옮겨왔다. 안중근 기념비는 2002년 서울보건신학연
구원과 국립의과종합대학이 세웠다. 국립의과대학 입구부근에 설치되었으나 2012년
철거되었다. 이후 시청 창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우수리스크 140주년 기념관으로 옮
겨왔다. 2015년 7월 기념관 우측에 자리를 마련하여 재설치하였고 한국어로 안중근
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추가하였다. 2018년 홍범도 기념비를 세워 교육에 활
용하고 있다.

∷현재 상태 현재 우수리스크 140주년 기념관은 관장 김발렌틴,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장 김 니콜

라이, 부회장 김발레리아 등이 운영하고 있다. 매년 4월 참변 및 추석에 보훈처의 지원
을 받아 자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고려인들과 함께 주변 사적지 정화
작업과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육은 9월에 시작하여 5월까지 1년 단위로 이
루어지고 있다. 산하 기관에는 고려인합창단, 할머니 무용단(예술단), 청년회 등이 있다.
2004년부터 월간으로 고려신문(노어, 노어한국어 혼용판)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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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140주년 기념관 내 위치한 안중근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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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주년 기념관 전경(기념관 내에 전시관과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140주년 기념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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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이갑 묘역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Уссурийск, Волочаевская улица, 120 일대

∷정

의 1917년 추정秋丁 이갑이 서거 후 안장된 묘역 터

∷내

의 마가린 공장 부지

용 이갑李甲(1877 - 1917)은 러시아 각지에서 한인지도자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오랫동안 근육마비의 괴질을 앓고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나섰다. 병은 러

시아 페테르부르크Petersburg에서 활동할 당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국제정세를 살
피며 언론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마비 증상을 겪었던 것
이다. 이후 마비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반신 불구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베를린
Berlin과

파리Paris 등지를 돌며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완치하지는 못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치타Chita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지속
하였다. 시베리아 지방총회 제2대 총회장에 임명되었으며, 『대한인정교보』 발행과 밀
산密山에 설립된 무관학교 사업을 지도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12년 12월 이갑은 요양을 위해 중국 길림성吉林省 목릉穆陵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안중근 가족과 가깝게 지내며 도움을 받았으며, 부인과 딸(이정희)이 국내에
서 목릉으로 이주해 오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에 병이 일시 호전되어 활동
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최재형崔在亨·이상설李相卨·이동녕李東寧·이동휘李東輝·김이직金理
直

등은 그를 위해 의연금모집 발기회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의연 모집운동을 전개하

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갑은 거주지를 우수리스크Ussuriysk로 옮
겼다. 러시아와 일본이 동맹관계로 발전하면서 동청철도東淸鐵道 연선인 목릉까지 수색

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수리스크에는 이동녕·이상설·정창빈 등이 머무르
고 있었다. 이들이 병문안을 오면서 이갑은 다양한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17년 4월 투병 중이던 이상설이 순국하였고 이갑의 병세도 나아지지 않
았다. 결국 그는 1917년 6월 13일 41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유해는 우수리크스 시
내 뒷산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영결식에는 이동녕·원세훈元世勳·안정근安定根·이강李剛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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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이갑의 묘는 1990년 마가린 공장 및 식용유 공장이 생기면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
었다. 현재 이곳이 공동묘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묘지석 몇 기가 공장 부근에 남아
있다.

관련자료

• 이정희, 『아버님 秋汀 李甲』, 인물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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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구글맵 위성사진 GPS)

이갑 묘가 위치해 있었던 옛 공동묘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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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묘역 터

공동묘지였음을 증명해 주는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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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마가린·식용유 공장으로 변한 이갑 묘역 터

50

이갑(왼쪽 앉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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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추풍 푸칠로프카(육성) 농민청년학교 |
∷주

소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Уссури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село

∷정

의 추풍지역에서 조명희 등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민족학교

∷내

Пуциловка, Советская улица, 18

용 1869년 4월의 형성된 푸칠로프카Putillovka마을은 수분하緩芬河(현 라즈돌노예)강 분지의
한인마을이었다. 한인들은 이 마을을 육성촌六城村이라고 불렀다. 마을 옆에 6개 지류

를 가진 강이란 의미의 육차해자六汊河子(현 Kazachka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푸칠로프카 마을에 세워진 농민청년학교는 추풍지역의 대표적인 민족학교였다. 이
학교는 카프작가로 활동하던 조명희趙明熙가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1928년 국내에
서 러시아로 망명한 후 푸칠로프카 마을로 활동지를 옮기고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
였다. 학교 내에는 희곡클럽이 조직되었는데, 클럽에는 조명희를 비롯하여 고려극장
에서 활동한 인민배우 김진 등이 있었다.
이 건물은 1937년 한인 강제이주 후 폐허가 되어 군부대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육성농업학교를 거쳐 2002년까지 학교로 사용되었다.

∷현재 상태 농민청년학교 건물은 정부 소유였으나 학교로서 사용하지 않게 되자 경매를 통해 개
인(건축가)에게 매매되었다. 농민청년학교의 맞은편에는 1994년 학교가 신축되었는데

이곳에 고려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자방아 및 맷돌 등이 학교의 관리 하에
보호되고 있으며, 교내 조명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관련자료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 반병률, 「러시아 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
소, 2011.

• 배은경, 「고려인 신문 「선봉」을 통해 본 1930년대 『원동고려극단』의 극예술 활동과 고려인 사회에서의 그 위상과 역할」, 『재외
한인연구』 35, 재외한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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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칠로프카(육성촌) 내 위치한 농민청년학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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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농민청년학교 뒷모습(좌측 붉은 벽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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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청년학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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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농민청년학교 드론촬영(우측 붉은 벽돌 건물)

56

농민청년학교 드론촬영(좌측 붉은 벽돌 건물), 맞은편은 현재 학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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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풍 4사 |
∷주

소 푸칠로프카-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Уссури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ело Пуциловка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코르사코프카-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Уссури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ело Корсаковка
크로우노프카-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Уссури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ело Кроуновка
시넬리니코보 1, 2 -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Октябрьский район,
село Синельниково - 1, 2

∷정

∷내

의 연해주 추풍지역의 대표적인 한인마을인 추풍 4사

용 연해주 추풍秋風지역은 1860년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

이 되어 주었다. 현재 우수리스크의 서쪽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흐르는 수분하緩芬

河, 현재 라즈돌리노예 강

유역 일대를 가르킨다. 수분하강 주변의 평원은 농업에 적합하여

한인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여러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
으로 1920년 전후인 러시아 내전시기에 혈성단·솔밭관松田關 부대 등 한인부대의 활
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추풍지역에서 대표적인 한인마을은 추풍 4사四社로
불리었다. 현재 푸칠로프카Putillovka, 六城村·크로우노프카Krounovka, 黃溝·코르사코프카
Korsakovka, 河口·시넬리니코보Sinel’nikovo, 永安坪

마을이다. 푸칠로프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마을은 같은 1872년 경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풍 4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은 1869년 4월 형성된 푸칠로프카였다. 우수리
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다. 푸칠로프카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연
해주의 한인이주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1867년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
들의 일부는 연추(현재 크라스키노 부근)에 정착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로

이동하였다. 다시 이곳에 정착한 인원을 제외한 한인들은 러시아 행정당

국의 허가를 받아 라즈돌노예Razdolnoye역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당국에 정착
지 할당을 청원하여 수이푼강의 오른쪽 분지를 배정받았다. 이때 러시아 당국은 푸칠
로Putsillo를 담당으로 파견하였다. 푸칠로는 1865년부터 그는 최초의 한·러사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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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도 한 인물이다. 한인들은 다시 라즈돌노예에 정착하거나 푸칠로를 따라 나서는
이들로 나뉘었다. 이때 그를 따라 나선 한인들이 현재 푸칠로프카지역에 도착하여 마
을을 형성했던 것이다.
코르사코프카 마을은 우수리스크에서 9시 방향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다. 한자표기

의 중국어 발음에 따라 ‘허커우河口’라 불렀다. 마을 내에 보리소브카Borisovka강이 흐르
고 있다. 한인들은 이 강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크로우노

브카 마을은 코르사코프카 마을과 인접해 있다. ‘황구黃溝’를 발음에 따라 ‘황거우’라
불렀다. 이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여 ‘황거우黃巨隅’라고도 했다. 마을은 크로우노프카
Krounovka강을

따라 자리 잡았다. 시넬리니코보는 우수리스크에서 11시 방향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영안평永安坪이라고 불렀다. 수이
푼 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을 따라 마을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현재 상태 과거 대규모 한인마을이었던 추풍 4사는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의 마을
로 변모했다. 현재 한인들이 사용하던 유물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조사 결과 크로우노

프카 마을에는 1984년부터 거주해온 아로우씨가 연자방아 맷돌 등 다양한 생활 유물
들을 집안에 수집해 놓았다. 시넬리니코보에는 마을 중간 상점 자리에 고려인이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자방아가 있었으나, 현재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유물들
은 마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하거나 비나 강물에 휩쓸려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
나 있다. 주거 흔적을 살피기 위해 마을 일대를 항공 촬영할 필요가 있지만 접경지역
인 관계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자료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반병률, 「러시아 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
소, 2011.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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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넬리니코보 1 Синельниково-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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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К-219
■
시넬리니코보 2
Синельниково-2

15
-2
05

푸칠로프카(육성촌)
43.827807 ° N 131.632061 ° E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코르사코프카(하구)
43.785091 ° N131.706108 ° E
크로우노프카(황구)
43.752478 ° N131.669321 ° E
시넬리니코보(영안평)
43.957973 ° N 131.575477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푸칠로프카 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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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칠로프카
Пуциловка

05К-321
우수리스크
Уссурийск ■

■ 코르사코프카 Корсаковка
■ 크로우노프카 Кроуновка

푸칠로프카(육성촌) 마을 전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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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푸칠로프카 농민청년학교 맞은편 학교에 보관되어있는 한인 생활유물

62

푸칠로프카 학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한인 생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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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코르사코프카 마을 전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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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사코프카(하구) 마을 입구

코르사코프카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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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코르사코프카 마을 내 모아져 있는 한인 생활유물

코르사코프카 마을 거주민이 수집해 놓은 한인 생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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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사코프카 마을 거주민이 수집해 놓은 한인 생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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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크로우노프카(황구) 마을 전경(드론촬영)

68

크로우노프카 마을 광장

크로우노프카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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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시넬리니코보(영안평) 마을 전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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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넬리니코보Ⅰ입구

시넬리니코보Ⅰ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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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시넬리니코보 Ⅱ 마을 입구

시넬리니코보 Ⅱ 마을

72

시넬리니코보

푸칠로

프카

프카

코
르사

코

크로우노프카

추풍4사부근 한인마을 지도(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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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유정구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Черниговский район, село Черниговка,

∷정

의 유인석이 일시 머물던 곳으로 연해주에서 봉밀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정거장에 있던

∷내

용 유정구柳亭口는 남쪽으로 우수리스크Ussuriysk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로 향하

Станция Мучная 일대

한인마을

며, 북쪽으로 봉밀산峰密山이 있는 흥개호興凱湖로 갈 수 있다. 서쪽으로는 하얼빈으로
향하는 철로를 따라 중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독립운
동가들은 무기구입시 유정구를 활용하였다. 유정구 역(무치나야 역으로 추정) 방면에서

서쪽으로 철로 연선을 따라 한·러 접경지대인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지역으로 이동
하여 국경을 넘었다. 중국으로 넘어간 후에는 삼차구三岔口를 경유하여 왕청현汪清縣 나
자구羅子溝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유정구의 규모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그 중 연해주로 파송된
장로교 목사 최관흘崔寬屹의 기록이 참고할 만하다. 그는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
착하여 각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가 돌아본 지역은 우수리스
크·이만Iman·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등이었다. 이 지역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정
차하는 곳이었기에 유정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1년 초 유정구를 방
문하였다. 이 때 그는 유정구에 40호의 한인이 살며 모두 철도 인부로 일하고 있고, 의
병장 유인석柳麟錫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였다. 최관흘의 정보 이외에도 1916년
12월 소학교가 있었으며, 1918년 6월 우수리스크에서 개최된 제2회 전로한족대표회
의에 8명의 대표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유정
구의 한인들이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가지는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22년 1월 6일 정보문서에는 유정구의 위치가 체르니코프카 마을 인근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더불어 당시 유정구는 68호의 한인이 살고 있으
며, 전체 인구는 288명이고 모두 비귀화인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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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체르니코프카 마을을 탐문 중 주민인 세프치슨sefchishn 알렉산더(1956년생, 체르니코프

카 3번 학교 교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체르니코프카지역에 밀·메밀 등이 풍

부하게 재배되어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910년 밀가루 공
장을 세웠다고 하였다. 또한 무치나야역은 원래 체르니코프카 역으로 불리웠으나,
역 부근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역 이름이 무치나야(밀가루)로 바뀌었으며 마을의 중심
도 역과 공장주변이 되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그리고 역무원이자 기관사였던 아버지
(1920년생)에게 1937년 강제이주 전까지 쌀을 가공하는 일은 한인이 담당하였다는 말

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1937년 강제이주되었던 한인들 약 15가구가 1990년 마을로
돌아왔는데 현재 모두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마을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체르니코프카
마을에서 초기 한인마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유인석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다. 체르니코프카 마을을 비롯하여 연해주지역 철도 주변의 한인마을을 포괄적으
로 조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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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현재 무치나야 역(우측)

무치나야 역 부근의 밀가루 공장

76

44.33949 ° N
132.53326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р. Черниговка

무치나야역
Станция
Мучная■

밀가루공장
■ а
ая
ц
улишкинск
П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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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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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

