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 편집자註 :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의 분수령이 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
다. 만세 운동 직후 일제통치에 대한 조직적 저항의 필요성을 절감한 뜻있는 애국지사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에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삶과 국내외 역사 유적 등을 소개한 연합뉴스 기획기사 ‘3ㆍ1운동. 임정 百주년’ 시리즈를 발
췌해 엮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주권재민의 기틀되다
■ 가
 혹한

식민지배 · 복잡한 국제정세 속 분노 · 열망
‘만세 운동’으로 폭발

100년 전 1919년은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분수령이 된
격변의 해였다. 1910년 경술국치로 주권을 상실한 한국인들은
그해 3월 1일 일제히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
쳤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만
들어졌다.
비록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 자주독립이라는 결실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제는 식민지배에 집단 반발하
는 목소리가 커지자 통치 방식을 온건하게 바꾸고 유화 정책
을 펼쳤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1919년 이전에도 혼란스러웠
다. 가장 큰 사건은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이다. 오
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전
쟁은 4년간 유럽 대륙을 전장으로 바꿔놓았다. 결국 3천만 명
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뒤 연합군과 독일이 정전협정을 맺으
면서 막을 내렸다.

▲ 2018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
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 제막식에서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 순국선열을 재현한 동상 퍼포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1918년 연두교서에
서 종전 조건으로 제시한 14개조 평화원칙을 통해 각 민족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
를 강조했다. 윌슨 대통령이 내세운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
이 보유한 식민지를 처리하는 원칙이었으나, 독립을 염원하
던 ‘순진한’ 한국인들은 윌슨 대통령에게 식민지배의 부당함
을 알리고 독립 필요성을 기술한 청원서를 전달하려고 노력
했다.
러시아에서는 이에 앞서 1917년 사회주의 사상 전파와 계급
투쟁을 목표로 삼은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제 무단통치는 점점 가혹해졌다. 한국근현
대사학회가 엮은 ‘한국 독립운동사 강의’에 따르면 한반도에
배치한 헌병은 1910년 653개소, 2천19명에서 1918년 1천48개소,
8천54명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도 같은 기간에 481개소, 5천
881명에서 738개소, 6천287명으로 증가했다.
일제는 민족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는
조처를 잇달아 단행했다. 일례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재정
확보와 세원 조사, 일본인의 한국 토지 점유를 위해 진행한 토
지조사사업이다. 이로 인해 농지는 두 배 가까이 확대됐고, 조
선총독부는 곳곳에 있는 토지를 무상 취득하면서 단번에 국내
최대지주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1월 21일 조선 마지막 임금이자 대
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덕수궁에서 숨을 거뒀다. 네덜란드 헤
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아들 순종에게 황위를 넘긴
고종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일제가 고종을 독
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항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일본에 머물던 유학생들은 1918년 12월부터 독립운동 추진
을 결의하고, 국내외 인사를 만나 계획을 전했다. 이듬해 2월 8
일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청년독립단 대
회에 참가한 유학생 600명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3·1운동은 이처럼 복잡한 국내외 정국과 맞물려 한국인들
이 그간 표출하지 않은 밑바닥의 분노와 열망이 일순간에 폭
발한 대사건이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학술지 ‘역사와 현실’에 게재한 논문
‘3·1운동 원인론에 관한 성찰과 제언’에서 3·1운동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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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수는 “구조적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 조선
을 일본 통치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해 강행한 근대적 제도와
법령으로 축적된 분노가 밑바탕에 깔렸다”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쌀값 폭등으로 부를 축적한 지주층
과 다수 민중의 지지를 확보한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부상 욕
구가 존재했고, 민족 독립을 촉발하는 국제정세가 형성됐다”
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해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
다”고 분석했다.
■ “
3

· 1(기미)혁명으로 승격해야” 목소리도

3·1운동이 지니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일부 학
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처럼 ‘3·1혁명’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는 2018년 12월 열린 3·1운동 100
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3·1운동은 당시에 소요 혹은 폭동
이었다”며 “기존 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주권재민 국
가를 세우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혁명으로 지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3·1운동의 목적은 독립 요구였다”
며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수립한 1911년 중국 신해혁명
을 참고한다면, 임시정부까지 포함해 기미혁명(己未革命)이라
고 부르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1919년은 단군 이래 군주에게 있던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온 의미 있는 해이고, 3·1운동은 혁명적
사건임이 틀림없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성을 생각
하며 100주년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사 일자를 3월 1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해 1월
21일 승하한 고종의 국장이 3월 3일로 예정돼 많은 사람이 상
경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날인 3월 2일은 일요일이
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은 모두 종교계 인사로, 천도교 15
명·기독교 16명·불교 2명이었다. 일제는 정치적 사회단체를
강제로 해산해 그나마 유지된 조직이 종교단체였다.
천도교가 운영하는 인쇄소인 보성사는 2월 27일 독립선언
서 2만1천여 장을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했다. 이틀 뒤 태화
관에 결집한 민족대표는 33인 중 29인이었다. 만세삼창을 한
대표들은 경찰에 연행됐으나, 그날 오후 2시 30분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선언식 이후 날이 저물 때까지 만세시위
를 벌였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있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
(逸走·다른 데로 달아남)하지 말라”는 문구처럼 3·1운동은
비폭력을 지향했다. 대중화와 일원화도 민족대표가 세운 3·1
운동 원칙이었다.
민족대표가 과연 대표성을 지녔는가는 오랜 논쟁거리다. 이
들이 탑골공원에 합류하지 않았고 일부가 훗날 독립운동 대오
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
나 일제강점기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의 초석을 놓은 이들
의 역할과 상징성이 부정돼선 안 된다는 것이 주류적 견해다.

■ 전
 국서

울려퍼진 ‘독립만세’…인구 10% 참여한 최
대 항일운동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임과 조선
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중략) 다만 전두(前頭)의 광명으
로 맥진(驀進·힘차게 나아감)할 따름인뎌.” 1919년 3월 1일 오
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관에서 한용운이 읽은 기미 독립선언
서에는 10년 가까이 일제에 억눌린 조선 민족이 정당한 권리
를 되찾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투영됐다. 새로운 세계와 도의의
시대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겼다.

▲ 3ㆍ1독립선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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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100주년인 3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향해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는 비단 서울에서만 일어나지 않았
다. 평안도 평양·진남포·안주·선천·의주와 함경도 원산에
서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주독립을 외쳤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학술지 ‘역사교육’에 게재한 논문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 연대의 힘’에서 “서울을 제외한 6개 도
시는 모두 북부 지방으로, 철도역이 있었다”며 “안주를 제외하
고는 주로 종교 연대, 종교와 학생 연대를 기반으로 시위를 했
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첫날 연대에 기반해 일어난 7군데
만세시위는 방식이 동일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다음날부터 확
산해 3·1운동을 상징하는 시위로 자리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3·1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점차 확대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절정에 이르렀다. 박은식이 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5월까지 전국에서 1천500회가 넘는 시위가 열렸고, 참

가 인원은 당시 인구의 10%인 202만 명에 달했다. 아울러 만
주와 연해주, 미주에서도 조선 독립을 선언하는 움직임이 이어
졌다.
시위 양상도 다양해 시골 장터 시위는 물론 밤중에 산 위에
서 하는 봉화 시위, 동맹휴학, 노동자 파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는 이 항쟁에 대응해 발포 명령을 내렸고, 폭력
적 탄압에 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1919년 3∼
6월 사망자가 6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박은식은
1919년 3∼5월에 사망 7천509명, 부상 1만5천961명이라는 큰
피해를 봤다고 기록했다.

암리 사건이나 유관순 같은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의 죽음과
희생으로 민족서사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개인의 서사가 묻혀
버린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임시정부와 비교하면 3·1운동은 연
구 성과와 연구자가 적다”며 “국내외에서 발굴되는 사료를 지
속해서 분석하고, 각지에서 벌어진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3


■ 상
 하이

· 1운동 계기 ‘복벽주의’ 사라져…“비폭력으로 시
작해 무장투쟁으로 발전”

3·1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전환점이 된 매우 중요한 사건
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한국근현대사학회가 펴낸 ‘한국 독립
운동사 강의’에서 “1910년대까지는 유생과 농민이 중심이 된
복벽주의(조선왕조 복구) 의병과 지식인이 주도한 공화주의 계
몽운동이 공존했다”며 “3·1운동을 계기로 복벽주의 노선은
자취를 감췄고, 국내외 임시정부는 모두 민주공화제를 표방했
다”고 분석했다.
권대웅 전 대경대 교수와 박걸순 충북대 교수는 같은 책에
서 독립 쟁취 가능성 확인, 독립운동 참여 주체 확대, 독립운
동 이념과 방법론 다양화를 의의로 꼽았다. 또 임시정부 탄생
의 씨앗이 됐고,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지배 방식을
바꾸는 원인이 됐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총독
이 1919년 8월 12일 물러나면서 총독에 취임한 해군 출신 사이
토 마코토(齋藤實)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변경하고 조
선인을 관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학계에서는 3·1운동이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몇 가지 쟁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3·1운동이 진정 비폭력적이었느냐는 점이다.
민족대표는 조선이 보유한 무력수단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비
폭력 노선을 선택했으나, 시위가 전개되고 일제 탄압이 강력해
지면서 조선인이 통치기관을 습격하는 일이 빈발했다.
김영범 대구대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 ‘정신문
화연구’에 게재한 논문 ‘3·1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에서
“3·1운동에서 평화적 시위와 폭력 시위는 6대 4의 비율이었
다”며 “3·1운동이 비폭력운동이었다거나 그 기조가 비폭력
주의였다는 말은 반쯤 맞고 반은 틀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는 독립운동 이후 독립전쟁 준비와 무장투쟁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인의 폭력은 현실 속에 제도화된 폭력에 대한
저항이자 반(反)폭력이었다고 덧붙였다.
3·1운동 의의를 논할 때면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약소민
족 해방운동에 영향 혹은 자극을 주었다는 주장을 재검토하
고, 3·1운동에 대한 개인 서사를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기된다.
김정인 교수는 논문 ‘3·1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에
서 “사실과 진상의 규명보다 민족적 죽음과 희생으로부터 반
일정서를 확인하고자 했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했다”며 “제

불변의 헌법1조 ‘민주공화제’ 선포
· 러시아 · 한성정부 1919년 9월 통합해 26년

지속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
이(上海)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
1조는 현행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명,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
향하는 정체와 국체는 이후 역대 임정헌법 및 제헌헌법의 바
탕이 됐고, 지금까지도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조소앙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국이자, ‘조선’이라는 전제군주제
와 결별한 민주 공화정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우리 역사의 기
념비적 사건이다. 이는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주권자로서
의 국민이 출현함으로써 가능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엮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 따
르면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도 해외에서는 대한제국 소멸을 망
국(亡國)이 아닌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
이 있었다. 미주에서 활동한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10월 가정
부 설립을 제창했고, 상하이에 머물던 독립운동가들은 1917년
대한제국의 국민·영토·주권을 상속할 최고기관 설립을 제
안한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인 김희곤 안동대 교수는 책 ‘한
국 독립운동사 강의’에서 “3·1운동이 전개되던 1919년 3월과
4월에 국내외에서 정부 조직 8개가 선언됐다”며 “실제적 조직
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노령(러시아)·상하이·한성 임
시정부였다”고 밝혔다.
상하이에서는 청년 항일운동 단체인 신한청년당 인사와 민
족대표 33인의 위임을 받은 현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모
여 최고기관 설립을 논의했고,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뒤 이튿날 10조로 이뤄진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정치체제는 내
각책임제로 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했다.
러시아 한인 운동가들은 이에 앞서 3월 17일 전로한족회 중
앙총회를 임시정부 성격을 띤 대한국민회의로 개편했고, 한성
에서는 4월 23일 13도 대표자들이 국민대회 형식을 빌려 임시
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 러시아, 한성에서 각각 출범한 임시정부는 5개
월 후인 그해 9월에 통합을 이뤘다. 합의안은 한성정부의 정통
성을 인정하되 정부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는 것이 골자였다.
장규식 중앙대 교수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11월 3일 이
동휘가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임시정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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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족하나마 통합정부로서의 모습을 갖췄고, 최초의 좌우합작정
부라는 의미도 지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에 내무부와 교통부 산하에 각각 연통
부(聯通府)와 교통국을 만들어 국내 행정을 장악하고 정보와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다. 또 미국·중국·소련을 상대로 활발
한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다. 설립 당시 미
국에 위임통치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출
을 반대한 신채호는 박용만, 신숙 등과 함께 임시정부에 반기
를 들었고, 노선과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도 심화했다. 게
다가 연통부와 교통국이 유지한 국내 연결망이 끊어지고, 지원
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내우외환의 처지에 놓였다.
이에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개혁하자는 개조파
와 신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가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었
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자는 유
일당 운동과 의열투쟁을 벌였다.
임시정부는 1932년부터 항저우(杭州), 창사(長沙), 광저우(廣
州), 류저우(柳州) 등지를 돌다 1940년 내륙 도시인 충칭(重慶)
에 터전을 잡았고, 광복군을 창설해 본토에 진입하겠다는 계획
을 세웠다.
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한 김가진의 손자인 김자동 대한민
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은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에
서 임시정부 의의에 대해 “상하이에서, 만주 벌판에서, 연해주
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독립된 내
조국을 염원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다”고 강조했다.
■ ‘
 독립운동단체