∷가는 길

체르니코프카(Черниговка) 마을
улиц
а Ше
вчен
ко

과거 유정구 역이 있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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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무치나야 역 주변 한인 마을 전경(드론촬영) 1

무치나야 역 주변 한인 마을 전경(드론촬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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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니코프카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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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체르니코프카 마을에서 유정구를 탐문중인 조사단

80

스파스크

시베리아 횡단열차 철도
유정구

체르니코프카

유정구가 표시된 지도(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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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그로데코보 역 |
∷주

소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Пограничный район , посёлок

∷정

의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이 이용하던 국경역

∷내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Пограничный,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5

용 그로데코보Grodekovo역은 1898년 설치되었다. 아무르주 총독을 역임한 니콜라이 이
바노비치 그로데코프Grodekov의 이름을 본떠 그로데코보Grodekovo라고 불렀다. 이후 이

지역은 “경계”를 뜻하는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로데코보역
을 지나면 중국 흑룡강성 수분하綏芬河역이 나오고 이를 통해 하얼빈哈尔滨으로 갈 수 있
었다. 안중근은 이곳에서 통역을 맡은 유동하와 합류하여 하얼빈으로 향하였다. 이밖
에도 이상설李相卨·이준李儁·유인석柳麟錫 등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왕래하였다.
그로데코보역이 있는 포그라니치니지역은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의 거점으로도 활용되
었다. 1919년 서간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대한독립단은 청년들을 연해주로 이
동시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때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이는 연해주에서 활
동하던 이동휘 및 홍범도와 협의가 되었다. 대한독립단에서는 윤철규尹喆圭가 파견되
었다. 그는 먼저 300명을 노동자로 변장시켜 그로데코보에서 한인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태열에게 인계한 후 돌아갔다. 최태열은 이들을 임시로 농가에 배치하여 인부
처럼 농사일을 거들게 했다.
이후 사령관을 맡은 대한독립단 부단장인 최영호崔永鎬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곳에서 활동하는 의군단義軍團이라는 단체의 최이준·홍진우·주대윤·신우경·한봉섭 등
에게 암살을 당하였다. 최형호가 사망하자 남아있던 청년들은 흩어졌다. 그 중 일부는
중국 왕청현汪清縣으로 돌아가서 홍범도부대에 합류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추풍秋風지
역의 혈성단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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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현재까지도 그로데코보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이다.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운

동가들이 거처갔던 당시의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는 바로 옆에 새로 지어
진 역사를 통해 기차를 탑승하고 있다. 이곳은 세관과 국경수비대가 위치해 있어 조사
및 사진촬영이 어려우며, 한인마을에 대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독립기념관 편, 『이인섭자료집』 Ⅳ,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83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그로데코보 역(현재 사무실로 사용)

그로데코보 역 측면(현재 사무실로 사용)

84

улица Карла
Маркса

∷가는 길

44.407008 ° N
131.372504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하얼빈
방향
←

р. Нестеровка

■ Пограничный

그로데코보역■ ули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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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анция Гродеково
ен

05
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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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К-26

블라디
보스토크
방향 →

그로데코보 역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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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그로데코보 신역사

그로데코보 신역사 측면

86

그로데코보 역이 위치한 포그라니치니 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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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전투 추도비 |
∷주

소 이만전투지- Россия, Дальнереченск, Станция Дальнереченск - 1 일대

이만전투 추도비-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Дальнереченск улица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Светлая 와 улица Киевская 사이의 공터

∷정
∷내

의 이만전투에서 전사한 고려의용군을 추도하기 위하여 이만역 근처에 세워진 추도비

용 1920년 러시아 극동지역은 원동공화국과 임시프리아무르정부가 대치하고 있었다.
원동공화국은 중앙의 소비에트정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임시프리아무르정부는 일본

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원동공화국은 연해주에서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임시프리아무르정부와 중립지대를 설치했다. 중립지대는
원동공화국 관할에 있던 최남단 도시인 이만Iman(현재 달레네첸스크) 부근이었다. 이만
남쪽의 아르세니예프카Arsenyevka강을 경계로 적군(인민혁명군)과 백군이 대치하였다.
이어 원동공화국은 일본과 협의를 위해 1921년 8월 26일부터 대련大連회담을 개최하
였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인부대는 연해주 이만을 근거지로 집결하였다. 이곳은 한인농촌들이 많아
주둔에 유리했다. 1921년 6월 일어난 자유시참변으로 각지로 분산되었던 상해 파계
열의 한인부대원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나뉘어 밀산密山을 거쳐 군비단
軍備團

군사부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만으로 집결했다. 여기에 사할린부대도 자유시

참변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한인부대원들은 인근 마을에 분산 주둔하였다.
이만지역에서 한인부대가 군조직을 재정비 하던 중 백군인 메르쿨로프Merkulov의 총
공세가 시작되었다. 1921년 12월 1일 인민혁명군은 백군이 침입한다는 첩보를 입수
하고 고려혁명의용군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1921년 12월 2일에 일본군과 백군 육군
대장 몰차노프는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고려의용군사의회는 회의를 열어 전투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고 1921년 12월 2일 적군과 함께 이동하였다.
우수리강에 도착한 고려의용군에게 곧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고려의용군은 3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1·제3중대는 인민혁명군과 함께 이만으로부터 비킨
Bikin으로

철수하였다. 그렇지만 한운용이 지휘하는 제2중대는 본진과 연락이 끊겨 남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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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용군 제2중대는 본진을 따라 가기 위해 이만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백군
측 부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에 불시에 전투를 치
렀다. 초기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곧 1,500명에 이르는 백군이 도착하
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제2중대는 끝까지 항전할 것을 결정하고 전투에 나섰으나
결국 몇 명을 제외하고 전멸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한인부대 측은 50여 명의 사상
자가 발생하였고, 백군 측은 사망 600여 명과 부상 200여 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전사한 대원들의 시신은 3일이 지난 후 한인들이 눈 속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이후 백
군으로부터 이만이 탈환되자 1922년 4월 6일 묘지가 마련되었다.

∷현재 상태 이만전투가 벌어진 이만역과 추도비는 약 2km떨어져 있다. 현재 이만전투 추도비는

별도의 관리가 없어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소유권은 모스크바의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1년 뒤에는 달레네친스크시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맞추
어 시정부와 협의하여 추모비를 포함하여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 박환, 『박환의 항일유적과 함께 하는 러시아기행』1·2, 국학자료원, 2002.

• 보리스 박·니꼴라이 부가이 지음, 오선환 감수, 김광환·이백용 옮김,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윤상원,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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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이만전투 추도비
45.92414 ° N 133.71263 ° E

이만전투 ■
추도비

이만전투 추도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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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전투 추도비(드론촬영)

이만전투 추도비 전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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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이만전투가 벌어졌던 달레네첸스크 역 정면

달레네첸스크 역 철로(당시 희생자는 우측 굴뚝 건물에 가매장되었다)

92

이만전투 전사자 장례식

이만전투 전사자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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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십삼도의군 편성지 재피거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село Занадворовка 5시

∷정

의 1910년 십삼도의군이 창설된 곳

∷내

방향의 река Малютинка 일대

용 1910년 6월 연해주지역에서 국내외 의병세력의 통합을 위한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이

편성되었다. 유인석柳麟錫을 비롯하여 이상설李相卨·이범윤李範允·이남기李南基·홍범도洪範圖
등 당시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에 맞섰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도총재는 유인석
이 맡았으며, 이범윤은 창의군倡義軍 총재, 이남기는 장의군壯義軍 총재를 맡았다.
십삽도의군이 편성된 곳은 ‘재피거우梓溝’ 또는 ‘암밤비Ambambi’로 알려져 있다. 재피

거우의 위치는 처음 추풍秋風지역의 재피거우夾皮溝(Chapigou 또는 Tsziapigou )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03년 연해주 남부지역에 또 다른 재피거우가 있었으며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독립기념관은 기존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재피거우를 조사하였다. 1937년도에 제
작된 일본군 정보지도에 나타는 재피거우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지도에는 재피거
우와 ‘마리코지나マリコ-シナ’라는 일본식 명칭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다. 현지를 탐문 조
사하여 마류틴카Maliutinka강 부근에 마리코지나(말루지노) 마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범위가 넓었으며, 지역의 역사변화를 알만한 촌로가 없
어 탐문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사는 과거 비정한 지역을 좀 더 넓게 살펴보
고자 드론촬영을 시도하여 탐문범위를 좁혀보고자 하였다. 마을의 형성에 유리한 강
가와 구릉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으나 흔적을 찾지는 못하였다.

∷현재 상태 재피거우로 추정되는 마류틴카 강가를 중심으로 사방 3km 내에는 마을의 흔적을 찾

아보기 힘들다. 일대가 폐허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현재 군사지역 내에 속해 있어 탐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 이 지역과 관련한 러시아측의 행정지도 및 관련문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 「러시아의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④」, 『신동아』 2003년 9월호.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 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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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드로브카 마을
село Занадворовка

∷가는 길

43.220065 ° N
131.675990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프롤로프카 마을
село Филипповка
■

바라바쉬 마을
село Барабаш
■

13도의군 편성지 터■ ■ 마류틴카 강
(재피거우)
река Малютинка
페스차나야 만
бухта Песчаная ■
베레고보예 마을
село Береговое ■

13도의군 편성지 재피거우 전경(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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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13도의군 편성지 재피거우 일대(가로로 흐르는 강이 마류틴카 강이다)

재피거우에서 봐라본 페스차니야 만(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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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피거우

재피거우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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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동맹비 |
∷주

소 2001 -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Краскино 마을
улица Ленина와 улица Колхозная의 교차점 부근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2006 -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село Цуканово
마을 진입로 부근
2011 - Краскино 마을에서 9시 방향으로 3km 떨어진 유니베라 농장 입구

∷정
∷내

의 안중근의사의 단지동맹을 기념하여 세운 비

용 1908년 7월 안중근은 동의회同義會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국내진공작전에 참가하였다.
연해주 귀환 이후 그는 약 3개월 동안 두 명의 동지와 함께 각지 한인사회를 순방하

였다. 국내진공작전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자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유
세遊說에 나선 것이었다.
한인사회를 순방한 이후 안중근은 연추로 돌아왔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연추 하리(하
연추 추정)의 김金씨 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모였다. 함께한 동지들은 안중

근을 비롯하여 김기룡金起龍·강순기姜順琦·정원주鄭元柱·박봉석朴鳳錫·유치홍劉致弘·김백춘金
伯春·백규삼白奎三·황병길黃丙吉·조순응趙應順·김천화金千華(갈화천)·강창두姜昌斗

등 총 12명

이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왼손 무명지를 끊고 ‘사역동혈死亦同穴 생역동일生亦同日’을 맹

약하여 태극기 전면에 ‘大韓獨立’ 네 자를 혈서로 남겼다. 이것이 1909년 2월 26일

단지동맹斷指同盟으로 알려진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 결성이었다. 동의단지회 결성은 의병
결사인 동의회의 취지와 정신을 계승하여 후일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조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지를 기념하여 2001년 10월 19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단지동
맹비를 세웠다. 최초로 비를 세운 곳은 추카노보Tsukanovo마을 입구 시냇가 공터였다.
그러나 관리가 어려워지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 크라스키노Kraskino에 진출
해 있던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와 협의하여 2007년 11월 농장 입구로 이전하여 세
웠다. 하지만 이곳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할 통제구역에 포함되면서 한국인들의 관
람 및 참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유니베라 지사 입구 쪽에 2011년 8월 다시 이전하
고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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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현재 단지동맹비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람에도 무리가 없는 상태이다. 다
만 안내문이 빛에 반사되어 글을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지신허 옛터에 세운

한인이주 기념비가 군사지역으로 방문이 제한되어 있어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
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Ⅰ- 만주·러시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반병률, 「안중근과 최재형」, 『역사문화연구』 33,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2009.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박민영, 『만주·연해주 독립운동과 민족수난』, 선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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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 단지동맹비(2007)

2001
42.720783 ° N
130.776277 ° E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2006
42.737076 ° N
130.776433 ° E
2011
42.713226 ° N
130.742568 ° E

단지동맹비 전경

100

214
05А-

단지동맹비(2001) ■

■
단지동맹비(2011)

크라스키노

단지동맹비 내에 조성된 조형물

단지동맹비 뒷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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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단지동맹비 전경(드론촬영)

102

단지동맹비 전경 측면(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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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2001년 단지동맹비 건립 장소

104

2007년 단지동맹비 이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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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하연추 마을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село Цуканово 진입로

∷정

의 러시아 연해주지역 의병의 근거지 가운데 한 곳

∷내

부근

용 1860년대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지신허地新墟에 이어 연추煙秋에도 마을을 세웠다.

1864년 경 상연추上煙秋, 1867년 경 하연추下煙秋가 각각 형성된 것이 그것이다. 이후
상·하연추 중간지역에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중연추中煙秋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상별리上別里·중별리中別里·하별리下別里라고도 불리웠다.
연추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러·중 3국 국경이 가까워 군사·교통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러시아 병영이 있던 노보키예프스크Novokievsk(현 크라스키노)와 블라디보스
토크·훈춘琿春등으로 갈수 있는 포시에트Posyet도 가까웠다. 독립운동가들도 연추를 중
심으로 훈춘·북간도·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1908년 봄 최재
형崔在亨·이범윤李範允·이위종李瑋鍾·안중근 등은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하여 국내진공작전에

나섰다.
연추는 연해주 남부지역 행정도 담당하였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립
한 이후 한인마을은 러시아 행정단위에 편입되었다. 도헌都憲·사헌社憲제도가 도입되면

서 연추에는 도회소가 설치되었다. 연추도회소는 두만강 및 중국 훈춘과의 국경지역
에 분포되어 있던 한인마을을 관할하였다. 최재형은 최초로 연추의 도헌으로 임명되
어 사회·교육·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1914년경에 이르면 연추에
는 400호가 살고 있었으며 주변지역 인구수는 2,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추는 중·러 갈등 및 소련 내부의 정세변화에
휩쓸렸다. 1929년 만주군벌 장학량張學良과 중동철도를 둘러싼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연해주 남부 하산Khasan군의 한인마을 160여 곳이 폐쇄되었는데 이때 중
연추가 사라졌다. 상연추는 1937년 한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폐쇄되었다. 이후
러시아 농민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1964년 폐쇄되고 말았다. 러시아
인들이 함께 살았던 하연추는 한인들이 떠난 후 러시아 마을로 남게 되었다.