불과’ 비판론도…“존재 · 역할 가치
종합적 고려해야”

임시정부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외국 정세에 따라 행동
반경이 축소되기도 했고,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
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역사발전 주체를 민중으로 보는 민중사관이 퍼진
1980년대 전후에는 임시정부와 3·1운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했으며, 임시정부는 민족 해방운동을 주도하지 못한 일개 독
립운동 단체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견해가 힘을 얻기도 했다.

948

l

주요 자료

그러나 임시정부가 지향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재조명
되면서 2000년대 이후 부정적 평가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다양한 지역에서 태동한 임시정부 뿌리를 상하이 임시정부에
서만 찾으려는 시각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학자도 있다.
정부가 일부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2019년부터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했는데, 이보
다는 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뤄낸 1919년 9월 이후
특정일을 기념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곤 교수는 임시정부에 대한 극단적 찬양이나 비난을 거
부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존재가치와 역할가치로 구
분해야 한다”면서 “26년이란 존립 기간에 구심점 역할을 계속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활동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임시
정부의 역할가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한
다”고 말했다.

만세시위 확산 불 댕긴 북녘땅…
북한 애국열사릉에 묻힌 독립지사들
■ 3
 월

만세시위 71%가 한반도 북부서 발생…기독교
인사 주도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목사
유여대는 1919년 3월 7일 평양지법 신의주지청에서 열린 검사
신문에서 자신이 의주 독립선언식을 이끌었음을 시인했다. 유
여대는 검사가 “조선이 독립해도 혼란에 빠지고 실력이 없어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국민 전부가 독립정신이 충
만해 있으므로 완전히 독립이 이뤄진다. 실력은 이제부터 양성
하면 된다”고 답했다.
평북 의주는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원산과 함께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서
울을 제외하면 모두 한반도 북부지방이다.
3·1운동은 초반에 서울과 경의선으로 연결된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
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이정은 박사가 쓴 ‘3·1독립운동의 지
방시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 276건 중 71.4%인 197건이 평안도, 황해도, 함
경도 등 북부지방에서 발생했다.
3월 초순 북측 지역에 집중됐던 만세시위는 같은 달 중순께
부터 중남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전국화했다. 그만큼 3·1운
동 시위는 초기에 북측 지역이 남측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참
여도가 높았고, 희생자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북부지방이 3·1운동 초반부터 동참한 데는 민족대표 기독
교 인사 중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길선주는 고향이 평남 안주이고, 김창준은 평남 강서 출
신이며,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승훈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인이 저항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3월 1일 서울
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군집한 평양에서의 준비 과정
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018년 12월 3·1운동 100주년 기
념 심포지엄에서 북한 지역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에 대해 발표

한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평양 3·1운동은 중국
상하이 신한청년당이 국내에 파송한 선우혁이 1919년 2월 9일
이승훈 장로의 소개장을 가지고 장대현교회 목사 길선주를 찾
아가면서 태동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판결문에 따르면 이승훈은 2월 12일 송진우를
만나 천도교와 합작할 것에 합의했고,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활
동한 감리교 목사 신홍식은 2월 19일 서울에서 이승훈·박희
도·이갑성 등이 참가한 모임에 갔다가 돌아온 뒤 만세운동에
대비했다.
독립기념관이 펴낸 ‘한국독립운동사사전’이 기술한 지역별
3·1운동 특징을 보면 평안도는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가 쇠
퇴하는 듯했으나 다시 터져 나오는 간헐적 양상을 띠었으며,
함경도는 기간이 중남부 지방처럼 길지는 않았어도 한 번 일
어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인성을 보였다. 황해도는 장기간
면면히 이어지는 끈질김이 특징이었다.
지방의 3·1운동에 대해 연구해 온 이정은 박사는 책 ‘한국
민족운동사연구’에서 3·1운동을 전기(3월 1∼11일), 중기(3월 11
∼25일), 후기(3월 26일∼4월 10일)로 나눈 뒤 황해도·평북·
평남은 초기에 시위가 집중됐고, 함남은 중기에 민중의 힘이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는 조선시대에 시행된 간접
적 규제 방식의 지방통치를 직접적 규제로 전환해 향촌의 자
율성을 해체했다”며 “3·1운동은 일원적·수직적 지배를 관철
하려는 일제에 대해 지방사회가 전면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서 발행된 3.1운동 90돌 기념우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
 녘땅

만세운동 ‘성지’ 평양 · 맹산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북한 만세운동의 ‘성지’는 그
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역
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평양
의 시위가 서울 시위와 함께 전국적인 3·1운동을 촉발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3월 1일 서울의 시위가 학생 주도로 이뤄졌다면, 평양의 시
위는 종교계가 주도했다. 당일 오후 1시 평양에서는 개신교 장
로교계와 감리교계, 천도교계가 각각 숭덕학교 운동장, 남산
현교회, 설암리 교구당에서 광무황제(고종) 봉도식을 개최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시내에서 연대시위를 펼쳤다.

세 방면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오후 3시께 평양경찰서 앞
에서 하나의 대오를 형성했다. 이런 소식이 퍼지자 평양 인근
지역과 학교에서도 시위대를 조직해 시내로 진출했다. 해질 무
렵에는 낮에 모인 숫자의 2배가 넘는 시위대가 평양경찰서 앞
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돌에 경찰서 유리 창문이 깨진
것을 빌미로 군부대와 합동으로 시위 참가자 검거에 나섰다.
그런데도 9일까지 매일 평양에서는 상점과 학교가 문을 닫은
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논문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 연
대의 힘’에 따르면 당시 평양에서 8일까지 이어진 검거로 400
여 명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48명이 기소됐다.
김 교수는 “평양의 만세시위는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대로
성사됐다”며 “학생들은 학교 간 상호 연대가 아니라 교내 기독
교 계파 간 연대를 통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서 “첫날부터 평양에서 시작된 종교 연대시위와 종교와 학생
간 연대시위 방식은 이후 만세시위에 영향을 미쳐 곳곳에서
이런 양상의 연대시위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암 박은식 선생이 집필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에 따르면 평양에서 3·1운동으로 총 656명이 사망해 북측
지역에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에 이어 함경
남도 고원(489명), 평안북도 삭주(300명), 평안남도 맹산(253
명), 평안북도 벽동(236명)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이사장은 “천도교와 기독교 교
세가 강했던 북한 지역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3·1운동이 확산
했다”며 “여기에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평양
이 3·1운동 성지로 빠질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제의 3·1운동 탄압 사례 가운데 경기도 화성 ‘제암리 학
살사건’은 극악한 만행으로 꼽힌다. 제암리 학살은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제암리 일대 양민들을 교회에
모아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불을 지른 뒤 집단 총격을 가해
23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남측 지역에서는 제암리
를 3·1운동의 ‘성지’로 여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평남 맹산에서는 더 끔찍한 일제의 학
살이 자행됐다.
맹산에서는 3월 6일 천도교인들의 주도로 첫 만세시위가 일
어났고, 초기 시위는 비교적 평온하게 끝났다. 그러나 맹산헌병
분견소장은 3월 10일 천도교인 약 100명을 맹산공립보통학교
앞에 모이도록 한 뒤 그 가운데 시위 주모자 4명을 체포했다.
이에 천도교인을 포함한 200여 명은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분노한 시위대가 분견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헌병과 경찰들이 이들을 가두고 발포했다. 이 자리에서 51명이
즉사했고, 3명이 부상한 채 탈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제암리 학살보다 한 달여 먼저 발
생한 맹산 학살은 3·1운동사에서 단일 시간·장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맹산 민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이튿날부터 매일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밤에는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만
세를 부르며 헌병과 경찰을 괴롭혔다. 맹산에서 3·1운동에 의
한 사망자는 총 253명, 부상자는 250명에 달했다.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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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족대표

오화영 · 김창준, 임시정부 인사 김규식 ·
조소앙 등 안치

오화영, 김창준, 강제하, 오동진은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으
로 모두 3·1운동에 참가했다.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인 오화영과 김창준은 민족대표 33인
으로 활동했다.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오화영은 개성 지역
독립선언서 배포를 담당했고, 평남 강서 출생인 김창준은 민족
대표 중 나이가 가장 적었다. 두 사람은 3·1운동 이후 2년 6개
월간 옥고를 치렀다.
강제하는 1919년 4월 1일 평북 창성에서 열린 만세시위에 나
섰고, 평북 의주 출신인 오동진은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
서 독립을 부르짖었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애국열사릉에 묻혔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 대성산에 혁명열사릉, 신미동에 그보다 급이
낮은 애국열사릉을 조성해 운영한다. 1975년 만든 혁명열사릉
에는 노동계급 혁명의 위업을 실현하려다 희생됐거나 빛나는
생애를 마친 투사가 잠들었고, 1986년 건립한 애국열사릉은 조
국과 인민을 위해 원수와 싸우다 희생된 사람을 모셨다.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무덤이 있는 사람은 북한이 공적
을 인정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혁명열사릉에 묘가 있는 독립지
사로는 일제에 저항해 무장투쟁을 한 최윤구와 최효일이 있다.
유명한 독립지사의 묘는 대부분 애국열사릉에 있는데, 국내
학계에는 1990년대 초반 처음으로 안장자 명단이 알려졌다. 당
시 애국열사릉에는 약 250위가 있었으나,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천위 안팎이 존재한다고 전한다.
이 가운데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인물은 10
명 남짓이다. 임시정부 인사는 김규식·유동열·엄항섭·윤기
섭·조소앙·조완구·최동오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으로 끌려갔다.
젊은 시절부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던 김규식은 1919
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임
시정부 부주석을 지냈다. 광복 이후에는 김구와 함께 남북 분
단을 막고자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
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주창한 조
소앙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초안과 1941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한 사
상가다.
조완구는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요직
을 두루 거쳤고, 윤기섭은 중국 만주로 망명한 뒤 신흥무관
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임시정부 군무장(軍務長)을 지
냈다.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유동열은 임시정부가 창
설한 광복군 참모총장으로 활동했다. 최동오는 임시정부 법무
부장과 임시의정원 법사위원장으로 일했고, 엄항섭은 임시정
부 선전부장과 김구 판공비서를 지냈다.
이외에도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다 해방 이전에 사망한 평북
출신 인사인 장철호와 양세봉도 애국열사릉에 묘가 있다.
아울러 강화도에서 태어나 3·1운동에 참가한 뒤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한 조봉암 가묘도 애국열사릉에 있다. 대한민국 정
부 수립 이후 농림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은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처형됐으나, 대
법원은 2011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
독립운동을 한 사학자 안재홍, 국학자 정인보 등은 애국열
사릉보다는 급이 낮다고 알려진 재북인사묘에 안치됐다. 재북
인사묘는 북한이 평양 룡성구역에 남한 출신 명망가를 위해
2004년 조성했다.
애국열사릉에 묘가 있는 3·1운동, 임시정부 인사는 대부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
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
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등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사람으로는 김규식
과 조소앙이 있고, 다음 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오화영·유
동열·조완구·윤기섭이다. 오동진·강제하·최동오·엄항섭
에게도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다만 1948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직에 올랐고 한국전쟁 때 북한을 선택해 월북한 김창
준에게는 건국훈장이 주어지지 않았다.
반병률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 애국열사릉과 재북인사묘에
무덤이 있는 납북인사들은 북한으로 간 뒤 발언과 행적이 명
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남북 대결이라는 냉전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의 행적을 밝히고 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민초기 최대 비밀결사 조선국민회
■ 독
 립

무장투쟁 추구…숭실학교 졸업생 장일환 의사

주도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조소앙 선생 기념관에 세워져 있는 조소앙
선생의 동상.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창시한 정치철학가인 조소앙
선생은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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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민회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국내 최대의 항일
비밀결사체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주류가 계몽 운동이었다면,
조선국민회는 무장투쟁을 통해 자력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는
강경 노선을 추구했다.

1917년 3월 23일 결성돼 일제 강점기 초기 북한 지역에서 독
립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1918년 지도부의 검거로 조직이 와해
됐지만, 회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이듬해 3·1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록, 한국독립운동사 제2권(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사’,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 등에 따르면
조선국민회는 평양 숭실학교 출신이 주축이 돼 신학교 졸업생
과 재학생 그리고 학교 교사와 서당교사, 교회의 신도들로 구
성됐다. 당시 회원은 전국적으로 1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
졌다.
조선국민회는 1917년 당시 권총과 장총 등 20여 점을 샀고
총포를 소지하지 못한 회원들도 전원 장도와 단도, 창 등으
로 무장했다. 비밀결사인 만큼 그 운영을 철저히 기밀에 부쳤
고 암호를 만들어 사용했다. 광역화하는 조직을 통제하기 위
해 조직과 목적, 행동요령 등 정관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전달
했다. 기관지 국민보를 발간해 국내외에 비밀리에 배포하기도
했다.
숭실학교 졸업생인 회장 장일환은 배민수, 백세민 등 숭실
학교 후배들과 함께 평양 학당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 모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손가락을 잘라 ‘대한독립’이라
는 혈서를 쓰는 등 죽음을 각오한 항일투쟁을 맹세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서 일제 경찰에 발각돼 1918년 2월 9
일 장 회장을 비롯해 핵심 회원 25명이 체포됐고 다른 회원들
은 지방이나 만주로 피신했다. 이들은 훗날 대한국민회나 한국
국민회 그리고 만주지방에서 조직된 한국국민회 등에서 독립
운동을 벌였고 3·1운동에 참여했다.
장일환은 일제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체포된 지 두 달 만인
1918년 4월 10일 32세의 젊은 나이에 두개골과 대퇴부가 으스
러진 채 평양구치소에서 순국했다.
운송업, 광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부호 집안 출신인 장일환
은 20대부터 독립을 위해 교육과 선교, 비밀 항일투쟁을 병행
했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그는 1912년과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하와이를 방문해 이승만의 외
교독립론에 맞서 무장투쟁론을 주창했던 박용만 등 독립운동
가들과 회동한 뒤 귀국해 ‘조선독립청년단’을 발족했으며 이를
모체로 조선국민회로 발전시켰다.
‘조선독립청년단’은 평양근교와 묘향산 등지에서 군사훈련
을 했으며 평양주둔 일본군 헌병대장 관사 습격을 모의하기도
했다.
장일환은 1913년 안창호 선생 등의 후원으로 평양에 청산학
교를 설립했고 그해 말에는 미국인 길 목사와 함께 역시 평양
에 연화동 교회를 세웠다.
그의 독립운동 행적은 광복 45년 후인 1990년에야 비로소
알려지게 됐고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중 세 번째 등급인 독
립장을 추서했다.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평양
구치소에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제 경찰의 기록을 찾
아볼 길이 없었고 유가족이 갖고 있던 자료들도 소실됐기 때
문이다.
그의 장손인 장세진(82) 씨는 2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독
립기념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 묻힐 뻔했던 그의 독립운동
을 세상에 알렸다.

▲ 장일환의 장손인 세진(82) 씨는 20여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독립
기념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 묻힐 뻔했던 그의 독립운동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국민회를 조직한 고 장일환(왼쪽
앉아있는 분)의 생전 모습의 유품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김
 일성

부친 김형직도 참여…北 ‘역사적 사변’ 평가

조선국민회 활동이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데는 자료
의 부족도 있었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도 큰 몫을 차지했
다. 조선국민회 회원 중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
직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국민회가 김형직의 주도하에 결성됐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역사
적 사변”으로 평가한다. 조선국민회 창설 100주년인 2017년에
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 대회를 성대히 열었고 주민들에게 조
선국민회 결성 장소인 ‘학당골’ 참관을 장려했다.
북한이 김형직을 조선국민회의 핵심 조직자로 선전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외면해 왔던 한국에서
는 조선국민회에 대한 연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장세진 씨는 2019년 1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선국민회가 북한과 연관돼 있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됐고, 남쪽에서도 연구자가 별로 없는 데다 생각도 다 달라 부
담이 됐다”며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 ‘이달의 독립운동
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사 연구가들은 김형직이 핵심 인사인 것은 맞지만, 그가
조선국민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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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연구하며 왜
곡 과장 사실을 밝혀온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 출신 유순호
(57) 작가는 2017년 출간한 ‘김일성평전’(상권)에서 숭실학교 졸
업생인 장일환을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고 김형직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했다.
일제의 평안남도 경무부장이 조선국민회 회원 25명을 체포
한 후 작성한 조사자료에도 김형직은 장일환, 백세빈, 배민수
에 이어 네 번째로 명단에 등장한다.
유 작가는 장일환이 평양구치소에서 고문으로 옥사하기 수
일 전 바람을 쐬는 시간을 틈타 함께 투옥된 김형직에게 조선
국민회를 부탁하며 독립투쟁을 이어가 달라는 유명(遺命)을 전
했다고 김일성평전에서 밝혔다. 김형직은 장일환의 순국으로
사실상 와해된 조선국민회를 복구하기 위해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만주로 건너가 ‘직업 혁명가’로 나섰다고 유 작
가는 덧붙였다.
김일성 주석의 자서전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에서도
“아버지(김형직)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민 등 애국적인 독립운
동가들과 함께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했다”고 기
술했다. 조선국민회 핵심 4인을 언급한 것이다. 김 주석은 아
버지가 동창생인 백세민, 리보식과 가깝게 지냈다며 이들을
‘명망 높은 청년선각자들’이었다고 적었다.
조선국민회의 초대 멤버이자 막내로 당시 연락책 역할을 했
던 배민수는 광복 후 숭실대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맨손만세에서 돌·몽둥이 든 항거도
■ 수
 원

· 안성 등지서 주재소 공격, 시위대에 총질한 순
사 처단…“정당방위 성격”

3·1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기
도 수원, 안성, 경상도 함안, 창녕, 평안도 강서 등지에서는 면
사무소·주재소(파출소) 방화, 일본 순사 처단 등 다분히 공격
적이고 적극적인 만세운동이 있었으며 이는 만주와 러시아의
무장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2019년 1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운동이 ‘서울 중심의 평화만세 시위’가 아니라
전국 각계각층이 참여한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 있었고, 일제와
적극적인 정면대결이 벌어졌음을 입증해 주는 새로운 자료들
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면서 3·1운동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해
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원군(현 수원시) 송산면 사강리와 우정면 화수
리, 안성의 양성, 원곡 지역 등지에서 공격적인 만세운동이 있
었지만, 제암리 학살사건 등에 묻혀 실체가 거의 밝혀지지 않
았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한 심층 연구
와 조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3·1운동 당시 21개 부와 군 등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3∼4월 2개월간 총 225회의 시위가 전
개됐다. 이는 경기도가 남북으로 철도, 도로가 관통하는 요충
지이고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지켜본 뒤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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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슷한 투쟁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극적 시위’의 사례로는 3월 26일 수원 송산면 만세시위에
이어 28일 벌어진 사강 주재소 순사 살해 사건이 꼽힌다. 홍효
선과 함께 시위를 이끈 홍면옥이 동생 홍준옥(면서기), 예종구
등 시위대 200∼300명을 모아 주재소를 습격해 도망치던 일
본 순사 노구치를 곤봉으로 구타해 처단한 것이다.
박 교수는 경기도 지역의 이 같은 공격적 만세운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로 “기존의 연구들이 제암리 학살사건
으로 상징되는 ‘탄압과 희생’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경기 남부지역의 정면대결 시위는 만주와 러시아 등 무장투
쟁의 전 단계로써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3·1운동기념사업회장인 이정은 박사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상도, 경기도(고양) 등지의 만세 시위운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만세운동 초기에 비폭력 양태를 띠었던 시위들이 일
제 통제력이 약하거나 시위대 동원 역량이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점차 공세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만세운동이 어
느 수준의 강도를 띠었는지는 지역사회의 저항력과 조직력의
세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이 심한 곳에서 강한 저
항이 일어났다”는 기존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박사는 “그동안 지방 사회상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이
런 가설이 통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화성과 안성 등지와
같이 일제가 독립운동의 숨을 완전히 끊어 놓지 못한 곳에서
는 독립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점에 비춰볼 때 시위
동원력이 공격적 시위의 큰 동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한국사연구회 주관으로 2018년 12월 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
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에 따르면 공세적
시위가 가장 강했던 곳은 안성군 원곡면과 양성면이다. 주민 1
천 명이 횃불을 들고 ‘만세 고개’를 넘어 20리(8km) 길을 행진
해 양성으로 쳐들어간 뒤 “일본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자”는 함
성과 함께 면사무소와 우편소, 주재소, 일본인 상점들을 가차
없이 불태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어 새벽녘에 원곡으로 이동해 면사무소를 불태
웠다.
박 교수와 이 박사는 공세적 시위로의 전환 배경에 대해 “일
제의 무자비한 탄압 격화에 따른 생존권 차원”(이정은 박사),
“정당 방위적 성격”(박환 교수)으로 설명했다.
3월 4일 있었던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장터 시위에서도 일
제 순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
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대가 돌을 던져 주재소 소장
과 조선인 헌병보조원 등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이 또한 자
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 일
 본

상인 · 부녀자 상대로는 살상 없어

폭력성을 띤 공격적 시위가 벌어진 지역에서도 일본 상인이
나 부녀자를 상대로 한 무자비한 보복 살해는 벌어지지 않았
다고 한다.
이정은 박사는 “양성면 주재소 습격 시 순사에게 만세를 부
르게 하고 해치지는 않았으며, 당시 우편소 소장의 도움으로

산으로 대피하던 일본인 여성들에게도 일절 해코지를 하지 않
는 등 절제된 시위 양상을 보인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공
세적 시위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이어졌
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상인이나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한 대규
모 살상이 없었던 것은 3·1운동의 평화적 시위 기조를 지키려
애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백년 만에 빛 본 유관순家 사찰 문건
“천안군 동면 용두리 유관순 일가는 소요죄 및 보안법 위
반으로 처분돼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1919년 7월 9일 당시 충청남도장관(지금의 충남도지사) 구와바
라 하치시(桑原八司)는 조선총독부에 이러한 지역민심 동향
보고를 올렸다. 보고는 전달인 6월에 숨진 유관순 조부의 장례
방식을 두고 집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첩보성’ 내용으로 이어
진다.