106

∷ 현재 상태 연추에 온전한 한인마을 흔적이 거의 없다. 현재 건물 기단부분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또한 연자방아와 같은 생활유물이 흩어져 있어 원래 마을의 위치나 규모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러시아 마을의 전반적인 형태와 규모를 같이 살펴 한인마
을과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연추 마을의 위치를 중심으로 조사를 넓혀나간다
면 한인이주사와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 반병률, 「러시아의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④」, 『신동아』 2003년 9월호.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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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уканово

하연추 마을 터 ■

р.цукановка

∷가는 길

42.753126 ° N
130.782779 ° E

■ 단지동맹비(2006)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구글맵 위성사진 GPS)

05А-364

■ 단지동맹비(2001)

크라스키노 Краскино

하연추 마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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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추 마을에 위치한 한인이 사용했던 우물

하연추 마을에 위치한 한인이 사용했던 우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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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흔적이 사라진 하연추 마을

110

하연추 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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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하연추 마을 터(건물 기단부가 남아있다)

112

하연추 마을에서 찾아낸 한인 생활 유물 연자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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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연해주 신한촌 기념비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24Б와

∷정

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기념하여 세운 비

∷내

26 사이 공터

용 신한촌은 1911년 한인들이 건설한 마을이었다. 이전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개

척리開拓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1년 3월 연해주 군무지사軍務知事 대리인
곤닷치Gondatti는 유행병(콜레라·장티푸스·페스트) 방지 등 위생상 이유로 개척리의 한인
들을 이주하도록 하였다. 개척리의 폐쇄 결정으로 한인들은 새로운 시가市街로 옮겨야
했다. 이에 개척리 북쪽 언덕으로 이주하여 ‘신한촌新韓村’이라고 하였다.
신한촌은 새로이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권업회·권업신문사·
한민학교 등이 세워지면서 독립운동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1920년 4월 참변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이후 1937년 스탈린의 대탄압으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
하면서 신한촌은 폐허로 변해갔다. 현재 신한촌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원래의 모
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1999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에서 한인들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선양
하기 위하여 신한촌 하바로프스카야 거리Khabarovskaya Ulitsa에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 현재 상태 1995년 이관규, 송희연 등은 신한촌에 기념비 건립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허가가 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러시
아 국회의원 정유리에게 협조를 구해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현재 자리
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현재 신한촌 기념비는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협회장 리
바체슬라브가 관리하고 있다.

관련자료

•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 이상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국사관논총』 103, 국사편찬위원회, 2003.

• 박환, 『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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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신한촌 기념비 측면

신한촌 기념비 뒷모습

116

신한촌 기념비 입구

신한촌 기념비 관리사무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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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문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9 일대

∷내

용 1920년 1월 연해주지역은 백위파 정권이 무너지고 사회혁명당계의 연립정부가 들어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1920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동포들이 세운 항일운동기념비

섰다.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는 세르게이 라조Lazo를 수반으로 한 군사소비에
트가 조직되어 인민혁명군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이들은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우호적
인 태도를 취했다.
한인사회는 이를 기회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1920년 2월 15일 임시정부

와 통합하기 위해 해산하였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는 부활을 선언했다. 이어 2월
23일 신한촌에서 각 단체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1독립선언기념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사항이 결
의되었는데 독립문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 독립선언기념식(3·1운동 1주년 기념식)은 3월 1일 신한촌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는 한인단체 뿐만 아니라 혁명군 관헌들도 초대하였다. 혁명군
사령관 세르게이 라조를 비롯하여 각 신문사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일 기념식 행사를 위해 한인들은 태극기를 가지고 모였으며, 기념식 후에는 애국심
을 고양시키기 위한 연극도 진행되었다.

∷ 현재 상태 신한촌이 재개발 되면서 독립문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로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 보다 독립문을 세우고 3·1독립선언기념식을 거행한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촌의 역사와 한인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독립문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 박환,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민속원, 2013.

• 윤상원, 「일제강점기 全一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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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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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신한촌 내 독립선언기념식(3·1절 기념식,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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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촌 내 독립선언기념식(3·1절 기념식,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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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권업회·권업신문사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 9,

∷정

의 1911년 12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권업회와 그 기관지

∷내

용 191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들은 신한촌新韓村을 건설하고 자치단체를 조직하

Елена 일대

인 권업신문이 발행된 곳

였다. 같은 해 12월 신한촌 내에 조직된 권업회勸業會는 그 노력의 결과였다. 권업회는

연해주 한인사회의 이익 증진 및 강화를 위해, 그리고 독립운동 기구로 조직되었다.
권업회 창립을 위한 움직임은 1911년 6월 발기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발기회

는 이종호李鍾浩·김익용金翼瑢·강택희姜宅熙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회장은 최재형崔

在亨,

부회장은 홍범도洪範圖를 선출하였으며 임시사무소는 조창호趙昌浩의 집으로 정하

였다. 발기회에서는 연추·수청 등의 각 지방에 지회 설립과 회원모집을 권유하기 위한
인원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7월 16일 발기회는 한형권·김와실리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근업회靑年勤業會와 연합하여 임원을 재선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내에서 공
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당국과 교섭을 추진하여 같은 해 11월 23일 인가를 받았다.
1911년 12월 19일 신한촌에서 권업회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의장 이상설, 부의장 이
종호 등이 선임되었다.
권업회는 조직 후 각 지역에 지회를 확대하였다. 1914년 7월 하바로프스크·추풍·수청
등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만주 목릉하穆陵河유역까지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단체의 규

모는 1914년 7월경 8,5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권업신문』을 간행하여 언론활
동에 나섰다. 『권업신문』은 지회와 분사무소가 있는 각지의 한인촌락에 보급되었다. 뿐
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남북만주와 미주 등지의 한인사회까지도 보급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신문사 사원을 해당지역에 파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권업회는 대한광복군정부와 함께 러시아 당국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
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과 제휴관계를 맺었다. 이에 자국 내에서 한
인들의 독립운동을 금지시켜 권업회는 1914년 8월 해체되었으며 이어 기관지인 『권
업신문』도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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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권업회의 자리는 현재 신한촌 기념비 부근의 엘레나 상점 부근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로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기에 명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탐문
조사를 통해 현재 자리가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측 자료를 확보하여 권업회를
비롯한 신한촌 내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Ⅰ- 만주·러시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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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한민학교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 - 9 일

∷정

의 1912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세운 4년제 고등소학 및 중등과정의 민

∷내

용 1909년 10월 설립된 한민학교韓民學校는 계동학교啓東學校·세동학교世東學校·신동학교新東學

대

족교육기관

校가

통합된 학교였다. 한인들은 러시아 당국에서 학교인허가정책을 통해 허가 받지 않

는 한인학교들을 적발하고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동대응에 나섰다. 논의를 거
쳐 계동학교·세동학교·신동학교 세 학교를 통합하여 한민학교를 설립했다.
한인들은 학교유지를 위해 「해삼위 한인거류민의 교육비에 대한 입약서」를 만들었다.
주민분담금과 기부금으로 학교의 운영비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기부금 모집은 자발
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실어 독려하였다. 한민학교는 재정 확보
의 방안이 마련되고 학교 규모도 확대되자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개척리開拓里에 위치해 있던 한민학교는 1912년 3월 신한촌에서 다시 개교하였다. 개
척리가 폐쇄되어 한인사회의 중심이 신한촌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권업회勸業會와

신한촌 거류민회는 공동으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신한촌 중심에 새
로 개축하였다. 학교의 현관 정문과 각 실내에는 태극 문양을 새겨 넣었다.
초기 한민학교는 신한촌민회가 관할하였다. 그러나 1914년 3월 15일 이후 신한촌
민회가 권업회에 통합되면서 권업회 교육부의 직속학교로 바뀌었다. 1914년 2월
현재 권업회 본부 또는 지회의 관할 하에 있던 학교는 약 10개였으며 학생 수는 약
1,000명에 달하였다.
1914년 남녀공학이었던 한민학교는 여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이는 한민학교 여
과 또는 한민여학교라 불리웠다. 한민여학교는 신한촌의 자혜부인회慈惠婦人會와 대한

여자단이 결합한 대한부인회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학교였다. 대한부인회는 한민학교
의 강의실이 좁고, 남녀 공동수업으로 여자 교육과정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
로 여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학교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연을 받았고, 학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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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명이었다.

∷ 현재 상태 한민학교를 포함하여 신한촌의 독립운동 사적지들은 재개발로 위치파악이 어렵다. 자
료 역시 현재 제한적이며, 1937년 한인 강제이주 등으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

지인을 통한 탐문조사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
점보다 구역으로 묶어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박물관 및 향토사학자들과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이명화, 「露領地方에서의 韓人 民族主義敎育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尹炳奭 외 5인, 『러시아 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史』, 교문사, 1994.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2005.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이경숙,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의 변동」, 『정신문화연구』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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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리 2A번지 신한촌 구옥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Сеульская, 2А

∷내

용 신한촌新韓村은 1937년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 그 흔적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서울거리 2A 번지판이 붙어있는 신한촌의 가옥

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인들의 거주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한촌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현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산을 깍고 도로를 새로
내면서 원래 모습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그러나 1992년 ‘서울스카야 거리
Сеульская улица 2A’가

표시된 건물이 신한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위치

를 비정할 수 있었다.
서울스카야와 관련한 기록 중에는 독립운동가인 채성하蔡成河가 이 거리 9번지에 거주

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공립협회共立協會·권업회勸業會에서 활동하였고 신한촌

회장을 맡았고 노인동맹단 결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1920년 ‘간도 15만원탈취의거’
의 주요인물인 최봉설崔鳳卨이 연해주로 피신하였을 때 은신처를 마련해주었고 그의
두 딸이 병간호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신한촌 내에는 서울거리 이외에도 크게 5개의 거리가 있었다. 아무르강 쪽을 기준
으로 하여 체레바노스카야Cherepanovskaya , 니콜스카야NIkolskaya , 하바로프스카야
Habarovskaya,

아무르스카야Amourskaya Ulitsa, 스보로스카야Souvorovskaya가 그것이었다.

하바로프스카야와 서울스카야 거리의 교차점이 신한촌의 중심지역이라고 한다. 이동
휘의 집과 스탈린구락부 등이 있는 지점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 현재 상태 현재 신한촌을 알려주는 집(서울스카야 거리 2A )은 현재 소유주가 2명이다. 1명은 2A,
나머지 1명 2번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017년 2A 집주인은 화재로 건물을 리

모델링을 하였다. 부분적으로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굴뚝을 포함하여 기단부분과
외벽에 흔적이 남아있다. 개인집이기에 방문 및 사진촬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
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 박환, 『在蘇韓人民族運動史』, 국학자료원, 1998.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박환, 『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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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촌 구옥 2A건물

132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신한촌 구옥 뒷모습(좌측 흰건물은 2번지, 베이지색 건물은 2A번지)

신한촌 구옥 2번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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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Пограничная 일대

∷내

용 1860년대 러시아로 한인이주가 시작된 이후 그 정착지는 연해주 남부지역에서 점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1911년 신한촌 건설 이전 한인들의 집단 거주구역

차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로 집중되었다. 1873년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항건설과
1891년 시베리아 철도부설 사업으로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블라
디보스토크 한인 거주지는 ‘웅덩마퇴(마퇴는 중국어로 부두)’였다. 현재 스포르치브나야
항구Sportivnaya Gavan의 원형분수대 부근이다. 그리고 ‘웅덩마퇴’의 언덕 위쪽에 ‘둔덕

마퇴(현재 Illuzion Okean 일대)’라고 불리는 한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한인들은 이곳을 ‘개척리開拓里’라고 불렀으며, 러시아인들은 고려인촌高麗人村 또는 한
인촌韓人村의 뜻을 담은 ‘카레이스카야 슬라보드카Koreiskaia Slobodka’라고 칭했다. 그리
고 한인거주지와 맞닿아 있는 도로를 ‘고려인(한인) 거리’라는 뜻의 ‘카레이스카야 거
리Koreiskaia Ulitsa’라고 불렀다. 지금의 포그라니치나야 거리Pogranichnaya Ulitsa이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많은 한인들이 개척리 일대로 몰려들었다. 독립운동가들 역시
개척리 일대를 독립운동 기지로 주목 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신채호申
采浩·홍범도洪範圖·유인석柳麟錫

등이 이곳에서 활동했다. 또한 한인학교가 세워졌고, 『해

조신문』·『대동공보』 등의 한인신문사도 있었다.
1911년 한인들은 개척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정부가 유행병
근절을 이유로 개척리를 폐쇄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곳은 러시아 기병대의 주둔지
가 되었다. 개척리 일대의 한인들은 개척리 북쪽 언덕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초기 정착지인 웅덩마퇴·둔덕마퇴는 구개척리가 되었으며 새로이 형성된 마을은 신개
척리新開拓里로 불렸다. 신개척리는 신한촌新韓村으로 불리면서 한인사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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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포그라니치나야 거리에 개척리 관련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러시아 수교
150주년을 맞아 건립한 기념비 “조선과 러시아 150주년 수교 기념비”가 있으나 거리

의 상징성에 보다 적합한 내용을 담아 안내판이 세워진다면 한·러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효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료

• 박환, 「구한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간행된 민족지 : 대동공보(大東共報)」, 『한국학보』 73, 일지사, 1993.

• 윤병석 외, 『러시아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史』, 교문사, 1994.
• 윤병석, 『한인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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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룡, 「해조신문의 간행과 교육론」,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 김남석, 「19세기말 한국근대언론에 대한 언론인의 관념: 구한말 신문 창간사의 분석」, 『가라문화』 28, 가라문화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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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서 바라본 개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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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좌측에서 바라본 개척리

우측에서 바라본 개척리

138

웅덩마퇴 터 전경

웅덩마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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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둔덕마퇴 터 전경

둔덕마퇴 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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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한인 노동자(1905)

웅덩마퇴와 둔덕마퇴가 있었던 스포르티브나야 항구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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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강제이주역(페르바야레츠카 역)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1

∷내

용 1937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지역 강제이주는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1937년 블라디보스토크 내 한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한 역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설득력이 것은 한인의 일본 밀정설이다. 이는 소련
의 입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였다. 소련은 한인들의 항일의식과 활동을 인
정하였지만 국경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더군다나
일제는 연해주지역의 한인들을 자국민이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간섭할 명분을 만들
어 냈다. 이후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 이후 사실상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더욱 부담

감이 커지게 되었다. 결국 반발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경지역의 안정시키는 방법
을 선택하여 연해주지역 한인들을 이주시킨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중일전쟁 발
발 직후 한인의 강제이주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9월경부터 시작된 한인 강제이주는 단기간에 이주를 완료하기 위해 연해주
각지에서 철로를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서는 페르바야 레츠카Pervaya Rechka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은 일반여객들의 사용이
많은 블라디보스토크 역과 달리 화물수송이 많았으며 한인들의 집단 주거지였던 신
한촌 뒤편에 있었다. 당시 한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이곳에 집결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했고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열차를 타게 되었다. 한인들이 탄 열차는 모두 화물이나 가축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
었다. 화물칸 마다 수십 명이 있었으나 위생은 고려되지 않았고 식수 등의 기초적인
물품 역시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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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페르바야레츠카 역은 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남아있다. 건물 앞에 놓은 육교를 통

해 반대편으로 건너가거나 철로 아래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철로 주변공장과 화물
수송에 대한 정보가 민감하여 탐문조사 및 사진촬영은 제한되었다.

관련자료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 윤병석 외, 『러시아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史』, 교문사, 1994.

• 이상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국사관논총』 103,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원용,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원인 및 과정」, 『유럽사회문화』 7, 연세대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1.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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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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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바야레츠카 역 측면

페르바야레츠카 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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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페르바야레츠카 역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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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바야레츠카라는 이름이 각인된 건물 상단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147

|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건물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Пологая, 65

∷내

용 러시아 정교회 주교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1922년 러시아내전 이후 시정부에서 고려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강제이주 이전의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가 사용했던 건물

인들에게 매각하였다고 한다. 연해주 한인신문인 『선봉』의 1933년 기사에 당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1923년 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기본적으로 분필이 부족하였으며 실험기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기숙사 역시 수리되지 못하여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1933년 학
생 수는 301명이었으며 노동자의 자제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8호 모범학교는 독립운동가 계봉우桂奉瑀(1880 - 1959) 등 한인지식인들이 교사로 활
동하였다. 또한 학교 내 신한촌 희곡클럽의 지부가 있었다. 이곳에서 소련에서 유명극
작가로 활약한 연성룡·최길춘·이경희가 배출되었다.

∷ 현재 상태 현재 러시아정교회 연해주 주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제8호 모범중학교는 이번조사

에서 새롭게 비정하였다. 2002년 조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지를 발견하였
으며 현지 전문가인 송지나 교수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송지나 교수는 과거 이 학교를
다녔던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답사하여 2층 발코니에 교장실이 위치하였고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사진자료와 비교해 볼 때, 새로 추정한 장소가 명
확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자료

• 『선봉』 1933년 6월 27일 「해삼시 8호 7년제 학교를 시찰하고서」.

• 『선봉』 1935년 3월 15일 「모범 중학교의 학생기숙사」.

• 『선봉』 1935년 9월 4일 「조선모범 중학교의 새 학년도 개학 첫 날」.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배은경, 「고려인 신문「선봉」을 통해 본 1930년대 『원동고려극단』의 극예술 활동과 고려인 사회에서의 그 위상과 역할」, 『재외
한인연구』 35, 재외한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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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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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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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전경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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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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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제8호 모범중학교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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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사범대학 건물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Океанский проспект, 18

∷내

용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 후 교육은 공립으로 전환되어 학령기에 속한 학생들은 무상으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1931년 한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고려사범대학 건물

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소수민족의 모국어 수업도 법제화되어 한인들은 ‘고
려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고려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원 및 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려사범대학
(조선사범대학, 원동조선사범대학)을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속교육기관으로 ‘사범노

동학원’도 개설하였다. 고려사범대학이 설립되자 그 위상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러
시아 한인신문인 『선봉』에는 국내 경성제국대학이 “동경제국대학의 분교”라고 비판하
며 고려사범대학을 당시 유일한 조선인 대학이라고 하였다. 고려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각 콜호즈kolkhoz(집단농장)에 조직된 청년학교와 노
동자들을 위한 학교, 그 밖에 전문학교로 파견할 교원양성을 위한 것이었다.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역사과, 물리-수학과, 자연과, 언어-문학과, 화학, 물리, 수학, 사회-경
제, 조선어 및 러시아어-문학 등의 학과가 개설되었다.
1931년 9월 1일 고려사범대학은 3개 학급에 7인의 강사와 78명의 학생으로 출발
했다. 그리고 1935년 고려사범대학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고려어로
교육받은 첫 대학출신의 교원이었으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도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인원은 17명으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교원 경력을 가졌다. 졸업식은
같은 해 6월 30일 오후 7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막심 고리끼Maxim Gorky 극장에
서 열렸다.
이후 고려사범대학은 1937년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하자 대학을 운영할 수 없게 되
었다. 현재 고려사범대학 건물은 러시아 작가 파데예프Faddeev의 이름을 딴 공공도서
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강제이주 당시 고려사범대학 내 소장도서 및 자료 등의 일
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Kzyl-Orda로 옮겨졌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서와 자료들
은 대부분 파괴·소실되었다. 남아있는 자료는 현재 알마티의Almaty 푸쉬킨Pushkin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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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크즐오르다 국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현재 상태 고려사범대학으로 사용된 건물은 블라디보스트크 시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 현재
1층은 은행으로 2층은 파데예프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된

막심고리끼 극장은 1903년 건립된 이후 줄곧 극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필라트모
니아 극장으로 운영 중이다.

관련자료

• 『선봉』  1935년 7월 9일 「사범 대학 제1회 졸업식은 “막씸 고리끼” 시 극장에서 거행되었다」.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배은경, 「1920 - 30년대 연해주 고려인 교원 양성 정책과 원동조선사범대학에 관한 연구」, 『슬라브학보』 30, 한국슬라브유라
시아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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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범대학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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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범대학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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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장소 막심고리끼 극장 정면

160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장소 막심고리끼 극장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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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장소 막심고리끼 극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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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장소 막심고리끼 극장 입구(현 필라트모니아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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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킨 극장 |
∷주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내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ладивосток, улица Пушкинская, 27

의 1917년 러·한·일·중 4개국 연합기독교전도회가 개최되었던 곳이자 한인 집회장소로
이용되었던 장소

용 푸쉬킨 극장Pushkinsky Theatre은 1908년 세워졌다. 러시아 혁명이후 이곳은 사회주의
자들의 회의 및 연설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한인들의 집회장소로 이용되었다.

1917년 4월 15일 이동휘李東輝는 푸쉬킨 극장에서 기독교 전도회에 참석하였다. 이 전
도회는 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일본·중국인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중에는 한
인 약 100명, 일본인 30명, 중국인 10명이 있었다. 김학준金學俊이 한인대표로 연설하
였으며, 윤능효尹能孝는 창가대를 이끌고 입장하였다. 이동휘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16일 신한촌 내 김낙선 집에서 독일정탐 혐의
로 러시아헌병대에 피체되었다.

∷ 현재 상태 푸쉬킨 극장의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여 변화가 있으나 외관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

이 잘 되어 있다. 맞은편에는 최초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동양학대학(한국·중국·몽고·
일본)이 있어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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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킨 극장 좌측면

푸쉬킨 극장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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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킨 극장 건물 앞 푸쉬킨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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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문학비 |
∷주

소 Россия, Владивосток, Аксаковская улица, 12А, Учебно - научный

∷정

의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민족문학 작가 조명희를 기념하여 세운 문학비

∷내

музей(극동연방대학 교육-과학박물관) 뒤쪽 공원

용 조명희趙明熙(1894 - 1938)는 충북 진천 출신이다. 진천 사립 문명학교(현재 鎭川常山初等

學校 )를 졸업하고 중앙고보에 다니다가 1914년 중퇴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

가하여 투옥되었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대학東洋大學 동양 철학과에 입학하

였다.
조명희는 유학기간 동안 시·극본·소설 등 많은 작품을 집필하였다. 이 가운데 「김영일
金英一의

사死」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가난한 유학생의 현실이 반영된 자전적인 성격을

띤 작품으로 한국 근대 문학 최초의 창작 희곡이었다.
1924년경 유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귀국하였다. 1925년 8월 국내에서 카프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가

결성되자 창립 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개벽』에 「땅속으로」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새로운 문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7년 7월 『조선지광』에 일제의 농촌 수탈과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삶을
그린 소설 「낙동강」을 발표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 작가
로 인식되었다.
1928년 러시아 망명을 결심하였다. 카프 내에서 사회주의적 활동으로 일제의 감시와
압박이 강화되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조명희는
‘조생’이란 필명으로 산문시 「짓밟힌 고려」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일제에
강한 저항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내었다.
이후 러시아 연해주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추풍秋豊의 푸칠로프카Putsilovka, 六城村에서는
고려어(한글) 교사로 있으면서 동화극 「봄나라」, 동요 「눈싸움」, 「샘물」과 같은 작품들
을 썼다. 1934년에는 작가 파제예프Fadeyev 추천으로 소련작가동맹 맹원으로 가입했
으며, 한인신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의 편집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
에 많은 제자들을 문학가로 길러 냈다.
이러한 조명희의 활동을 기리고자 2006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기술대학에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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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세워졌다. ‘잃어버린 민족문학사를 찾아가는 작가모임’이 주최하고 한국문학예
술위원회와 실천문학사의 후원이 있었다. 8일 러시아 극동대학교,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 총영사관에서 주관하여 제막식이 치러졌다.

∷ 현재 상태 조명희 문학비가 세워진 곳은 극동대학교 공과대학이었으나 현재 연방대학으로 흡수

되어 이전하였다, 공과대학 자리와 옆의 박물관 건물은 러시아 중앙정부에 매입된 상
태이다.

관련자료

• 이명재, 「포석 조명희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 편집부, 「포석 조명희 문학비 건립」,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6.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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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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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문학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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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문학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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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지미 한인마을 터 |
∷주

소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Партизанский район, село Новолитовск에

∷정

의 다우지미 한인 마을과 부근에 조성된 한인묘지

∷내

서 2시 방향으로 약 7km 떨어진 곳

용 연해주 수청水淸지역의 다우지미Taudimi 마을은 1888년경 형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밀·조·귀리 등의 곡물을 재배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개간한 뒤 러시아 이주민들에

넘겨주는 일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곤궁해졌다. 이후 주민들이 늘어가면서 1910년
대 이르러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인근 한인마을인 니콜라예프카 Nikolaevka·슈코토보
Shkotovo

등과 함께 권업회勸業會 지방총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박춘성(회장)·박창극(서

기)·김기옥·김영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20년 다우지미 마을에는 마적 토벌을 위한 부대가 조직되었다. 정재관鄭在寬·장기

영張基榮·김경천金擎天은 4월 참변을 피하여 이 마을의 박춘성 등과 협의하여 무기를 구

입하고 군인을 모집하여 마적 토벌에 나섰다. 이후 조직을 발전시켜 창해소년단滄海少
年團을

조직하여 단장 박춘성, 총지휘관 김경천, 참모장 정재관이 선임되었다.

러시아내전 이후 각 지역의 한인마을들은 콜호즈kolkhoz(집단농장)화 되면서 다우지미
마을 역시 콜호즈화 되어갔다.

∷ 현재 상태 다우지미는 수청지역의 큰 한인마을 중 하나였다. 마을이 계곡에 위치하여 현재 흔적
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마을 주민이 한인 묘지와 묘비 2기를 발견하면서 주변 일대

에 한인 마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발견된 묘비에는 한자로
‘黃仁赫之墓’라는 묘지 주인의 이름과 ‘生 癸丑 八月 卄六日’, ‘卒 庚申 五月 卄四日’

의 생몰년이 적혀있으며 러시아러로도 ‘ХВАН АЛЕКСАНДР(황알렉산더)’라고 적혀

있다. 다른 묘비는 ‘금공 츄억의 묘’라고 되어 있으며 ‘본 청송(추정)’으로 본관이 적혀
있고, 생몰년이 ‘1840.01.24 생, 1926.4.5. 졸’으로 되어 있다. 이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반병률,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
소, 2011.

• 이왕무, 「고종대 한러관계의 구축과 『아국여지도』의 제작」, 『한국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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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미 강과 다우지미 마을 터 전경(드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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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미 마을 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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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미 마을 입구

다우지미 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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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무덤과 비석

한인 공동묘지 내 비석(상단부터 ‘1840. 01. 24 생’, ‘금공 츄억의 묘’, ‘본 청송’, ‘1926. 4. 5.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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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혁 묘비. 왼쪽에는 ‘生 癸丑 八月 卄六日’, 중앙에는 ‘黃仁赫之墓’, 오른쪽에는 ‘卒 庚申 五月 卄四日’, 하단에는
‘ХВАН АЛЕКСАНДР’라고 새겨져 있다.