▲ 이화여자대학교가 창립 133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1902~
1920)의 이화학당 시절 미공개 사진을 5월 21일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은 이화학당 보통과 입학 직후(1915~1916년)로 추정되는 유
열사 모습.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제공>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은 당국이 그해 4월 1일 충
남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 독립운동으로 유관순 일가 동향을
집중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유관순 본인은 물론 오빠인 유우
석은 구속되고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죽음을 맞은 비극적
사연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당국이 유관순 일가를 예
의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
료를 찾아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 ‘정신문화연구(계간)’ 최
신호(2018년 12월호)에 실었다. 기존의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외에 당국이 유관순을 기록한 공식 사료가 추가로 확
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이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
서 사료 발굴과 조사 연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운형이 1918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려던 서

한, 김규식이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갖고 간 한국독립공화당
명의의 또 다른 독립청원서, 열강의 무관심을 성토한 김규식
연설을 소개한 프랑스 신문 등 중요 사료가 2017년부터 속속
빛을 보고 있다.
3·1운동은 국내 역사학계에서 단일주제로는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을 끌어낸 사건이다. 하지만 구와바라 유관순 보고
에서 보듯이 미발굴 자료 또한 엄청날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고려대 정병욱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는 “100주년이 무
색할 만큼 3·1운동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작업이 충실히 이
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립문서관리
청(NARA)을 비롯한 해외 미발굴 자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 지적한다.
■ ‘
 암살’

여주인공 모티브된 ‘혁명의 어머니’ 남자현
행적도 확인

3·1운동에는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인물들이 참여했다. 학
계에서는 그 주체들, 특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활동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윤정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부장은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최신호에서 ‘혁명의 어머니’ 남자현의 항일투쟁을 만
주 독립단체인 정의부와 연결해 새롭게 조명했다.
경북 지역의 평범한 주부였으나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남자현은 영화 ‘암살’ 안윤옥(전지현 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22년 참의부 중대장 백광운의 지령으로 군자금을
모집했다’는 1933년도 기사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현은 참의부
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참의부가 설립된 것이 기사에 나온 시점보다 늦은
1923년이며, 남자현 아들 김성삼이 훗날 통의부에서 재편된 정
의부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남자현이 몸담은 단체는 통
의부나 정의부로 봄이 타당하다는 추론이다.
논문은 남자현의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도 정의부
무장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국내 잠입 시기도 1927년 4월로 봐
야 한다고 각종 사료를 대조해 밝혔다. 논문의 연구기반이 된
김성삼 회고록 ‘나의 생애’(1975)와 남편 김영주 족보 등은 지금
까지는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다.
강윤정 부장은 남자현 아버지 남정한이 지은 제문(祭文)도
새롭게 발굴, 남자현의 출생지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 밖에 스웨덴으로 건너간 신여성 최영숙, 임시정부 의정
원 최초의 여성 대의원으로 활동한 김마리아 등과 관련된 사
료도 최근에 발굴돼 각종 학술지에 실렸다.
박경목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장은 ‘일제 주요 감시대상 인물
카드’ 분석 결과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최신호에 실었다. 이
신상 카드는 문화재로 최근 지정됐음에도 현황·성격 파악이
미진했던 자료 가운데 하나다.
박 관장은 4천837명(국사편찬위 통계 4천857명)의 신상 카
드 6천264건 중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1919년 이후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3·1독립만세운동 시기
부터 일제의 독립운동가 수형 기록 관리가 시작됐음을 보여준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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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선 사상가 안중근
■ 공
 동화폐

쓰는 지역공동체 110년 전 제안…“EU 구상
보다도 반세기 앞서”

1909년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
文)를 사살해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법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이토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동양평화를 위해 그를 이
세상에서 제거한 것이니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동양평화’를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안 의사가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강조했던 ‘동양평화론’은
1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평화론’은 안 의사가 뤼순(旅順)감옥에서 법정 투쟁을
하면서 남긴 두 가지 기록 중 하나다. 안 의사는 원래 5부를 계
획했지만, 예정보다 일찍 사형이 집행되면서 서론과 ‘전감’(前
鑑) 2부만 쓰인 채 미완으로 남았다. ‘동양평화론’이 그의 사상
의 큰 뼈대를 설명한다면 이에 앞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장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 담겼다.
안 의사는 ‘일본과 한국, 청나라는 형제국가인 만큼 서로 친
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 뤼
순을 청에 돌려줘야 하고 이후 뤼순을 세 나라의 군항으로 두
고 평화의 근거지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후에는 뤼순에 동양평
화회를 조직해 세 나라 국민 수억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은
행을 설립해 각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
시했다. 세계열강에 맞서기 위해 세 나라의 청년을 모아 군단
을 만들고 청년들에게는 두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해 ‘형제나라’
라는 관념을 공고히 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렇게 되면 태국, 인
도,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
의사의 구상이었다.
오늘날 유럽연합(EU)처럼 공동화폐를 쓰는 지역공동체 구
상이 이미 110여 년 전 나왔다는 점에서 안 의사의 선견지명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펴낸
‘안중근 동양평화론’에서 이 발상을 두고 “매우 참신하고 선진
적”이라며 “당대 구미의 어느 지식인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며
EU 구상보다 반세기나 앞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안중근을 ‘아주(亞洲) 제일 의협(義俠)’을 넘어 당대 세계 최
고의 지식인 및 평화사상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안 의사의 이런 생각이 독자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시각도
있다.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논문 ‘동아시아의 맥락에
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에서 “그 자신(안중근)이 독창적으
로 고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많은 지식
인과 언론 매체들을 통해 논의돼 왔고 논의되고 있던 제안”이
라고 분석했다. 당시 국제평화군 창설, 공동개발은행 설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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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폐 발행과 관련해 비슷한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김 교수 역시 “그에게만 귀속되는 독자적인 구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안중근은 이를 바탕으로 재해석과 보완
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평화이론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 새 기념관이 건립추진 6년여 만에 12개
전시실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로 재탄생해 2010년
10월 26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역사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이 지하 1층 흰색 명주옷을 입은 안의사 좌상(坐像) 앞에서
안의사의 숭고한 삶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


· 중 · 일 갈등 상황서 “미완의 ‘동양평화론’ 재조
명” 주장도

안 의사의 ‘동양평화’ 주장을 두고 당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삼국제휴론, 삼국공영론, 아시아연대론 등 형태로
제기된 아시아주의의 침략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는 ‘안중근의 전쟁과
평화, 죽임과 죽음’ 논문에서 “당시 일본에서도 동양평화론이
나 아시아연대론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제국주의적 침략으
로 귀결됐던 것이었다”면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이와 대
척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동양평화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을 전제로 하는 ‘제국의 평화’였지만, 안
중근의 지역공동체 창설을 골자로 한 동양평화론은 ‘반제국주
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으로 남았고 결국 실현되지 못
했다.
그러나 노골화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움직임과 세계의 패
권을 노리는 중국, 그리고 한·중·일 간의 끊임없는 역사·영
토 갈등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110년이 지난 오늘도 그가 지향했던 평화론은 여전
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때 활발히 논의되다 최
근 몇 년간 한·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주춤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동양평화론이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
다는 시각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김현철 박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사상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한·중·일 간 지역협력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국 반장(返葬)’
안중근 의사 유지 실현될까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안 의사 사형 집행을 기록한 ‘사
형집행보고서’ 등에서 ‘감옥묘지 안장’ 등의 내용이 있고, 현지
전문가와 각종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둥산포 지역 즉 뤼순감
옥 묘지 일대가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
 ,

매장지 자료요구에 침묵…정부, 뤼순감옥 묘지
일대 주목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중국 다롄의 뤼순(旅順) 지역은
아침부터 짙은 안갯속에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간수 4명의
호송을 받으며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은 그 전날 고향에
서 보내온 흰색 명주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의 공식 자료에 기록된 안
의사의 최후 모습이다.
“오전 10시 15분경, 검시 의사가 운명을 확인하고 새로 만든
침관(寢棺)에 유해를 입관시켰다.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중근의 유언대로
하얼빈공원에 묻을 수 없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전에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
의 뼈를 하얼빈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
든 고국으로 반장(返葬·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옮겨
서 장사 지냄)해다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일제는 사형 집행 후 뤼순감옥 묘지에 안 의사 시신을 임시
안장했고, 두 동생은 시신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일제는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안 의사의 유언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제의 행위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시신을 인도해야 한다는 당시 법률을 무시했
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할 처
사였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안 의사 유해 매장지 기록을 제공
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는 뤼순감옥 동남쪽 야산인 둥
산포(東山坡·뤼순감옥 묘지)와 뤼순감옥 뒤편의 원보산(해발
90m), 뤼순감옥 박물관 부지 등 3곳이 꼽힌다.
둥산포는 당시 뤼순감옥 의무관과 현지 중국 역사 연구가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한 곳이다. 중국은 2001년 1월 이 지
역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곳에서 조사 및 발굴을 하려면 중국 문화재 당국의 허가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원보산 지역은 뤼순감옥 소장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증언에
따라 2006년 6월 남북공동조사단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해
2008년 3~4월 발굴을 했으나 유해는 찾지 못했다. 현재 이곳
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다.
중국은 뤼순감옥 박물관 주차장 경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원보산 인근 지역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했으나
안 의사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 안


의사 유해 발굴 “中 · 日 협조가 관건”

국가보훈처는 2014년 중국 측에 매장 추정지에 대한 ‘지표
투과 레이더(GPR)’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측의 협조 요청에 대해 남북 간에 먼저
합의를 하고, 둥산포 지역에 안 의사가 매장됐다는 확실한 증
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남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안 의사의 고
향이 황해도 해주라는 점을 들어 유해 연고권을 주장하는 북
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주요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안 의사 사형 집행 및 매장 추정지와 관련한 자료 제공
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일부 학자는 한국 측에 한 번도 개방한 적이 없는 일본 외무
성의 지하 문서고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환 수원대 사학
과 교수는 “일본 외무성 지하 창고에 보관된 문서들에 안 의사
유해 매장과 관련한 문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레아 우라’의 숨은 영웅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께, 중국 하얼빈(哈爾濱)역
에서 7발의 총성이 울렸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는 가슴, 옆구리, 복부에 3발을 맞고 주저앉았다. 나
머지 총탄에 일본인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것을 목도한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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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현장에 있던 각국 요인들이 알아
듣도록 러시아말로 ‘코레아 우라!’(대한
국 만세!)를 세 번 외쳤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
방에 떨친 안 의사의 거사 뒤에는 많은
조력자가 있었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1월 24일
“안 의사 의거 110주년을 맞아 이름 없는
조력자들, 그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역
사 속에 복원해 드리고 기억해야 한다”
고 말했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올
해(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분들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거사현장 하얼빈 동행 3인…1차
결행자 우덕순·조도선 실행 못해
우선 안 의사와 목숨을 건 의거를 함
께 도모한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이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우덕순(1880-1950)은 안 의사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사살 계획과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사를 함
께할 의지를 표명했다. 안 의사 등과 단
지동맹(斷指同盟)을 결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와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
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다는 소식을 접하고 권총 한 자루씩을
소지하고 하얼빈으로 갔다. 안 의사는
우덕순에게 “그대가 성공시키지 못한다
면 내가, 또 내가 성공시킬 수 없다면 그
대가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찍 고향을 떠나 러시아 이르쿠츠크
등에 머물며 세탁업, 통역 등의 일을 했
던 조도선(1879-?)도 당일 의거에 동참
한 핵심 조력자다.
애초 거사는 조도선과 우덕순이 차이
자거우(蔡家溝)역에서 1차로 결행하고,
실패하면 안 의사가 2차로 하얼빈역에
서 저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도선과
우덕순은 차이자거우역 구내 다방에서
기회를 엿봤으나 러시아 경비병이 열차
가 지나가는 시각에 다방 문을 잠가 버
려 실행하지 못했다.
유동하(1892-1918)는 당시 18세 나이로 안 의사 의거를 지원
했다. 1902년 러시아의 국경지대인 보그라니츠나야로 이주해
러시아인 철도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러시아어에 능통했
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
하고 부친 유경집과 함께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김성화, 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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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등과 구국 투쟁을 맹세하며 ‘7인동맹’을 결성했다.
유경집은 아들 유동하에게 안중근과 우덕순을 하얼빈까지
안내하고 의거를 결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지시했다. 유동
하는 안 의사가 의거에 성공한 뒤 러시아 헌병에 체포돼 ‘이토
히로부미의 도착 일시를 전보로 타전해 살인을 방조했다’는 죄
목으로 복역했다.