다우지미 한인 마을 부근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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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미 마을 터에서 찾아낸 한인 생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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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사용했을것으로 추정되는 연자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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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예프카 마을 |
∷주

소 Россия ,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Партизанский район , поселок

∷정

의 구한말에는 국민회의 근거지였으며, 러시아 내전기에는 한인무장부대의 근거지였

∷내

용 1860년대 연해주지역으로 한인이주가 본격화 되면서 각지에 한인마을이 만들어

Николаевка

던 장소

졌다. 한인들은 국경을 넘어 최초의 한인마을인 지신허 마을을 만들었으며 다시 추풍
秋豊(현재 우수리스크 서쪽 일대)을

거쳐 수청으로 옮겨왔다. 수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

어진 마을은 1868년 형성된 니콜라예프카Nikolaevka, 新英洞·新英溝 마을이었다. 마을이름
은 개척자인 김공심金公心의 러시아 이름인 ‘니콜라이Nikolai’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니콜라예프카 마을을 처음 개척한 한인들이 거주한 곳은 발해성터였다. 1884 -

1886년 경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俄國輿地圖』에는 이곳이 “둘레가 수삼십 리이며, 산

울山鬱로 사면을 막았는데 (…) 성안의 토지는 두텁고 평탄하다.”고 되어 있다. 이곳 주

민들은 주로 밀·귀리·콩 등의 곡류를 재배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사냥 및 어업을 하
였다. 마을에는 한인한교가 있었으며 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1919년 2월 한창걸韓昌傑은 주민들과 함께 무장하여 한인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5월

경 마을 북쪽에 위치한 프롤로프카Florovka의 러시아 적군赤軍부대로 찾아갔다. 이들과

군사와 민사에 관한 비밀협정을 맺은 후 각 지방에 지방대를 설치하였고, 직접 러시아
적군 부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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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니콜라예프카 마을에는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발해성터가 남아있다. 성터 안에서는 과
거 콩 농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젖소를 사육하는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
발해성터 발굴시 고려인들의 생활유적이 출토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한편 니콜라예프카 북쪽의 프롤로프카 마을에는 한창걸이 찾아 갔던 러시아
적군의 사령부 건물이 남아있다. 1906년 학교로 건립되었다가 사령부로 사용하였으
며 현재 다시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반병률,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
2011.

• 반병률, 「‘전면적 집단화’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 『역사문화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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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예프카 마을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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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인 정착지인 발해성 터(드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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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성 성벽

목초지로 변한 발해성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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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프카 마을 내 러시아 적군사령부 건물 전경(드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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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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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알렉산드라 순국지 |
∷주

소 우쵸스-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Шевченко, 15 부근

∷정

의 1918년 9월 김 알렉산드라가 백군에 피체된 이후 처형된 장소

∷내

빨치산 희생자 추모탑-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Карла Маркса, 134 부근

용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김 알렉산드라Alexandra Kim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시 소비

에트 외무위원이자 볼셰비키당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녀는 러시아 내 한국독립운동
을 러시아 혁명세력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1918년 3월 개최된 ‘조선인정치망명자회

의’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 준비과정에 원동소비에트 정부 수상인 크라
스노쇼코프Krasnoshchyokov의 지원이 있었다. 원동소비에트 정부 측에서도 일본·미국·
영국·프랑스의 간섭군으로부터 지역을 방어하는데 한인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회의는 볼셰비키와 연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고 찬성했던 이동휘·
김립 등을 중심으로 1918년 5월 11일 한인사회당이 창당되었다.
한인사회당 창당 후 김 알렉산드라와 간부들은 당의 세력화에 나섰다. 각지에 한인
사회당 간부들을 파견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적위대를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100여 명의 한인 적위대는 백군인 칼미코프Kalmykov군과 전투에 나섰다. 당시 백군의
전력이 우세하여 한인 적위대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였고, 1918년 9월 하바로프스크
마저 점령되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사회당원들과 함께 백군의 공세를 피해 배를 타고 아무르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 김 알렉산드라를 포함하여 유동열·이인섭·김립 등 10여 명은 하
바로프스크가 점령되기 직전 바론 코르프호를 타고 아무르주로 탈출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백군에게 발각되어 하바로프스크로 회송되었다. 유동열·이인섭·김립 등은 신
분을 상인으로 위장하여 석방되었으나, 김 알렉산드라와 러시아 볼셰비키들은 신분
이 노출되었다. 결국 김 알렉산드라는 백군에 의하여 1918년 9월 총살되었다.
김 알렉산드라의 순국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하바로프스크 향토박
물관 뒤쪽의 전망대 부근의 우쵸스(절벽)이다. 이곳에서 백군 찬양하는 곡 연주를 거부
하였던 러시아의 예술가들이 처형된 후 강으로 던져졌다고 한다. 다른 한곳은 하바로
프스크 공원묘지 부근의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다. 러시아 내전시기 백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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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군은 적위파와 이들을 도운 사람들을 이곳에서 처형하였다. 김 알렉산드라를 처
형한 곳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

∷ 현재 상태 우쵸스는 아무르 강이 잘 내려다보이고 뒤에는 무라비예프-아무르스키 총독의 동상

이 있다. 소비에트권력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처형되었던 ‘죽음의 계곡’에는 “소비에
트 권력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항상 기억하라”는 문구가 적힌 추모탑이 세워져
있다. 추모탑에는 김 알렉산드라를 비롯한 인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확한 지점이
밝혀지기 전까지 추정지로 남겨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1918 - 1920)」, 『한국학연구』 5,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3.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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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쵸스 절벽에서 바라본 아무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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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강에서 바라본 우쵸스 절벽 부근 등대건물

아무르강과 우쵸스 절벽 부근 등대 건물 등이 그려진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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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로프스크 공원 묘지 부근 ‘죽음의 계곡’에 세워져있는 빨치산 희생자 기념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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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희생자 기념탑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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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빈 묘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Центр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내

용 김승빈의 본명은 김병주金炳疇이다. 평안남도 강서江西 출신이다. 1910년 소학교를 마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만주와 연해주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승빈의 묘

치고 독학으로 한문과 일본어 등을 공부하였다. 1915년 서울의 대한제국 근위대에

입대해 근무했다. 1919년 3월 3일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곧 풀
려났으며 4월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때부터 김승빈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김승빈은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청천李靑天 등과 함께 교
생대敎生隊에 참여하였다. 이후 러시아지역에서 한인 독립보병여단(일명 사특의용군)·고
려혁명군정의회高麗革命軍政議會 등에 소속되어 일본군과 전투에 참여하였다. 러시아 내
전이 끝난 후 우수리스크Ussuriysk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1927년 김승빈은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37년부터 1946년까지 국경지대인
하산Khasan지역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이주를 피할 수 있었다.
1938년 소련과 일본의 국경문제로 충돌한 ‘장고봉張鼓峯 사건’ 때 전투에 참전했으며,
1945년 8월 일본군과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소련 정부로부터
수차례 훈장을 받았다.

∷ 현재 상태 김승빈 묘는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30구역에 모셔져 있다. 그의 묘는 가족묘로

현재 6기의 묘비(부인 김마리아, 첫째 김경희, 둘째 김경숙, 셋째 김유리, 김경숙 아들인 김알레
그)가 있다. 묘는 후손 김 안드레이(첫째 딸 김경희 아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관련자료

• 마트베이 김,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장세윤,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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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김승빈 묘 뒷모습

김승빈과 가족들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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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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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Центр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내

용 1930년대 조명희 등을 비롯하여 스탈린 대탄압 시기 희생된 한인들의 명패가 걸려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스탈린 대탄압으로 희생된 한인들의 명패가 걸려 있는 공동묘지

있는 공동묘지이다.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의 조성시기는 스탈린 대 탄압 당시
인 1937년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다수의 소비에트 소비에트 혁명가 및 한인 독립운
동가들이 숙청되어 이 장소에 큰 구덩이 3개를 만들어 묻었다고 한다. 이후 1990년

10월 공원묘지 입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옆에는 스탈린 대탄압 당시 희
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석판이 세워져 있다. 희생자 명단에는 조명희ЧО МЁН
ХИ를

포함한 한인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추모예배당 바로 옆에 조명희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 현재 상태 2002년 조사 당시 추도비 옆에 조명희를 알리는 석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분실되

었다. 추모예배당 주위에는 한인희생자의 이름이 수록된 석판이 세워져 있으며, 지금
도 희생자의 이름이 발굴되면 추가로 제작하여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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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공동묘지 내 추모예배당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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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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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를 찾은 조명희 자녀들(왼쪽부터 조 블라디미르, 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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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내 희생자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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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거주지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80

∷내

용 충북 진천 출신인 조명희(1894 - 1938)는 시·소설·희곡·평론 등 문학 방면에서 활발한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민족문학가 조명희가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주했던 집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출옥 후 일본으
로 유학하였다. 이후 시·극본·소설 등을 집필하며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귀국 후 1925년 8월 카프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가 결성될 때 창립 위원으로 참가하

여 프롤레타리아작가로 활약하였다.
1928년 조명희는 국내 카프활동이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자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러시아 연해주 추풍 4사 중 하나인 푸칠로프카Putsilovka에 도착하였다. 이후 연해
주 각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4년 조명희는 러시아 작가 파데예프Fadeyev의 추천으로 소련작가동맹 맹원으로
가입했다. 1935년 경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주할 당시에도 파데예프가 살고 있는 집의
2층에 거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작품을 구상하면서 신문 『선봉』과 잡지 『노력자의
조국』 편집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1937년 9월 러시아당국에 붙잡혀갔다. 그는 일제
간첩혐의를 받았고 1938년 4월 재판 없이 사형 처분을 받았다.

∷ 현재 상태 2012년 당시 조명희 거주지는 현재 콤소몰스카야 거리Komsomolskaya Ulitsa 89번지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조명희의 유족들이 기억하는 곳은 80번지였다. 파데예프가 거주
한 것으로 알려진 ‘작가의 집’이었다. 과거에는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국가에서 보호 건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80번지는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1902년에 건립되었고, 건물 벽면에 1935년에서 1936년 파제에프가 살았다는 동판

이 부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손들의 주장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비평』 17, 창작과 비평사, 1989.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정광수, 「시인 조명희의 삶과 작품 세계」, 『문예운동』 2006년 12월 호, 문예운동사.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동양일보』 2015년 1월 11일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포석 조명희를 찾아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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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거주지 측면

208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조명희 거주지를 찾은 자녀들(왼쪽부터 조선아, 조 블라디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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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수감지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Волочаевская улица, 146(구 하바로프스크 KGB 본부)

∷내

용 조명희는 국내에서 3 ·1 운동에 참가했고, 일본 유학 후 문학가로서 활동하였다.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스탈린 대탄압 당시 조명희가 피체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된 곳

1925년 국내에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인 카프KAPF의 결성시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1928년 7월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조명희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문학가이자 교육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작품 활동을
지속하여 한인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34년에는 소련의 유명 작가 파데예
프의 추천으로 소련작가동맹의 회원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파데예프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작품활동을 이어나갔다.
1937년 9월 조명희는 스탈린 대탄압 당시 내무인민위원회 기관원에 연행되었다. 가
족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집필 중이었던 『만주 빨치산』은 출간하지
못하였다. 1938년 4월 그는 재판 없이 일제의 첩자라는 죄목으로 총살되었다. 유족

들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조명희는 KGB 하바로프스크 본부 지하에 있는 감옥에서
총살형을 당했다고 한다.
조명희의 간첩혐의는 1956년 7월 소련 극동군관구 군법회의에서 파기됨으로써 벗겨
질 수 있엇다. 이로써 조명희 사후 유족과 지인들이 조명희의 신원 회복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현재 상태 이 건물은 1899년에 착공하여 1913년에 완공되었다. 조명희 피체당시 KGB 건물

로 사용되었다. 현재 법무부 건물로 은퇴한 공무원들의 은퇴자금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로 옆에 KGB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진촬영에 제한이 있다.

관련자료

•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비평』 17, 창작과 비평사, 1989.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정광수, 「시인 조명희의 삶과 작품 세계」, 『문예운동』 2006년 12월 호, 문예운동사.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동양일보』 2015년 2월 8일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 포석 조명희를 찾아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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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수감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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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조명희 수감지(지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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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알렉산드라 근무지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Муравьёва - Амурского, 22

∷내

용 김 알렉산드라Alexandra Petrovna Kim는 최초의 한인여성 사회주의자이다. 그녀는 추풍秋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자 김 알렉산드라가 집무하던 건물
風, Suifun

4사四社의 하나인 시넬리니코보Sinelnikovo, 永安坪에서 출생하였다.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사범학교 졸업한 이후 시넬리니
코보로 돌아와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5년 김 알렉산드라는 교사를 그만두고 우랄Ural지방 벌목장의 통역사로 일했다.
이곳의 한인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 무기제조
나 목재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나 마땅히 호소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
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1917년 2월혁명 이후
페름Perm지방에서 한인노동자 문제가 대두하자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녀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社會民主勞動黨 에카테린부르그Yekaterinburg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지역의 한인들을 결속하여 우랄노동자동맹을 조
직하였다.
이후 김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원동지역 한인사회의 선전·조직사
업을 맡았다. 이에 1917년 7월 우랄노동자동맹의 간부인 이인섭·오성묵·심백원 등과
함께 하바로프스크Khabarovsk로 활동지역을 옮겼다. 하바로프스크 시내에는 현재 그녀
가 근무했던 건물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한영(보문사 총
무)·오 바실리 바실리예비치(하바로프스크 한인민회 회장)·유스테판(러시아어 교사)등과 함

께 활동하면서 러시아 10월 혁명에 참여하였다. 이어 1918년 5월 소비에트를 지지하
는 이동휘李東輝, 김립金立 등과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창당하였다.
1918년 9월 초 하바로프스크가 백군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사
회당 간부들과 같이 피신하였다. 김립·이인섭·유동열 등 10여인은 신분을 위장하여
석방될 수 있었으나, 김 알렉산드라 및 러시아 볼셰비키들은 결국 백군에 의해 총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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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현재 상태 현재 과거 건물의 원형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으며 상가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김
알렉산드라 부조浮彫는 하바로브스크주 문화부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건

물 외벽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김 알렉산드라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알렉산드라 근무지 부근에 러시아내전 당시 소비에트 협력자들을 구금
하고 취조 및 처형한 건물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건물이 시내 도처에 남아있기에 향후
조사에서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수감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1918 - 1920)」, 『한국학연구』 5,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3.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5.

• 박환, 『박환 교수의 러시아 한인 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15

ули
ца
Му
рав
ьёв
а-А
мур
ско
го

(구글맵 위성사진 GPS)

김 알렉산드라 근무지 ■

■조명희 거주지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ца ева
улирген
Ту

김 알렉산드라가 집무했던 건물

216

на
ини
Кал
ца
ули

48.475105 ° N
135.062315 ° E

я
ска
оль
сом
Ком
ца
ули

∷가는 길

하바로프스크
향토박물관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евой
музей имени
Н. И. Гродекова
■
ули
ца
Ше
вче
нко

김 알렉산드라 근무지 측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17

| 김유천 거리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Ким Ю Чена

∷내

용 김유천Ким ю чена(발음 착오, 김유경)은 연해주 수이푼绥芬河(현 라즈돌나야강)지역 재피거우梓溝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재소 한인 게릴라 부대장 김유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

출신이다. 러시아내전 시기(1918~1922) 한인부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

후 1929년 소련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
였다.
김유천이 참가한 전투는 이른바 ‘중동로사건中東路事件’이 발단이 되었다. 중동철도中東
鐵道는

옛 동청철도東淸鐵道 가운데 일제에 이양한 남만주 철도를 제외한 부분이었다. 이

곳은 1924년 중·소 협정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1929년 7월 장개석
蔣介石의

국민당정부는 외국과 불평등조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동철도

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동북지역 군벌이었던 장학량張學良은 이를 강경
하게 집행하여 중동철도에서 소련 측 직원을 추방하였다. 소련은 이에 항의하며 8월
바실리 블류헤드Vasilii Bliukher를 극동지역에 파견하고 이를 해결할 원동특립군단을 조
직했다. 1929년 11월 중순 양국의 본격적인 교전이 벌어졌다.
김유천은 소련의 원동특립군단에 소속되어 참가하였다. 당시 중국군의 셀터(벙커)는 견
고하여 야전포와 사격으로 파괴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직접 셀터 근처로 접근하여 문
이 열리는 순간에 수류탄을 던져 파괴하는 대담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해주에
서 통나무로 굴을 짓고 사는 마적들을 상대로 한 전술이었다. 참전했던 동지들은 이러
한 활동을 기리기 위해 하바로프스크 시내에 그의 이름을 가진 거리를 만들었다.

∷ 현재 상태 김유천의 이름을 딴 거리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주변
사적지와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동청철도사변 40주년을 맞으면서(초고본) - 이인섭」, 자료번호: 1 - 012261 - 001, 독립기념관 소장.

• 「40주년되는 중동철도 사변을 회상하면서 - 이인섭」, 자료번호: 1 - 012261 - 002, 독립기념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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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천 거리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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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김유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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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정거장 전투지 |
∷주

소 인 정거장 전투지 - Р о с с и я , Е в р е й с к а я а в т о н о м н а я о б л а с т ь ,
Смидовичский район , посё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Смидович ,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Октябрьская улица, 7 일대
올고르타 정거장 전투지 - Россия ,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Смидовичский район, поселок при станции Ольгохта 일대

∷정

의 1921년 12월 24일~26일 인In 정거장을 둘러싸고 대한의용군과 러시아 인민혁명군

∷내

용 1921년 12월 3일 대한의용군은 러시아 인민혁명군(적군)과 함께 백군을 공격하기 위

의 연합부대가 백군과 전투를 하였던 곳

해 이만Iman(현 달레네첸스크)지역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백군 전력이 우세하자 포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만 북쪽의 비킨Bikin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
서 대한의용군 제2중대인 한운용부대는 본진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후퇴하던
중 이만역에서 백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백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끝내 몇 명
을 제외하고 전멸하고 말았다.
대한의용군 제1·3중대와 인민혁명군 제6연대는 볼로차예프카를 거쳐 스미도비치
Smidovich지역의

인In 정거장까지 물러나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곳은 하바로프스크에

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다. 혹독한 겨울날씨 속에서도 인 정거장과 볼로
차예프카 역 사이에서 수차례 소규모 전투가 거듭되었다.
1921년 12월 24일 인 정거장 일대에 백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24일 새
벽 대한의용군과 인민혁명군의 병영으로 백군의 기관총과 대포 사격이 쏟아졌다. 힘
겨운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인민혁명군 측 기병대가 지원군으로 나타나면서 끝까지 저
항하여 승리 할 수 있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지만 인 정거장은 사수
하였다. 이후 한인들을 비롯한 러시아 인민혁명군은 하바로프스크 탈환을 위해 진격
했다. 그 과정에서 올고르타 정거장에서 한차례 전투를 전개하였다. 백군은 재차 후퇴
하여 볼로차예프카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인 정거장 전투에는 이용을 사령관
으로 하여 대한의용군 2개 중대가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참여자 강우건에 따르면, 한
인부대의 전사자는 75명이고, 중경상자는 17명이며, 백군은 500여 명이 전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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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인부대 전사자들은 역 부근에 묘지를 만들어 모셨다. 현재 묘지는 없어지고
이 전투를 기념하는 동상이 건립되었다.

∷ 현재 상태 목재로 건립되었던 인 정거장은 2009년 벽돌 건물로 재건축되었다. 인 정거장은 현재
2차세계대전 영웅 세미노비치의 이름을 따 세비노비치역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마을
과 정거장 앞에는 인 정거장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현재 이 자
리에는 1986년 “소비에트 정권을 위하여”라는 문구의 기념비가 있으며 정거장 주변
에 인민혁명군들이 사용했던 참모부 건물이 남아있다. 또한 마을 시민회관 내 박물관
이 있다. 대한의용군 이용의 사진과 볼로차에프카 전투에 참가했던 김니콜라에프, 김
준 등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향후 참모부 건물로 이전 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민속원, 2013.

• 윤상원,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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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박물관
улица Пионерская

∷가는 길

인 정거장 전투지
48.594741 ° N
133.813727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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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희생자 묘 터

인민혁명군 사령부 건물 ■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인 정거장
станция 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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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етс
а Со
улиц

인 정거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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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거장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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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혁명군들이 사용했던 참모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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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거장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27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인 정거장 옛 모습(지역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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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거장 부근 한인들(지역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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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올고르타 정거장 전투지
48.608535 ° N
134.161327 ° E

강 река Большой Ин

село Песчаное

올고르타 정거장
Станция Ольгохта
■

Р-297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인 정거장

하바로프스크 방향 →

올고르타 정거장 전투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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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고르타 정거장 전투 기념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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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 볼로차예프카전투 희생자 추모지 |
∷주

소 россия ,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Смидовичский район ,

∷정

의 1922년 2월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희생된 빨치산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

∷내

Часовня Умягчение злых сердец

용 대한의용군은 러시아내전(1918~1922) 기간 중 인민혁명군(적군)과 함께 백군 및 일본

군에 대항하여 수차례 전투를 치렀다. 특히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만Iman전투·
인In 정거장 전투·볼로차예프카Volochayevka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중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하바로프스크를 탈환하는데 기점이 된 전투였다. 인민혁
명군은 1921년 12월 말 인 정거장 전투에서 승리 후 볼로차예프카로 퇴각한 백군을
공격하였다. 대한의용군 이용 부대와 김치준 소대 등은 인민혁명군 제5·6연대·혼성여
단에 소속되어 볼로차예프카 역과 마을을 점령하고 하바로프스크 방향으로 백군을 추
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1922년 2월 10일 볼로차예프카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6연대의 선
봉에 선 최계립과 임표부대는 볼로차예프카 요새의 철조망을 헤치고 돌격했다. 전투
는 다음날인 11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철조망을 돌파하면서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고, 백군은 하바로프스크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의 공로로 한인부대가 소속되었던 제6연대는 적기훈장을 받았으며, ‘적기훈
장 제4볼로차예프카보병연대’ 라고 개명되었다. 이 전투에 참여한 강상진의 말에 따
르면, 한인부대원은 12명이 전사하여 러시아인 30명과 함께 ‘이윤-코란’ 산에 합장하
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볼로차예프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조형물 및 기념비가 세
워졌다. 원동특립군대 사령관이었던 바실리 블류헤르를 추모하는 두상과 기념비 자리
에는 볼로차예프카 전투 90주년(2012)을 맞이하여 추모 예배당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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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현재 볼로차예프카 전투 추모공간은 건물 입구를 모두 막아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

어 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교육장소로 이곳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소련의
제2대세계대전 참전을 강조하면서 점차 잊혀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2002.

•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2, 2012.

• 윤상원,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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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위성사진 GPS)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улица
Партизанс
кая
중학교 школа No. 11
■
■
볼로차예프카 역
станция Волочаевка-1

볼로차예프카전투 추모지 내 추모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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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Церковь
Феодоровской
Богоматери
■

■
볼로차예프카 전투
희생자 추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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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ка

48.564204 ° N
134.498628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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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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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лиц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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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лица Л
азо

볼로차예프카전투 추모비와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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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로프스크 인동 마을 |
∷주

소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улица Осиповка 일대 추정

∷내

용 한인 이주 초기에는 러시아 당국의 뚜렷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지상황에 따라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정

의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한인거주지 중 하나인 인동 마을

정책이 정해졌으며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1880년대 이후부터 한인들은 본격
적으로 러시아 당국의 통제를 받았다. 러시아인들과 토지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경지
대에서 청나라와 긴장감이 높아져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변하게 된 것이었다.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이 맺어진 후로 러시아는 보다 뚜렷한 한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대체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3종’으로 구분되었다. ‘제1종’
은 1884년 이전에 러시아령露領에 이주한 자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
로 이들에게 거주를 허가하였다. ‘제2종’은 ‘제1종’에서 말하는 자를 제외하고 사업 폐
쇄를 위해 일정기간을 머무른 후 한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자였다. ‘제3종’은 일시적으
로 노령으로 들어오는 한인으로 이 역시 귀환 대상자였다. 이는 1886년 법률화 되었
지만, 실제 적용되는 과정은 정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흑룡주沿黑龍州 총독 그로데코프Grodekov는 한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하였다. 그는 5년 이상 노령에 거주한 제2종의 한인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
록 했다.
이에 따라 하바로프스크에는 한인의 수가 증가되었다. ‘제2종’에 속하는 한인들은 키
강 연안의 루키아노프카·오시포프카·알렉산드로프카 등지에서 촌락을 형성하였으며,
해당기간을 채워 러시아 국적과 규정된 토지를 받았다. 러시아 측 자료에는 오시포프
카Osipovka 마을에는 대한인국민회 하바로프스크 지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바
로프스크 지방회는 김석영(수청 신영동지방회 초대 회장)이 하바로프스크 교외 인동마을
로 이주하여 설립하였다. 이로 볼 때 오시포프카 마을은 인동마을로 추정된다. 인동마
을은 1910년 3월(음력)에는 위생국을 설립하고 의사 김상호, 봉사 최형도를 임명하였
으며 5월에는 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현재 상태 현지 주민 다마라쉐라피본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이 과거 고려인 마을이라고 불리었다

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한인마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오시포프카 거리라는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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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1937년대 소련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 이후 러시아 농촌으로 바뀌면서 대
부분의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서쪽으로 한인들이 노동자로 일했던 아무
르강 철교의 일부가 남아있다.

관련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5, 1973.