❖ 거부 최재형 재정지원…대동공보 편집장 이강 등과 ‘이
토 처단’ 모의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최재형(1858-1920)은 재
정지원 역할을 맡았다.
안 의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크라스키노에서 거주하던
최재형과 운명적으로 만났다. 1908년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한 구국운동단체 ‘동의회’가 창설됐을 때
최재형이 총장을 맡았고, 안 의사도 핵심 인사로 참여했다.
연해주에서 안 의사와 함께 왼손 넷째 손가락을 끊어 태극
기에 혈서를 쓴 ‘단지회동맹(단지동맹)’ 구성원들 역시 최재형
의 지원을 받았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한
사격 연습을 한 곳도 최재형의 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어로 ‘페치카’(벽난로)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동포
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최재형은 변호사를 선임해 안 의
사를 구명하려 했으나, 재판이 러시아에서 일본 법정으로 넘어
가게 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함경북도 경원에서 태어나 9세 때 연해주로 이주한 최재형
은 12세 때부터 배를 탔으며, 상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재정난
으로 망해가던 한인 민족지 ‘대동공보’를 살려 의병 등 항일투
쟁 활약상이 보도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안 의사는 이 대동공
보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동공보의 편집책임자인 이강(1878-1964)도 의거의
조력자 중 한 명이다. 안 의사는 대동공보사에서 이강, 유진률,
정재관, 윤일병, 정순만 등이 모인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 처단
계획을 짠 것으로 전해진다. 이강은 안 의사 의거가 성공한 뒤
에는 안 의사를 위한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베이징에
파견돼 활동하는 등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대동공보사에서 함께 일한 이강과 유진률은 1909년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안 의사와 우덕순을 배웅하면서 “지금
삼천리강산을 너희가 등에 지고 간다”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안 의사가 하얼빈에 도착해 거사를 치를 때까지 방을 내준
김성백도 최근에야 조명됐다. 러시아 국적을 보유한 그는 하얼
빈 만주지방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의 한 전문가는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
코에서 조직된 항일운동단체인) 공립협회의 블라디보스토크지
회가 안 의사 의거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한 벨기
에제 브라우닝 8연발 권총을 제공한 ‘미상의 인물’도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다. 안 의사가 7발을 쏘고 1발은 격발하지 않았
던 이 권총은 핵심 조력자인 이강, 최재형, 이석산이 제공했다
는 설과 안 의사가 원래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는 설이 교
차한다.
그러나 “집안일 걱정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라”며 항
일 독립운동을 격려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야말로 안중근 의
거를 있게 한 시발점일 것이다.
조 여사는 의거 후 뤼순감옥에 수감된 안 의사의 면회를 거
부하면서,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
는 것이다.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면서 손수 만든 수의를 면회 간 (안 의사)

사촌 동생을 통해 건넸다는 일화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비장한 장면으로 꼽힌다.
조 여사는 슬하의 3남1녀를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시켰고, 본
인도 직접 연해주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지원 활동을 하
다가 1927년 향년 66세로 별세했다.

행방불명된 ‘안중근 유묵’
■ 보
 물

지정된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유묵, 도난 시
점조차 파악 안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
文)를 향해 총을 발사한 안중근(1879∼1910) 의사는 이듬해 3월
뤼순(旅順)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옥중에서 많은 글씨
를 썼다.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은 모두
26점이 보물 제569호로 지정됐다. 대부분 기다란 족자 형태로,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경구를 크게 쓰고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잘린 왼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
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보물
제569-4호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不足與議)
유묵은 행방을 알 수 없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도난문화재 정보에 따르면 안 의사가 순
국 직전인 1910년 3월에 쓴 이 유묵은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
정됐고, 1976년 홍익대를 설립한 이도영이 청와대에 기증했다.
문제는 소유권이 여전히 청와대에 있는 이 유묵이 사라진
시점과 장소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따금 도난
문화재를 찾았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안중근 유묵이 오래전
실종됐다는 사실이 회자되지만, 문화재청은 회수를 위한 단서
를 확보하지 못했다.
■ 주
 시경

‘말모이 원고’ 등도 100년 만에 문화재 등록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유묵은 관리와 보존 측면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사적·국
가민속문화재 등은 보통 건설·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유물
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작 기간이 길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유물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
된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전까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예컨대 백범 김구가 1941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
게 준 친필 묵서 태극기나 국어학자 주시경이 1911년 한글 사전
편찬을 위해 쓴 ‘말모이 원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발간한 소식
지 ‘독립신문’은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등록문화
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2017
년부터 항일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였고,
2018년 4∼5월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입법기관이었던 임
시의정원,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인 광복군 관련 문화재 공모
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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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오세창·방정환·문일평·오기만·유상규·서광
조·서동일·오재영 등 망우리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
이 2017년 10월 일제히 문화재로 등록됐고, 일제에 항거한 의
병 유적인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과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
옥’이 문화재가 됐다.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까지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이 포함된 문서와 임시정부가
편찬한 유일한 역사서인 ‘조일관계사료집’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최근이다.
아울러 윤동주와 이육사가 남긴 친필원고를 비롯해 의병장
운강 이강년이 지은 시문과 글을 필사한 유고,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일기 등 일제강점기 저항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록물도
2017년 이후가 돼서야 뒤늦게 등록문화재에 이름을 올렸다.
정인양 문화재청 사무관은 조소앙이 1941년 무렵 쓴 ‘대한민
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2018년 12월 31일에야 등록문화
재가 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후손이 공개하면서 최근 문화재
가 됐다”며 “조소앙 후손은 알려지지 않은 외교문서를 많이 소
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국권을 빼앗기자 음독 순국한 매천 황현 후손
도 문화재청 조사 전까지 10년 동안 유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고 한다”며 “후손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 서적을 갖고 있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2018년 항일유산 목록화 작업을 일단 완료했으
나,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자료가 적지 않게 존재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정 사무관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유물을 소중히 여
기면서도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항일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1운
동과 임시정부 자료를 활용해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1 마중물 2·8선언 성지 가보니
3·1운동이 일어나기 20여 일 전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의
간다(神田)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립선언’이
행해졌다. 식민지시대 피지배국 민중들이 지배국의 수도 한복
판에서 감행한 ‘2·8독립선언’이었다. 조선에서 일본에 건너온
유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이 조선 독립의 함성은 곧이어
조국에서 펼쳐진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 큰 눈 내린 2월 8일…600명 유학생 모여 “조선 독립”
도쿄 독립선언이 발표된 1919년 2월 8일은 30년 만의 대설
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눈이 내렸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반도 출신 유학생은 678명. 조선 유학
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현 재
일본한국YMCA회관)에는 도쿄의 모든 조선 유학생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400~600명이 모여들었다.
1906년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와 세운 재일본도쿄조
선YMCA회관은 망년회 등으로 당시 조선 유학생들이 자주 모
였던 곳이다. 종교 단체인 만큼 상대적으로 일제의 감시가 느
슨해 웅변대회가 자주 열렸고 이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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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됐다.
독립선언이라는 ‘거사’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그해 1919년 1
월 6일이었다. 웅변대회 중 독립을 열망하는 연설이 이어지다
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최팔용(와세다대),
서춘(도쿄고등사범), 백관수(세이소쿠 영어학교) 등 10명이 실
행위원으로 뽑혔다.
10명의 실행 위원 중 1명이 질병을 이유로 사퇴하고 이후 이
광수(와세다대) 등 2명이 추가돼 실행위원은 11명이 됐다. 당시
선언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이후 독립가로 활동한 김마리아
(도쿄여자학원), 황에스더(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등 여성들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선언문은 당시 소설가로 이름을 높였지만 후일 친일파로 변
절했던 이광수가 작성했고, 일본어와 영어로도 번역돼 비밀리
에 인쇄됐다.
드디어 2월 8일이 되자 선언문은 제국의회 의원, 각국 대사
관, 내외신 신문사 앞으로 ‘민족대화 소집 청원서’와 함께 배달
됐다. 이어 오후 2시, 선언문이 발표됐다.
❖ ‘민족자결’ 세계 흐름 먼저 읽은 유학생들…일제에 ‘피의
싸움’ 선언
당시 유학생들은 어떻게 ‘적(敵)’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그것도 조선 땅에서보다 먼저 독립선언을 외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집결 장소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재일본도쿄
조선YMCA회관이었고, 조선보다 일본이 오히려 경찰의 감시
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당
시 도쿄가 한성(서울)에 비해 외국의 소식을 접하기 쉬운 ‘국제
도시’였던 것도 이곳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독립 열망을 달아오
르게 한 요인이다.
일본 유학생들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진 민족 자결주의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었고, 곧 열릴 파리강화회의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사실도 일찌감치
알게 됐다. 유학생들은 당시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개혁을 주창
하는 일본 내의 흐름, 즉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일부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독립선언문은 3·1독립선언서보다 더 강경하고 투쟁적
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언문은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한다”면서 독립을 주창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해 ‘영원의 혈전(血戰·피의 싸
움)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의 책임이
아니다”고 힘을 주며 무력투쟁을 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선언문은 이후 조선 땅으로 전해져 3·1독립선언서의 기초
가 됐고, 도쿄의 독립선언은 같은 뜻을 가진 조선인들에게 용
기를 줘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 독립선언 발표한 YMCA는 세탁소…기념비·자료실만
역사 지켜
3·1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한 2·8독립선언은 독립운동사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록 등을 찾지
못해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남아있는 2·8독립선언의 기록은 대부분 한참 시간이
흘러 참가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진 뒤인 해방 이후 작성된 것
들이다. 당시 신문기사나 경찰의 기록은 있지만, 운동에 참여
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도쿄 내 2·8독립선언의 흔적은 재일본한국YMCA회관(이하
도쿄YMCA회관) 앞에 세워진 2·8독립선언 기념비와 회관 한
구석에 있는 2·8독립선언 기념 자료실 정도다.

목숨을 걸고 조선 독립을 외쳤던 곳에 이런 전시관이 들어선
데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 지
금 일본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세계 최대 스타벅스 들어선 난징시루
■ 임
 시정부

주최 ‘3 · 1절 기념식’ 열렸던 그곳…대회
장인 ‘올림픽 극장’ 터엔 고층상업건물

▲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간다(神田) 재일본한국YMCA
회관의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에 설치된 선언문 전시물.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장소인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도
쿄 지요다[千代田]구 간다[神田] 소재)이 있던 곳에는 현재 세
탁소와 사무실 등이 있는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 2·8독립선언과 관련한 어떠한 기념물도 없다. 재일
본도쿄조선YMCA회관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불에 탔고,
현재의 도쿄YMCA회관은 여기서 도보로 10분가량 떨어진 곳
에 새 보금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 만세 외치다 끌려갔던 히비야공원엔 ‘독도 도발’ 전시관
유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와 독립을 외친
히비야(日比谷)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왕의 주거지인 황
거(皇居) 인근에 위치한 히비야공원은 독립선언 직후인 2월 12
일과 24일 각각 100명과 150명의 유학생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다. 이들은 공원 내 소음악당 앞에서 만세를 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히비야공원 어디에도 2·8독립선언의 현장임을 알리는 기
념물은 없다. 오히려 공원 한편에 있는 시세이(市政)회관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영
토·주권전시관’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데 사
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선전물들과 함께 전시 중이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말로 시작되는 영상물이
흘러나오고, 어린이들이 색칠할 수 있도록 독도를 일본의 영토
로 넣은 지도와 색연필이 비치돼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독도=일본땅’
이라는 주장을 적극 펴기 위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
곳에 2018년 초 전시관을 개관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독도 침략을 자행한 일제
의 식민지배에 대한 합법화 시도다. 100년 전 조선 유학생들이

중국 상하이 중심의 번화가인 난징시루(南京西路)에는 축구
장 절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인 ‘상하이 스
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다. 세계적인 ‘핫 플레이스’로 떠
오른 이곳을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도 끊이지 않는다.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에서는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해시태
그를 단 방문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하이를 찾는 많은 한국인이 독립운동의 성지(聖地)와 같
은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나 루쉰공원(옛 훙커우공원) 윤봉
길 의사 기념관을 찾아가곤 한다. 하지만 난징시루의 스타벅
스 매장 바로 앞이 약 100년 전 한인들의 독립만세 행진이 펼
쳐진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사실까지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지난 1920년 3월 1일 이른 새
벽부터 상하이의 밍더리(明德里), 바오캉리(寶康里), 샤페이루
(霞飛路) 일대에 사는 한인들의 집에 태극기가 속속 내걸렸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상하이의 3·1절’이라는 당시
기사에서 “상하이 시내에 이렇게 대한의 국기가 날린 것은 금
차(이번이)가 처음이다”며 “비로소 세계 각국인이 모여 사는
상하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대한인이다’라고 하는 표(標)를 보
인 것”이라고 기록했다.
임정 요인들과 상하이 한인들에게 첫 3·1운동 기념식은 단
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이들은 첫 3·1운동을 성대하게 기
념하는 것이 일제의 폭력적인 3·1운동 진압에도 독립을 향한
민족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고 더욱 강렬해질 것임을 만방
에 알리는 항쟁이라고 인식했다.
이날 이동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오전 임시
의정원에 모여 3·1절 기념식을 먼저 개최했다. 또 탑골공원에
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오후 2시에 맞춰 상하이와 일대의 한
인 700여 명은 대형 서양식 극장인 올림픽극장으로 모여들어
3·1절 축하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지금은 헐린 옛 올림픽극장이 있던 곳이 바로 지금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의 길 건너편이다. 올림픽극장이 있던 곳
에는 현대식 고층 상업 건물인 후이인(匯銀)빌딩이 들어섰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쑨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
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상하이의 한인은 7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일대의 거의 모든 한인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
고자 모여든 셈이다. 쑨 교수는 “임정 요인들은 당시 3·1운동
으로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이미 알렸다고 생각하고 일제 세
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것만 남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
다”며 “그들에게 첫 번째 3·1운동 기념행사는 새로운 출발점
으로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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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논문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삼일절 기념과 3·1운동 인식’에서 “상해 임시
정부의 삼일절 기념식은 한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
언한 3·1운동의 기억을 되살리고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 해방
을 맞이하겠다는 독립 의지를 다짐하는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소도시 쉬프에서도 만세삼창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 상하이에서 첫 3·1운동 축하식을 개최
했던 옛 올림픽 극장 터.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매장인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의 길 건너편에 있는 후이인(匯銀)빌딩이
올림픽 극장이 있던 자리다.

당시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교민단이 주최한 축하회 무대
위에는 대형 태극기가 교차해 내걸린 가운데 ‘대한독립 선언기
념’, ‘독립 만세’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행사는 이 국무총리와 임정 내각 총장들, 손정도 임시의정원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단장 여운형의 사회로 진행됐다. 축
하식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돼 이 총리와 손 의장의 축사, 독립
군가 합창 등의 순으로 이어진 뒤 만세 삼창으로 끝을 맺었다.
주최 측이 극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손에 드는 태극기를
나눠줘 장내가 태극기의 바다로 변했다고 독립신문은 당시 모
습을 기록하고 있다.
1920년 첫 3·1운동 축하식 사진은 찾을 수 없지만 이와 유
사한 규모로 치러진 1921년 축하식 사진이 남아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 자
 동차

타고 태극기 흔들며 일본인 거주구역 홍커우

진출
기념식이 끝난 오후 4시께, 감격이 가시지 않은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극장 앞 거리(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선 곳)로 쏟
아져 나왔다. 봄비가 내리는 속에서 한인들은 징안쓰루(靜安寺
路·현 난징시루) 전찻길을 걸으며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
다. 일부 한인들은 자동차 여러 대에 나눠 타고 태극기를 달고
당시 일본인들의 거주지인 훙커우까지 진출해 ‘독립 만세’를
외쳐 일본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다.
독립신문은 ‘우중(雨中)의 행진’이란 기사에서 “독립 만세를
더욱 고창(高昌)하며 일인의 시가인 훙커우 방면으로 돌진하여
심야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는데 러시아인들은 ‘우라’(만세)를 부
르고, 중국인은 박수로 환영하는데 일인은 비슬비슬 보기만 하
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 상하이의 한인들에게 3·1운동 기념식 후 자동차 등을
동원해 거리 만세시위에 나서는 것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런 적극적인 저항 움직임은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
른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중국의 유력지 신
보(申報)는 1920년 3월 4일 자에서 3월 2일 톈진(天津)의 한인
들이 자동차를 타고 영국 조계지에 들어가 전단을 뿌리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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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3월 1일 프랑스 중부 마른(Marne) 지방의 소도시 쉬
프(Suippes)에서는 ‘대한민국 만세’ 삼창과 애국가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임시정부가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위해 조직한 파
리위원부(대표 김규식) 인사들과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인 재
법한국민회(在法韓國民會), 유학생들이 연 3·1운동 1주년 경
축식이었다.
행사의 주축은 1년 전 프랑스로 들어온 한인 노동자 30여
명이었다. 이들은 이역만리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한 해 전
조국에서 들불처럼 번진 3·1운동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것이다. 행사 비용은 자신들이 프랑스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갹출해 마련했다.
이들은 러시아, 북해, 영국을 거쳐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황
기환 서기장의 도움으로 프랑스로 들어와 1차대전 격전지였던
마른 지방의 전후복구 작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마른의 베르덩 전투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70만 명에 가까
운 전사자를 냈고, 승전국 프랑스의 대규모 복구사업에는 벨기
에·스페인·러시아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여기
에 우리 한인들 일부가 참여한 것이다.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의 활동자금으로 들어갔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이 임정
파리위원부에 6개월간 6천 프랑의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프랑스의 한인 노동자를 50명으로 가정하면 한 명
당 평균 20프랑을 낸 셈인데, 당시 프랑스의 노동자 평균임금
을 고려하면 한인들이 한 달 수입의 4분의 1을 파리위원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연구위원은 논문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 재법한국민회 연구’에서 “이는 당시
국외 어느 지역에 있는 한인들보다 소득 대비 독립운동 자금
을 많이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쉬프 지방을 관할하는 마른도청의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당
시 한인 노동자들의 명단이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다. 재불사
학자 이장규(파리 7대 박사과정) 씨가 찾아낸 1920년 쉬프시청
외국인 명부에는 박춘화·박단봉·차병식·배영호·박선우
등 한인 3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프랑스 도착 일자, 프랑스 정
부에 체류증을 신청한 날짜, 직업 등이 남아있다.
일제 치하에서 외국의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중국 국적자
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이 명부에는 한인들의 국적이 한국인
(Coréen)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일제의 침략 이후 이미 소멸한 나라로
받아들여졌기에 한인 노동자들이 한국 국적으로 프랑스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 노동자들은 어렵게 번 돈을 십시일반 모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을 돕는가 하면, 유학생과 지식인 동포들로
부터 우리 역사와 지리, 국어를 배우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
키려 분투했다.
쉬프시청 자료에서는 한인 이도순·백오난 부부가 1921년과
1924년 낳은 ‘루이’와 ‘조르제트’라는 이름의 자녀 출생증명서
도 발견됐다. 다른 한인 박병서, 박춘화가 증인을 섰다는 기록
이 남아있다. 한인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후 폐허를 복구하
는 고된 삶을 이어가면서도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던 삶
의 흔적이다.
지금도 쉬프에는 홍재하 등 한인 노동자들이 흘린 피땀과
망국의 한, 향수(鄕愁)가 짙게 밴 전사자 묘지가 마른 벌판을
말없이 굽어보고 있다.

을 짐작케 하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발포 현장으로 추정
되는 도로에는 차량과 행인들만이 바쁘게 오갔다.
만세운동 희생자들은 3월 17일 룽징 합성리 공동묘지에 묻
혔다. 이 회장은 “일제의 감시 속에 참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묘가 쓸쓸해졌다”면서 “이후 ‘만세묘지’로 불리던 이곳을 30번
넘게 와서 3·13 반일의사릉임을 확인했고 1990년 나무로 된
비를 세웠다”고 말했다.
현재는 다행히 묘소가 정비되고 커다란 석비가 세워졌을 뿐
만 아니라, 시 중점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 회장은 “시간이 너무 흘러 후손이 누군지 알 수 없고, 각 묘
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또 시위 때 맨 앞에
섰다가 총에 맞아 숨진 명동학교 학생 김병영 선생은 아직 독
립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中룽징서 울려 퍼진 3·13 만세 외침
■ 2
 만여

명 모여 행진하다 中지방군 발포로 19명 숨져

일제 강점하의 한반도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여
일 만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중국 지린성 룽징(龍井) 서
전(瑞甸)벌에 2만여 명이 모였다. 간도 각지에서 온 한인들이
었다.
‘독립선언축하회’라는 명칭이 붙은 이 집회에서 간도의 한인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약연 선생이 독립선언포고문을 발표하
자 모여든 한인들은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전벌에서 2㎞가량 떨어진 간
도 일본 총영사관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조선 독립을 승인하
고 철수하라’는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명동학교와
정동학교 학생들이 선두에 선 가운데 악대가 북을 치고 나팔
을 불며 분위기를 띄웠고,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흔들며 독
립선언문을 뿌렸다.
하지만 길목을 막고 있던 약 70명의 중국 지방군대가 만세
운동 참가자들과 대치하다 발포하면서, 19명이 현장에서 숨졌
고 48명이 다쳤다.
3·1 운동 이후 최초의 해외 반일 시위인 3·13 만세운동이
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9년 1월 파리강화회
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주창되는 등 약소민족 독립에 대한 기
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광평 룽징 3·13 기념사업회 회장은 “조선인 대표들이 러
시아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회의를 열고 독립선포 날짜를 정
하기로 했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던 중 3·1운
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준비를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룽징의 3·13 만세운동 현장인 서전벌에는 지금은 꽤 규모
가 큰 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유치원 앞마당에는 3·13 집회가
열린 곳임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덩그러니 서 있다. 유치원 부
지 안에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기념비부터 시작해 일본 총영사관까지 가는 약 2km의 당시
행진 경로에서는 100년 전 이곳에서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음

▲ (왼쪽) 유치원 앞마당에 있는 3 · 13운동 기념비. (오른쪽) 3 · 13 반일
의사릉

■ “
 평화적으론

독립 불가 자각 계기…이듬해 봉오동 ·
청산리 전투로”

3·13 만세운동 이후 반일시위가 옌볜(延邊) 전 지역으로 확
산되면서, 4월 말까지 40여 차례 시위가 일어났고 연인원 8만
6천여 명이 참가했다는 기록도 있다. 또 연해주 지역의 3·17
만세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5·4운동 이후 항일 집회
에도 조선인들이 적극 참여한 계기가 됐다.
이 회장은 “3·13 운동의 가장 큰 교훈은 평화적으로는 독
립할 수 없으며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이었다”면서 “이러
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와 10월의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만세운
동이 항일 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강했던 한반도와 달리 1931
년 만주사변 전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활
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서 “이곳에서는 1945년 광복 때
까지 계속 총을 들고 일본과 싸웠다”고 덧붙였다.