• 이명화, 「1910년대 재러한인사회와 大韓人國民會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미주국민회자료집』 1, 2005.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미주국민회자료집』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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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강
р. Амур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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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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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구글맵 위성사진 GPS)

인동마을 추정지
■

하바로프스크 인동 마을 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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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로프스크 인동 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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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인동마을 옆 아무르강 철교

240

인동마을 옆 아무르강 옛 철교(철교 건설에 한인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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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크지역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오운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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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과 한국독립운동

중국 동북지역은 러시아 연해주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흔히 만주滿洲라고 불리기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하는 동북지역東北三省은 흑룡강성黑龍江省·요녕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이중
흑룡강성은 중국 동북 3성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군사지
역이기도 하다.
흑룡강성에도 한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했다. 이 지역은 토질이 비옥하고 땅이 넓어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00년대를 전후하여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920년
대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만주국 설립과 함께 대규모의 집단 이주가 진행되기
도 했다. 이러한 한인 이주는 민족운동의 추동력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하여 독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후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사회주의계열의 민족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신민부
新民府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군)·조선공산당만주총국朝鮮共産黨滿洲總局·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聯軍 등의 주

요 활동 지역이었다.
흑룡강성의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이자 성도省都인 하얼빈哈爾濱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인 지역이다. 안중근安重根이 한국 침략의 수괴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지역이 바로 하얼
빈이기 때문이다. 하얼빈은 원래 송화강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동청철도東淸鐵道
부설권을 획득하면서 1898년부터 러시아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동청철도 건설의 거점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프랑스·미국 등
19개국의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흑룡강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하얼빈 지역에는 다수의 독립운동사적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
砲殺한

하얼빈 역이 대표적인 장소이다. 안중근은 1907년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한 이래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고,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위치해 있는 대동공보사大東共報社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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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며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1909년 9월 외신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시찰
소식을 접한 후 하얼빈 의거를 구체화 시켰다. 10월 26일 오전 9시경 하얼빈 역에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도착하자 그를 환영하기 위한 의장대 뒤에서 기회를 기다렸다 의거를 실행하였다. 하얼
빈 역 내에 권총을 발사한 장소와 총탄을 맞은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2014년 1월에는 역내에 안
중근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그의 사상을 조명하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2017년 3월 중
국 정부의 하얼빈역에 대한 개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휴관에 들어갔고, 내부
전시물은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옮겨졌다.
하얼빈에는 하얼빈역 이외 안중근과 관련된 독립운동사적지가 다수 남아있다. 김성백 거주지 터
와 조린공원兆麟公園이 바로 그것이다. 김성백은 함북咸北 종성鍾城에서 출생한 뒤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거쳐 1898년 동청철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하얼빈으로 이주했다. 안중근 의거 당시에는 공립협회共
立協會

하얼빈 지방회장이자 한인사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안중근 일행은 10월 23일 경 김

성백의 집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의거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김성백의 거주지는 하얼빈 레
스나야가 28번지로서 러시아식 단층 목조건물이었다. 현재 레스나야가는 하얼빈시 도리구道里區 삼
림가森林街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도시의 변화로 명확한 위치를 비정 할 수 없다. 김
성백 거주지 터 바로 옆에는 안중근이 의거 전에 방문했던 조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건물도 남아있다. 안중근이 의거 직후 러시아 사법당국에서 심문訊問을 받
은 뒤 이송되어 수감되었던 장소가 바로 일본총영사관이었다. 일본총사관은 1907년 3월 의주가義州
街(현재 화원가花園街 )에

설치되었다. 이후 1936년 경 하얼빈시 홍군가紅軍街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안중

근 이외에도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피체되어 일본총영사관에 수감되었다. 김동삼金東三과 남자현南
慈賢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현재 초기 일본총영사관 건물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화원

소학교花園小學校 건물이 들어서 있다. 후기 일본총영사관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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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사용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묘지 터가 하얼빈에 위치해 있다. 남자현은 1933년 이춘백李春基 등과 만주
국 일본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의 처단을 계획을 세웠다. 의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피체 되었으며 일본총영사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60세가 넘는 고령으로 옥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자 1933년 8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하얼빈의 한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거처
를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 후손들은 하얼빈 남강구 외인外人 묘지에 그녀의 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신을 안장했다. 현재 남강구 외인묘지는 1958년 하얼빈시 발전계획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모되
었다. 그 과정에서 무연고 묘는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밖에 일제가 생체실험을 위해 하얼빈
시에 설치한 특수감옥인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유적지가 있다. 이곳에는 현재 침화일군제731부
대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列館이 건립되어 제731부대가 세균병기 개발에 사용한 도구와 잔
혹한 생체실험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흑룡강성 오운현烏雲縣에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오운현은 중국 흑룡강성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쪽은 자유시, 남쪽으로는 하얼빈, 동쪽으로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가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을 근거로 이상설李相卨과 조성환曺成煥 등은 이 지역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
진했다. 1916년 ‘올라까하烏拉卡河’에 한인 100가구가 이주하여 배달촌을 건설하였다. 한인들은 황
무지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1921년 마적의 습격으로 참변을 당한 뒤 오운현장烏雲縣長
의 주선으로 오운현 구성촌 부근으로 이주하여 배달촌을 형성하였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건
립하여 민족교육을 전개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도 연결되었다. 『독립신문』의 지국이 설치
되었고, 임시정부 요인 안정근安定根의 방문이 계획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1928년 배달촌은 홍수
로 큰 참화를 당했고, 근거지를 재차 인근 오운현(현재 烏雲鎭)으로 옮겼다. 현재 올리까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찾을 수 없고, 탐문과 자료 『가음현지』 발굴을 통해 1922년과 1928년 이후 형성된 오운진
배달촌 터와 오운진 고려촌(배달촌) 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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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운진 배달촌(툰) 터 |
∷주

소 黑龙江省 伊春市 嘉荫县 旧城村 부근

∷내

용 오운현烏云縣(현 구성촌 일대)은 1910년대부터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추진되었던

∷정

의 흑룡강성지역에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되었던 오운현 배달촌

장소이자 『독립신문』의 지국이 설치되는 등 임시정부와도 독립운동과 연결된 지역이

었다. 오운현 내 한인마을인 배달촌은 『독립신문』과 『동아일보』 등에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1922년 11월 30일 『독립신문』에 울우간鬱于間이라 하는 지방地方에 살던 한인들이
1921년 마적 700여 명이 습격하자 교전하다가 결국 350여 명이 ‘현읍오운縣邑烏雲’으

로 이주하였으며, 상해에서 파견된 안정근이 금전과 의복으로 구제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1933년 11월 10일 『동아일보』에도 ‘오랍간烏拉幹’에 살던 한인들이 1921년 1월
24일 마적 800여 명의 습격으로 오운현으로 이주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한인들은 설
치국設置局의 주선과 상무회商務會의 도움으로 토지를 얻고 가옥을 빌어 생업에 안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이우석의 수기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자유
시참변을 피해 이우석은 1922년 2월 오운현烏雲縣 한인마을인 ‘배달촌’에 도착했다.
그가 머물렀던 배달촌은 ‘우루깡’이란 마을의 한인들이 마적의 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자 새로 이주하여 형성한 마을이었다. 이미 도착하였던 이원방 등 동지들은 마을에
소학교를 세워 한인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우석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던 안정근이 상해에서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울우간·오랍간·우루깡’으로 불리던 마을은 1921년 마적의 습격을 받
은 뒤 오운현 설치국이 있었던 구성촌 부근으로 이주하여 ‘배달촌’을 형성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현재 구성촌 부근에는 배달촌으로 추정되는 마을 터가 있다. 구성촌을
탐문한 결과 촌로들에게 과거 한인 마을이 있었던 자리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곳
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근에 수십 기의 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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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이번 탐문과정에서 발굴·검토한 『가음현지』(1988 )에는 구성촌 부근의 배달촌이
1928년 대홍수로 현재 오운진으로 옮겨졌으며, 이전된 마을 이름은 고려촌(툰)이라

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려촌’이라는 명칭이 일반명사처럼 사용되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마을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1910년대 이상설과 조성환 등이 추진했던 ‘올리까하’와 ‘배달촌’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박영석, 「일제하 만주 노령지역에서의 항일민족독립운동(하) - 북로군정서 (北路軍政署) 독립군병사 이우석의 활동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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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켄트예프카 마을
село Иннокентьевка

∷가는 길

49.278392 ° N
129.677766 ° E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구글맵 위성사진 GPS)

구성촌에서 탐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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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乌云镇
■
고려촌

旧城村

■
배달촌

한인들이 거주했던 구성촌 부근 배달촌

한인들이 거주했던 구성촌 부근 배달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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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가음현지』

252

『가음현지』 내 구성촌 이력(1916~1934년까지 설치국이 있었음)

조양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음현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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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가음현 교통지도(오운진 바로 옆 구성촌)

254

1916년 배달툰이 표기된 지도(『가음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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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운진 고려촌(배달촌) 터 |
∷주

소 黑龙江省 伊春市 嘉荫县 乌云镇 내

∷내

용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상설·조성환 등은 흑룡강성 오운현烏云縣에 독립운동기지 건

∷정

의 흑룡강성 최북단에 위치한 한인 마을

설을 추진하였다. 오운현은 중국 흑룡강성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서쪽은 자유시, 남
쪽으로는 하얼빈, 동쪽으로는 하바로프스크가 위치해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고자 중국·러시아 양국 정부에 양해와 지원을 얻어 한인 이주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장려하고 독립기지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운현 내 국외독립운동 기지가 설
치된 곳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번조사는 최초의 조사로서 명확한 위치
를 찾기보다 오운현 배달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운진 일대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오운진은 흑룡강성의 최북단인 흑룡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경계로 중국과 러
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곳은 구성촌 부근의 배달촌이 1928년 일어난 홍수로

인해 이주·정착한 곳이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2가구였다. 그 중 兪

옥자(77세, 1942년생) 옹과 인터뷰를 하였다. 유옥자 옹의 부친은 이북출신으로 연해주

를 거쳐 호마현呼瑪縣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1961년 오운진으로 시집을 오면
서 현재까지 이곳에 살게 되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오운진 마을
동쪽으로 한인 80여 호가 살고 있었으나 해방 후 다른지역으로 떠났다고 한다.
오운진 내에 한인이 살았던 고려촌은 현재 한족들이 살고 있으며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추가로 탐문조사 중 증언을 해준 마을 촌로들 역시 과거 ‘고려촌’이라는
한인 마을이 있었으며 약 100여호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 현재 상태 오운현과 배달촌에 관한 기록들은 지명표기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시기도 다양하다.

따라서 설명하는 장소가 모두 같은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운진 고려촌은 지리적
위치와 탐문조사 바탕으로 과거 배달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문헌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박영석, 「일제하 만주 노령지역에서의 항일민족독립운동(하) - 북로군정서 (北路軍政署) 독립군병사 이우석의 활동을 중심으
로 - 」, 『동방학지』 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 윤병석, 『國外韓人社와 民族運動』, 일조각, 1990.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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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켄트예프카 마을
село Иннокентьевка

∷가는 길

49.282142 ° N
129.642758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흑룡강

乌云镇
■
고려촌

旧城村
■
배달촌

고려촌(오운진) 마을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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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오운진 인터뷰-지난 세월 저 편 넘어 기억을 떠올리며

258

유옥자 할머니 증언 채록

유옥자 할머니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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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고려촌(배달촌) 마을 터 현장조사

260

고려촌 마을 터

고려촌 마을 터에 한인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었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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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 역 |
∷주

소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哈尔滨站

∷내

용 하얼빈哈爾濱역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곳

∷정

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곳

이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경고하고 저지하고자 했다. 이
의거가 조국과 겨레의 원수를 갚고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의거의 목표가 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였다. 그는 1905년 을사늑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약의 원흉이었고, 대한제국을 식민화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統監府의 초대 통감을 맡
았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만주와 몽골 등 대륙침략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국인 러시
아와 협상하고자 하얼빈으로 향했다.
안중근은 의거를 결심하고 우덕순禹德淳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
하여 1909년 10월 22일 하얼빈에 도착했다. 중간에 러시아어 통역을 맡은 유동하劉
東夏가

합류했다. 이곳에서 조도선曺道先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였고, 다음날에

는 안중근·우덕순·조도선 세 사람은 의거 장소 중 하나로 계획한 채가구蔡家溝역을 답
사하였다. 논의 후 우덕순과 조도선은 채가구 역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의거를 준
비하기로 결정했다.
의거 당일인 10월 26일이 되자 유동하를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하얼빈 역 내 찻집에
서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오전 9시경 하얼빈 역에 열차가 멈추고 이
토 히로부미가 내렸다. 안중근은 그를 환영하기 위한 의장대儀仗隊 뒤에서 기회를 기다
렸다. 그리고 열 걸음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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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현재 하얼빈역에 대한 개축공사 추진에 따라 2017년
3월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朝鲜民族艺术馆(黑龙江省 哈尔滨市 道里

区 安升街85号)에 임시로 전시관을 마련해 놓았다. 박춘희 관장과 면담을 통해 하얼빈

역의 완공이 당초 계획(2018. 8)보다 늦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2002.

• 박 보리스, 『하얼빈역의 보복』, 채륜, 2009.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채륜, 2010.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 연구의 성과와 관제』, 채륜, 2010

• 윤병석, 『안중근 연구』, 국학자료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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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

■
병원
哈尔滨医科大学
附属第四医院

45.759574 ° N
126.628753 ° E

■ 하얼빈역
哈尔滨站

(구글맵 위성사진 GPS)

하얼빈 일본총영사관(후기) ■
법원 哈尔滨铁路运输法院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海
城
街

하얼빈 역의 옛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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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曼街 동북열사
기념관
东北烈士
纪念馆

红军
街

박물관 黑龙江省博物馆 ■

民
益
街

대학교 哈尔滨广播电视大学 ■

쇼핑몰
远大购物中心
■
전철역
地铁 1号线 博物馆
■

현재 공사중인 하얼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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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공사 관계로 역사 내 안중근의사 전시물을 잠시 옮긴 조선민족예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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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예술관 내 안중근의사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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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예술관 내 안중근의사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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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예술관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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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전기/후기) |
∷주

소 전기-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红军街 108号 黑龙江哈铁对外经贸集团公司

∷정

의 안중근·김동삼·남자현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였던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건물

∷내

후기- 黑龙江省哈尔滨市 南岗区 花园街 351号 哈尔滨市花园小学校

용 하얼빈은 1896년 러시아가 동청철도東淸鐵道 부설권을 얻으면서 개발된 도시였다.