그날의 함성 생생한 역사의 현장
고종 황제의 인산일(因山日·국장일)을 이틀 앞둔 1919년 3
월 1일 일제의 총칼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
은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서울에서 시
작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당시 인구의 10%가 넘는 200여만
명의 인원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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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엄청난 민족적 희생도
치렀다. 박은식이 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석 달간
전국에서 1천500여 회의 만세시위가 벌어졌으며 사망 7천509
명, 부상 1만5천961명이라는 피해를 봤다고 기록돼 있다.
3·1 만세운동은 최남선이 기초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공
약 3장을 덧붙인 독립선언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날의 함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전국 만세운동의 현
장을 둘러봤다.
❖ 독립선언서 인쇄 보성사 터, 독립선언서 낭독한 태화관 터
독립선언서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극락전 앞마당에 터만 남
은 보성사에서 2월 27일 오후 5∼11시 2만1천장이 인쇄됐다.
보성사는 애초 고종 황제의 측근이던 이용익이 보성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재 출판을 위해 학교 내에 설치한 인쇄소였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1910년 천도교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민
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종일 선생이 사장을 맡은 것을 계기
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게 됐다.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3월 1일 오후 2시 종로구 인사동
에 있던 태화관(泰和館)에 모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독립선언식을 거
행했다. 현재는 터만 남은 태화관은 당시 유명 요릿집으로, 서
울의 부호와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 3·1운동의 진원지 ‘탑골공원’
당초 탑골공원에서 할 예정이었던 독립선언식이 태화관으
로 갑자기 장소가 변경됐지만, 이 사실을 모른 학생과 시민 1천
여 명은 탑골공원으로 모여들었다.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지 30분 후에 학생 대표 강기덕이 태화관에서 독립선
언서를 가져와 오후 2시 30분께 탑골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
했고, 이어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공원을 나서 동대문과
종로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오후 3시께 시위대는 덕수궁 대
한문 앞으로 집결해 다시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즉석에서 독립
연설회도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일부 시위대는 고종의 유해가 모셔진 덕수궁
빈전(殯殿)에 들어가 조문했으며, 일부는 미국총영사관 앞에
서 만세를 불렀다. 또 다른 대열은 조선총독부를 향해 행진
을 벌이다 일제와 대치했다. 마침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참
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전국의 시민이 합류하며 군중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으며 만세시위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
졌다.
3·1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탑골공원은 대한제국 때 조성한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10층 석탑이 있어 탑골공원으로
불렸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전국 각지로 독립선언서를 가
지고 내려가 전국적인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 천안 아우내장터·군산 영명학교·8의사 충의탑·제주
미밋동산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상징인 유
관순 열사에 의해 시작됐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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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몰래 품에
넣어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조인원 선생 등 동네 어른들에
게 서울의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4월 1일 아우내장터 만세운
동이 벌어졌다.
조인원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3천여 명의 군중은
헌병파견소로 시위행진을 벌였으며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
으로 현장에서 1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또 유관순 열
사 등 많은 시민이 체포됐다.
전북 군산은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이다. 군산 3·5 만세운동은 영명학교 학생과 기독교 교인
을 중심으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여했
다. 일본 헌병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53명이 숨지고 72명이 실
종됐다.
군산시는 2018년 6월 3·5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영
명학교를 재현한 3층 규모(전체면적 969㎡)의 기념관을 건립
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3월 28일과 4월 3일 ‘삼진의거’라 불리는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서울 시위에 참여했던 변상태 선생이 당
시 창원군 진동·진북·진전면 등 3개 면의 인사들을 모아 격
렬한 시위를 벌였다. 3천여 명이 일본 헌병에 맞서 시위를 벌
이다 8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에는 이때 순국한 8인 의
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63년 ‘8의사 창의탑’이 세워
졌다.
제주시 조천읍에는 미밋동산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1919
년 3월 21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조천만
세운동의 무대가 된 곳이다.
서울 휘문고보에 재학 중이던 김장환 선생이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에 가담한 뒤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6일 귀향해
숙부인 김시범 선생 등과 함께 3월 21일부터 나흘간 4차례에
걸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혈서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 철원제일감리교회와 대구 만세운동길
근대문화유산 23호로 지정된 철원제일감리교회는 강원지역
만세운동의 함성이 뜨겁게 타올랐던 곳이다.
철원의 만세운동은 3월 10·11·18일에 일어났다. 박연서 목
사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들이 주도했다. 같은 해 8월 감옥에서
풀려난 박 목사 등은 항일단체 ‘철원애국단’을 조직해 이듬해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국내 독립운동 상황을 상하이 임시정
부에 보고하고 임시정부에서 전달받은 문서를 국내에 배포하
는 활동을 벌였다.
대구 중구 제일교회 담 옆에는 90개의 계단이 있는 오르막
길이 있다. 대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3월 8일 시위에 참여
하려던 계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이 집결지인 서문 큰 장으
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던 지름길이다. 당시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해 학생들이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집결지로 이동하는
비밀통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길은 현재 ‘3·1 만세운동길’로 부르고 있다. 90개 계단
주변 담에는 1900년대 초 대구 시내를 촬영한 사진과 3·1운
동 사진이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 일제 탄압의 상징 ‘서대문형무소’
들불처럼 번진 3·1 만세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투옥된 곳이다.

▲ 3.1절 100주년을 맞은 3월 1일 오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관람을 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8월 공주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
감된 뒤 일제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독립 만
세’를 부르고 이듬해 3월 1일 1주년을 맞아 옥중 만세운동을 벌
이다 그해 9월 28일 순국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가 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다.
‘경성감옥’으로 출발해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바뀐 뒤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3·1 만세운동을 전후
로 수감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일제는 옥사를 대대적으로 증축
했다. 처음에 1천600㎡이던 면적이 1930년 30배 이상인 5만1
천200㎡로 늘었다.
광복 이후에도 교도소, 구치소 역할을 했으며 1987년 구치소
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뒤 서대문독립
공원이 됐다. 공원에는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문을 열
었다.

성차별 굴레 벗고 항일 주체로 우뚝
■ 여
 학생부터

기생까지 만세운동 선봉…3 · 1운동 직전
첫 ‘여성 독립선언서’ 발표

3·1 만세운동 때 선봉에 섰던 여성은 유관순 열사만이 아
니었다. 어린 학생부터 평범한 주부, 간호사, 기생에 이르기까
지 여성들은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물론이고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3·1운동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 성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항일운동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
는다. 3·1운동 이후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국내외에서 조국
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여성 독립운동단체들도 우후죽순으
로 결성돼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3·1운동 직전 만주지역에선 한글 1천335자로 작성된 ‘대한
독립여자선언서’가 발표됐다. 이 선언서 말미에는 기원 4252년

(1919년) 2월이라고 표기돼 있고, 김인종, 김숙경, 김옥경, 고순
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여성 독립운동가 8인이
서명했다.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여성독립운동사(3·1운동 편)’는 이 선
언서를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여성들의 첫 독립선언서”라
고 평가했다. 선언서는 여성도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국민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자주독
립 정신과 함께 남녀평등 의식을 표명한 것이다.
여성들은 3·1운동 당시 서울, 개성, 평양, 부산, 광주,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도시에는 여학
교와 교회 부인회 조직 등이 있어 여성들을 조직하기가 용이
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진
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여학교 등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졸업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조선총독부 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도 서울의 만
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중심인물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간
우회(看友會)를 조직한 박자혜 선생이다. 간우회 회원들은 각
종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만세시위의 전면에 섰다.
개성에선 당시 여자성경학원 기숙사 사감을 지내던 어윤희
선생이 남성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독립선언서 배부를 자
청하는 등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선생이 집집마다 독립선언서
를 돌리는 광경을 본 학생들이 독립선언서 배부에 동참했고
이는 개성 만세시위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다. 일제에 체포
된 선생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
옥됐다.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시위는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몰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던 이화
학당 학생 유관순 열사가 주도했다. 태극기를 직접 제작해 배
포하는 등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열사는 일본 헌병에
체포된 이후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제의 혹독한 고
문으로 순국했다.
부산 일신여학교의 만세시위는 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
로 평가된다. 교사인 주경애 선생은 12명의 여학생과 시위 준
비를 한 뒤 저녁에 기습적으로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했고 이
때 거리의 군중들도 시위에 동참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늘었다.
평양 만세시위에선 숭의여학교와 교회 여신도들의 활약이
컸다. 숭의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직접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남산현교회에서 열린 고종황제 봉도
식(奉悼式)에선 여신도 20여 명이 나서 만세시위를 촉발했고,
미국 선교사 거주지인 신양리에선 기독교 부인 200여 명이 만
세시위를 벌였다.
수원과 해주 등지에선 기생들이 만세시위에 불을 붙였다.
당시 수원 기생조합의 총무였던 김향화 선생은 자혜병원 앞에
서 동료 기생들과 만세행진을 벌였다. 만세시위를 주도한 김향
화 선생은 일제에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
소에 투옥됐다.
해주에선 김해중월 선생 등의 주도로 기생들이 자신의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만세행진을 벌였고, 여기에 시민들이 동참
해 만세시위 군중이 수천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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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립운동은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을미사변)와
단발령 조치에 항거한 의병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 윤희순·‘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 3월 11일 부산 동구 일신여학교에서 동구청에 이르는 구간에서 2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년 전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은 부산 · 경남지역 만세운동 효시로
평가받는다. <부산 동구청 제공>
■ 3


· 1운동 계기로 국내 · 해외에서 항일 여성단체 활
동 두드려져

3·1운동을 통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선 여성들은 서울과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항일 여성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
여성단체 중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평양 중심의
대한애국부인회는 조직 규모가 방대해 지방 곳곳에 지회를 두
고 활동했다. 평안남도 순천의 대한국민회부인향촌회, 평안남
도 강서의 대한독립여자청년회, 평안남도 대동의 대한독립부
인청년회, 평안남도 개천의 여자복음회 등 항일여성단체들도
비밀리에 활동했다.
중국에선 김순애·이화숙 선생 등이 주축이 된 애국부인회,
일본에선 여성 유학생 중심으로 여자학흥회가 조직됐다. 미국
에선 로스앤젤레스의 대한여자애국단과 유학생 중심의 근화
회,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 등이 결성됐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
시헌장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했다”며 “3·1운동 당시 독립운
동계를 비롯해 민중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제 향해 총구 겨눈 여성 독립운동가
“코리아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항일)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틀
림없이 깊이 감동할 것이다.”
인도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는 1932년
12월 30일 감옥에서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에서 “일본인이 한
민족을 억압한 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쓰라린 암흑의 일막”이
라고 평가하면서 일제에 대항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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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인 윤희순(1860~1935) 선
생은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의
병에 참여했다. 선생은 을미의병 때 ‘안사람 의병가’ 등을 지어
항일의식을 고취했고, 1907~1908년 정미의병 때는 여성들로
구성된 의병단을 별도로 조직해 활동했다. 여성의병단은 우리
나라 여군의 시초로 평가된다.
1911년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한 선생은 노학당, 조선독
립단 가족부대, 조선독립단 학교 등을 설립, 운영하면서 항일
운동가 양성에도 힘썼다. 1932년 무순 항일운동이 일본군에 발
각되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남자현(1872~1933) 의사도 을미
사변 이후 의병에 참여했고,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해 항
일무장조직인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했다.
남 의사는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을 계획하고,
1933년 만주국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 암살을 시도해 ‘여자
안중근’으로도 불렸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
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 安의사의 모친 조마리아·평양 숭의여학교 교사 출신 김
경희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1862~1927) 선생은 1909년
안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
수감되자 정근·공근 두 아들을 따라 연해주로 망명했다.
선생은 1922년 상하이로 이주해 둘째 정근과 함께 지내면서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임시정부경제후원
회’를 창립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 출신인 김경희(1888~1919) 선생은
1913년 박정석·황에스터 선생 등과 함께 최초의 여성 독립운
동단체로 평가되는 송죽결사대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여학생
들을 모아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국외 독립운동기지에 군자
금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
김마리아(1903~?) 선생은 3·1운동의 기폭제로 평가되는
도쿄 2·8독립운동에 참여한 뒤 비밀리에 국내에 입국해 여성
들의 3·1운동 참여를 독려하다가 학생 독립운동의 배후로 지
목돼 수감됐다. 출감 이후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애국
부인회를 조직해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활약한 권기옥(1903~1988)
선생은 숭의여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평남도청 폭파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일제에 쫓기다 1920
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조선총독부를 공중에서 폭격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1923년 중국 남서부의 윈난육군항공학교에 입학
해 훈련을 받은 뒤 중국 공군에 입대해 항일전선에서 싸웠다.
❖ 광복군으로 활약한 지복영·오희옥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딸인 지복영