1898년 철도 기공식을 거행했을 당시만 해도 하얼빈은 송화강松花江 연변에 위치한 한
적한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청철도 건설의 거점이 되면서 시가지가 조성되고 인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구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1903년 동청철도 개통을 전후로
철도부속지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인, 중국인 인구가 늘어났다.
동청철도 개통 당시 하얼빈은 4개의 중심구가 있었다. 향방구(구시가)·남강구(신시가)·
부두구(현 道里區)·부가전(현 道外區)이다. 이 가운데 남강구南崗區(구 秦家崗)에는 관청가

가 조성되었고, 강 주위의 습지대를 매립하면서 상점들도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자
국 교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남강구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프랑스·미국·독일·영국·스
페인·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스웨덴·체코 슬로바키아·포르투갈·이탈리아 등 19개국

의 영사관이 건립됐다. 일본총영사관은 1907년 3월 4일(또는 2월 5일) ‘义州街 27号(현

재 花园街 351号)’에 설치되었다. 1920년 이후 일제는 영사관 관저(현 외사판공실, 南岗区 果戈

里大街 298号)도

마련하였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은 감시와 탄압의 상징이었다. 양환준梁
煥俊(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선전부장)·허형식 등 50여 명 한인들은 1930년 5월 1일 ‘메이

데이’ 항일시위를 전개하면서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을 습격하여 항일의식을 표출하기
도 하였다.
하얼빈 총영사관은 안중근·김혁金爀·김동삼金東三·남자현南慈賢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은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에서 조사를 받고 수감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의거 후 러시아 사법당국에서 예심이 결정되어 검사 밀레르에게 신문訊問을 받았다. 그
는 예심이 끝나고 일시 구류되어 있다가 11시 경 이송되었다. 김동삼은 1931년 일
제의 만주침공 직후 이원일李源一·남자현과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하얼빈에 잠입
했다. 그러나 일경에 피체되어 수감되었다. 당시 피체되지 않았던 남자현은 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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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위만주국 주재 일본대사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를 처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획
이 사전에 노출되어 일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지하감옥에 수
감되었다.
한편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은 1936 년 경 ‘홍군가红军街’로 이전하였다. 이 건물은
1924년 5월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25년 8월 준공되었다.

∷ 현재 상태 현재 화원소학교 건물은 1901년 건립되어 1907년부터 일본총영사관으로 사용되

었다. 2001년 건물을 재건축하여 현재 화원소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후기 일본총영사
관 건물은 ‘흑룡강합철대외경무집단공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이 건물은 일본의 남만철도회사 사무실로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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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45.756941 ° N
126.642491 ° E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후기
45.757602 ° N
126.631196 ° E

전기 하얼빈 총영사관 건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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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尔滨站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후기)
■
红
军
■
법원
哈尔滨铁路
运输法院

街

쇼핑몰
远大购物中心
■
전철역
地铁 1号线
博物馆
■

■
박물관
黑龙江省博物馆

东大
直街

∷가는 길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전기)
■
■ 고층빌딩
新发展大厦

전기 하얼빈 총영사관 건물(현 화원소학교) 건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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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후기 하얼빈 총영사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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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하얼빈 총영사관 건물 측면

남만철도주식회사 사무소와 일본총영사관이 소재했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건물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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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후기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측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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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일본총영사관(후기) 옛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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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현 묘지 터 |
∷주

소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南通大街 208号 文化公园 일대

∷내

용 1933년 초 남자현은 동지 이춘기李春基 등과 ‘위만주국僞滿洲國’의 일본전권대사 무토 노

∷정

의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묘지가 있었던 곳

부요시武藤信義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무토 노부요시는 장춘長春에서 열리는 ‘위만주
국’ 수립일인 3월 1일에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같은 해 2월 29일
권총 1정과 탄환, 폭탄 등을 몸에 숨기고 하얼빈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하얼빈 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외 정양가正陽街를 지나던 중에 미행하던 일본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남자현은 6개월 가량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에도 옥중 생활을 견뎠으나 건강이 악화되자 1933년 8월 보석으로 석방되
어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곧 하얼빈 지단가地段街에 있는 조모씨趙某氏가 운
영하는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순국하였으며 남강구의 외인外
人묘지에

안장되었다.

남자현이 묻힌 묘지는 현재 남강구 문화공원文化公園 일대로 추정된다. 이곳은 조선인
공동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방인근方仁根은 하얼빈 외국인 공동
묘지를 다녀와 만주여행기를 작성하였으며 조선인 묘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어듸나 그럿켓지만는 더욱 哈爾賓의 露國人形便을 보면 貧富의 差異가 너머도 甚

하다. (…) 거기서 조곰더가면 外國人, 共同墓地가잇다. 各各땅을 논화 울타리를 치고

돌노쇠로 무덤을 곱게 단장하엿스며 나무와 꼿을 무덤엽헤 심어노코 죽은사람의 寫眞

도 틀을 잘해서 거러노왓다. 朝鮮人의 共同墓地도 한편에 잇서 나는 한참이나 정시놓
코 처댜보왓다.

위에 따르면, 조선인 공동묘지는 러인공동묘지 한 구역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자현의 유해가 모셔진 묘지 역시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강구 외인묘지는
1958년 하얼빈 동부의 황산신묘지黃山新墓地로 이전하여 과거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묘지가 옮겨질 때 무연고자 묘지를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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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남자현 묘의 명확한 위치는 현재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현재 상태 남강구 외인묘지는 현재 각종 놀이기구가 들어선 문화공원으로 바뀌었다. 1958년 하

얼빈시 발전계획에 따라 묘는 시 외곽으로 이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연고 묘는 행방
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묘지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정교회예배당 뿐
이기에 장소를 비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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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국, 『나는 조선의 총구다』, 세창미디어, 2012.

• 심상훈,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경북여성들의 민족운동」, 『동아인문학』 26, 동아인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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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哈尔滨鸟语林动物园
■
■
천주교당
圣母安息教堂

45.777619 ° N
126.662562 ° E
(구글맵 위성사진 GPS)

■
옛 남강구 외인묘지
(남자현 묘 터)
■
文化家园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宣化
街

남자현 묘지 터가 있었던 문화공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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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通
大
街

∷가는 길

街
里
方
大

■
병원
哈尔滨欧亚
男科医院

■ 전철역 地铁 1号线 工程大学

문화공원 내부 모습

문화공원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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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임종을 앞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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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구 외인묘지에 안장된 남자현 묘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아들 김성삼)

남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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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화일군제731부대죄증진열관 |
∷주

소 黑龙江省 哈尔滨市 平房区 新疆大街 47号 侵华日军第七三一部队罪证陈列馆

∷내

용 일제는 1931년 만주침공을 통해 이듬해 소위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웠다. 그

∷정

의 일제가 생체실험을 위해 설치한 특수감옥

리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동군 내에 1932년부터 1945년 패망까지 인체 실험부대

를 운영하며 세균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담당한 것이 관동군 제731부대였다.
관동군 제731 부대의 핵심인물은 군의軍醫 중장이자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石井四郞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1892 - 1959)였다. 그는 도쿄 인근 치바현千葉縣 야바베군山武郡 치요다촌千代田村 오오리
大里에서

출생하였다. 교토제대 의대를 졸업한 후 육군 간부 후보생이 되어 군의가 되

었으며 군 위탁생으로 교토제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균학과 방역학을 전공하였다.
1928년부터 30년까지 3년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을 돌아다니며 세균에 대해 연
구하여 1930년 페스트균 연구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32년 도쿄의 육
군군의학교 내에 방역연구실을 만들고 교관 겸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나카다 뎃산永田
鐵山(1884 - 1935)

군무국장의 후원을 얻어 연구를 계속하였다. 이후 1935년 하얼빈에

관동군 방역防疫부대가 설치되자 부대장을 맡았다.
1938년 일제는 하얼빈시 남쪽 외곽인 평방平房 구역을 특별 군사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체실험을 위한 특설감옥을 설치하였다. 하얼빈은 교통이 발달되었으며 심양瀋陽과

장춘보다 비밀유지하기에도 유리했다. 기후적으로도 추운지역이기에 생체해부와 동
상실험에 적합하였다.
1939년 8월부터 이시이가 속한 하얼빈 방역부대는 생체실험을 시행하였다. 방역부
대는 1940년 8월 ‘관동군 방역급수본부’란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1941년 8월 1일 관
동군 제731부대란 명칭을 다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부대장의 이름을 떠서 흔
히 이시이 부대로 알려졌다. 부대의 주요 보직은 비밀유지를 위해 이시이와 동향인 치
바지역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 부대의 생체실험 결과는 일본 육군군의학교 방역실을
비롯하여 도쿄대·교토대 등에 보내져 의학연구가 계속되었다.
생체실험을 지속하기 위해 일제는 헌병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항일반만 세력 및 소련
첩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각지의 사람들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잡아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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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국인·조선인·러시아인·몽골인 등이었다. 하얼빈 시내 백화료白樺寮라는 곳은
실험대상자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되었다. 피체된 이들은 특설감옥으로 호송되어 생체
실험을 위한 마루타가 되었다.
페스트에 감염된 마루타는 독방으로 보내졌고 증상을 관찰하고 나면 해부실로 옮겨져
해부됐다. 심장, 폐 등 장기는 꺼내져 포르말린 용액에 담겨 진열대에 놓여졌다. 하루
에 보통 3명씩 해부했다고 한다. 동상 실험은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영하 35도의 추
위에 발가벗긴 실험자들을 묶어 놓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자 ‘보작保作’이란 암호명으로 각지에서 세균전을 실
행에 옮겼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자 일제는 패전을 감지하고 제731부대의
시설들을 모두 파괴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병대가 긴급히 투입되어 8월 9일부터 13일
까지 4일간 본부동을 제외한 주요 건물이 파괴하였으며 수감되었던 인원은 모두 사
살하였다. 그리고 이시이 부대장과 간부들은 비행기로 탈출했고, 부대원과 가족들은
8월 10일 특별열차로 하얼빈을 떠났다.

∷ 현재 상태 이곳은 1949년 하얼빈 제17 고급직업중학교로 사용되다가 1983년 문화재로 지정되

었다. 2014년 임시폐관하여 전시관(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하는 등 재정비 과정을

거쳐 2015년 8월 15일 재개관하였다. 전시관에는 731부대가 세균병기 개발에 사용
한 도구들과 전직 부대원의 증언록 등 약 1만 점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2002.

• 서이종, 「만주의 ‘벌거벗은 생명’과 731부대 特設監獄의 생체실험 희생자」, 『만주연구』 18, 만주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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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谢罪与不战和平之碑■

∷가는 길

침화일군
제731부대
유지

45.606344 ° N
126.634290 ° E
大街
友协

(구글맵 위성사진 GPS)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병원
哈尔滨市平房区
人民医院■

침화일군제731부대죄증진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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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兴建街道社
区图书馆

街
兴建

동상실험실 冻伤实验室旧址■

■ 보일러실
锅炉房遗址

■ 전시관
侵华日军第七三一部
队罪证陈列馆

침화일군제731부대죄증진열관 내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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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제731부대 입구(앞쪽 남문 위병소, 뒤쪽 본부동 중앙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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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제731부대 전경(붉은색 표시가 남문위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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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백 거주지 터 |
∷옛 주 소 레스나가야가 28번지

∷현 주 소 哈尔滨市 道里区 森林街附 31 - 3号 일대
∷정
∷내

의 하얼빈지역 한인사회 지도자인 김성백의 거주지이자 안중근이 의거 계획을 논의한 곳

용 김성백金星伯은 1867 년 함북 종성鍾城에서 출생하였다. 자술에 의하면, 가족들은
1869년 러시아 연해주지역 멍고가이Mongugai, 蒙古街로 이주하였다. 1874년 7살 되

던 해에 우수리스크로 이주했으며 부친은 1884년에 러시아로 귀화하였다. 김성백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1898년부터 동청철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연해주에서 하얼빈으로 이주하였다. 안중
근 의거가 일어날 당시 그는 공립협회 하얼빈 지방회 회장이자 한인사회 지도자로 활
동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김성백의 집은 안중근 일행의 숙소이자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이 당시 거주지는 ‘부두
구 레스나야 거리Lesnaya st 28번지(현재 道里區 森林街)’였다. 안중근의 부인 김아려金亞

麗와

두 아들(안분도, 안준생)도 이곳에 머물다가 11월 22일 정대호鄭大鎬의 가족과 같이

수분하綏芬河로 돌아갔다. 이러한 관계로 그는 안중근 의거 직후 관련자로 지목되어 러
시아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가택에 대한 수색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직
접적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1912년 왕야가王爷街(현 地
段街)로 이사하였으며 이후 1917년 시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 현재 상태 김성백의 집은 러시아식 단층 목조건물이었다.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위치만 대

략적으로 비정할 수 있다. 흑룡강 당사연구소장 김성옥 및 지방사 연구자 서명훈 등이
현재 삼림가 31호 일대를 추정하고 있으나 문헌자료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

관련자료

• 문화관광부·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Ⅰ, 2002.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채륜, 2010.

• 이명화, 「하얼빈 한인사회와 김성백의 독립운동」, 『역사와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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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린공원
45.774025 ° N
126.616941 ° E

街
尚志大

김성백 거주지 터
45.774237 ° N
126.620329 ° E

街
一面

地段街

友谊路

조린공원
兆麟公园
■ 학교 兆麟小学校

■ 파출소
斯大林街派出所

■ 김성백 거주지 터
■
안중근
기념비

森林街

■ 학교
哈尔滨市卫生学校

김성백 거주지 터 거리(옛 레스나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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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백 거주지 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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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오운진지역

김성백 거주지 터 부근 조린공원 입구

조린공원 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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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린공원에 세워진 청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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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린공원 내 조성된 안중근 기념비(청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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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단 및 일정
조사 지역
러시아

단장

단원

일정

오대록
(연구위원)

임동현(연구원) 김영장(연구원),
임공재(학예연구사-사진)

5. 6(일) ~ 5. 18(일)

하바로프스크 및 유 오대록
(연구위원)
대인자치주

김민호(연구원), 김영장(연구원),
지영철(사진)

8. 6(월) ~ 8. 11(토)

오대록(연구위원), 김영장(연구원),
지영철(사진)

9. 3(월) ~ 9. 8(토)

연해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및
오운진

박민영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