(1920~2007) 선생은 1924년 가족과 함께 지 장군이 활동하는
만주로 떠나 지린성, 난징, 광저우 등지로 옮겨 다니며 독립운
동을 펼쳤다. 특히 1939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참가했
고, 1940년 9월에는 여성의 몸으로 광복군에 입대해 기관지
‘광복’ 발간, 적정 탐지, 광복군 모집, 대적 한국어 방송 등의 활
동을 벌였다.
역시 광복군 출신인 오희옥 선생의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代)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선
생은 언니인 오희영과 함께 1934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에 입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일본군 내 한국인 병사를 탈출시
키는 등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독
 립유공자

중 여성은 2% 불과…“정부, 공훈 인정
인색” 지적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 독립운동가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가정에선 며느리, 주부,
아내, 어머니로서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가사 등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독
립유공자 1만5천180명 중 여성은 357명으로 2%에 불과해 과거
정부들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훈인정에 인색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녀차별 의식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에 관한 공식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공인 여성
독립유공자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국가보훈처 예산 중 보
상금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관련 예산은 3% 미만”이라며 “게다
가 기록 중심으로 공훈을 평가하다 보니 (기록 부재로 인해) 정
량적 평가가 어려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연구용역
을 추진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아
울러 공적 미달 등의 사유로 포상이 보류된 여성 독립운동가
도 개선된 포상 심사기준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해 포상을 추
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로운 기생 33인 ‘대한독립만세’
“29일에 이르러 기생 약 30명이 자혜의원 앞에서 독립만세
를 고창하고 밤에는 상인, 노동자 및 무뢰한 등이 시내 각소에
서 독립 만세를 고창하고, 내지인(일본인) 상점에 투석하고 창
문을 파괴하는 등 폭행이 심해져 수원 경찰서원과 보병 및 소
방 조원이 협력하여 경계 중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일제 첩보원이 총독부에 보고한 경기 수원지역 ‘조선소요사건’
보고서다.
술과 웃음을 파는 여성으로만 인식돼 온 기생들이 빼앗긴
국가 주권을 되찾겠다며 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생들이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
고 독자적으로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벌인 것은 수원이 최초였
다. 김향화를 중심으로 한 수원 기생 33인이 주인공들이다.

❖ 건강검진 날 순사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29일은 김향화 등 ‘수원예기조합’의 기생 33명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당시 자혜의원으로 사용되던 화성행궁
의 봉수당으로 가던 길이었다. 건강검진이라고는 하지만 치부
를 드러내고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생들에게는 무척 치
욕적인 날이었다.
봉수당은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가 1795년 윤 2월 13일 어머
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른 유서 깊은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 왕조의 별궁인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을 식민지
통치를 위한 행정기구와 병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주권이 침탈되고 왕조의 권위가 짓밟힌 것에 분노한 김향화
등 기생 33인은 오전 11시 30분 자혜의원에 도착하자 준비한
태극기를 꺼내 휘두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자
혜의원 바로 앞 수원경찰서(화성행궁 북군영)에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기생들은 두려워하지 않
았다.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은 일본 경찰을 무척 당황하게 했고,
수원지역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큰 사건이었다.
당시 수원지역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의 기운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의 ‘대한독립만세’ 함성
은 그날 저녁 수원으로 이어졌다. ‘방화수류정’(일명 용두각) 아
래에 모인 지식인, 종교인, 청년 학생, 상인 농민 등 당시 수원
면에 사는 주민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후 장날인 3월 16일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서
도 만세운동이 일어나 수백 명의 수원 주민들은 일제 경찰과
헌병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고, 주동자는 붙잡혀갔다.
수원 시내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상인들이 가게 문
을 닫고 ‘철시(撤市) 투쟁’을 벌이는 등 수원 주민들은 끊임없
이 일제에 저항하며 만세운동과 시위를 이어나갔다. 3월 23일
에는 수백 명의 농민이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기생들은 자신들의 모임인 수원예기조합과 지척의 거리에
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지켜보다 3월 29일 건강검진 날을 맞아
결연히 일어선 것이었다. 기생들의 만세운동이 흔하지 않은 탓
에 당시 매일신보는 “1919년 3월 29일 수원기생 김향화와 기생
들이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사
실을 보도했다.

▲ 만세운동 이끈 수원 기생 김향화. <수원시 제공>

주요 자료

l 965

일본 경찰은 김향화를 기생들의 만세운동 주동자로 체포했
다. 김향화는 2개월 여간 고문을 받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서 옥고를 치렀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과 같은 감방에 수
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1919년 10월 27일 가출옥돼 수원으로 돌아온 김향화는 이후
서울로 옮겨가 살다가 1950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향화를 포함한 33인의 수원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적으
로 이끈 사실과 그들의 인적사항은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사
의 연구 끝에 90년 만인 2008년 세상에 알려졌다. 이동근 학예
사는 “수원기생들의 3·1운동은 관기의 후예와 전통예능의 전
수자들이 보여준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
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평가했다.
❖ 일제가 만든 천한 이미지의 기생…만세운동의 주축으로
재평가
기생이 천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일제에 의해 왜곡됐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기생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 ‘조선해어
화사’에서는 기생을 ‘해어화(解語花)’로 부른다. 해어화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으로 본래 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말이 나중에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는데, 잔치나 술
자리에 나가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여자를 일컫는 말로 ‘예기(藝妓)’와 함께 쓰였다.
예기들은 예술적 능력뿐 아니라 학문, 사회적 이슈에도 밝
았다. 만세운동을 이끈 수원기생 김향화도 가곡, 가사, 시조, 경
성잡가, 서관소리를 잘했고 검무와 승무, 정재(궁중무용)도 잘
추고, 서양악기였던 양금도 잘 쳤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관기(官妓) 제도를 만들어 교방이라는 곳에
서 기생들에게 춤, 노래, 시, 서화, 올바른 행동 등을 교육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기 신분이던 예기와 매
음녀인 창기(娼妓)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공창제를 강화했다.
기생을 조합으로 편성해 식민지배의 통제 아래 두었다. 천한
기생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김향화 등 33인의 수원기생이 만세운동의 주축세력이었다
는 사실이 이동근 수원시 학예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기생의
이미지가 새롭게 평가됐다.
2008년 경기도로부터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학술 심포
지엄’ 발표를 의뢰받은 이동근 학예사는 “1919년 3월 29일 수
원기생 김향화와 기생들이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매일신보의 기사 한 줄을 단서로 이들의 실
체를 찾아 나섰다.
기생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미인보
감’이라는 귀중한 책을 찾아냈다. 조선미인보감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가 1918년 발간한 책으로 당시 기생조합에
소속된 680여 명의 기생 나이와 사진, 기예를 소개하고 있다.
김향화를 포함한 33인의 수원기생 프로필도 자세히 기록돼 있
었다.
이동근 학예사는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만세운동을 하다 체
포됐던 김향화와 조선미인보감의 김향화가 동일인물임을 확
인하고, 2008년 11월 7일 심포지엄에서 김향화 등 수원기생 33
인의 이름과 사진, 만세운동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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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원기생들이 만세운동의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
는 순간 전율이 일고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라
고 회고하면서 “천한 이미지와 동시에 많은 기예를 가진 기생
을 3·1운동의 주체로서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돼 매우
보람있는 연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영화에서 기생은 독
립운동가를 돕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수원기생을 대
표하는 김향화는 독립운동 조력자가 아닌 조직적으로 만세운
동을 주도한 ‘의로운 기생’이자 ‘독립운동가’였다”면서 “일제가
만든 왜곡된 이미지의 기생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동근 학예사가 연구해 발굴한 수원기생의 만세
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국가보훈처에 김향화에 대한 독
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듬해 김향화에게 독립유
공자 훈·포장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향화의 훈·포장은 그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 수원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원 기생 33인 명단
<괄호안은 만세운동 당시 나이>

▲김향화(23)
▲신정희(22)
▲김연옥(18)
▲이산옥(19)
▲윤연화(19)
▲김금홍(17)
▲황채옥(22)
▲김향란(18)
▲김채희(15)

▲서도홍(21)
▲오산호주(20)
▲김명월(19)
▲김명화(17)
▲김앵무(16)
▲정가패(17)
▲문농월(21)
▲임산월(17)

▲이금희(23)
▲손유색(17)
▲한연향(22)
▲소매홍(20)
▲이일점홍(16)
▲박화연(19)
▲박금란(18)
▲최진옥(19)

▲손산홍(22)
▲이추월(20)
▲정월색(23)
▲박능파(17)
▲홍죽엽(18)
▲박연심(20)
▲오채경(15)
▲박도화(23)

8촌 형제 8명이 독립유공자
■ 제
 주

‘조천 만세운동’ 주도 김시범 선생 가문

“할아버님의 8촌 형제 중 여덟 분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
습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2018년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김시범(1890∼1948) 선생의 손자 김용욱(73) 씨는 연합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격에 겨워 말했다. 재판기록 등 할아버
지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3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할아버
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시범 선생은 법정사(法井寺) 항쟁(1918)과 해녀항일투쟁
(1932) 등과 함께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으로 손꼽히는 조천만
세운동(1919)을 주도한 인물이다.
제주에서의 3·1운동은 제주시 조천지역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네 차례에 걸쳐 전개됐다.
김시범 선생은 3월 21일 조천 미밋동산에 모인 김시은, 김장
환 등 13명의 동지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백 명의 시위대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라고 쓴 혈서와 태
극기를 들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미밋동산에서 시작한 시위
행진은 조천 비석거리까지 이어졌고, 김시범 선생은 시위를 주

도하다 보안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시범 선생은 광복 이후 발발한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
당에 입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는데, ‘해방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제주에서의 3·1 만세운동 후 99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
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 해
 녀권익운동

· 광주학생운동 · 2 · 8독립선언 등 국
내외서 폭넓은 활동

김시범 선생의 8촌 형제 중에도 7명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김시은(1887∼1957, 조천
만세운동) 선생을 비롯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시곤(1901
∼1983, 해녀권익운동),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시성(1910∼
1943, 광주학생운동),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김시용(1906∼
1945, 소비조합운동), 1999년 건국훈장 애국장 김명식(1890∼
1943, 조선인유학생학우회), 1999년 독립유공 대통령표창 김시
황(1909∼1956, 광주학생운동), 2000년 건국포장 김시추(1901∼
1945, 노동야학운동) 선생 등이다.
이들의 독립운동 행적은 조천만세운동·해녀권익운동에서
부터 광주학생운동, 일본에서의 2·8독립선언 등에 이르기까
지 제주를 넘어 국내외에서 폭넓게 이뤄졌다.

▲ 1월 1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87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 및 제25회 기념대회에 참가한 해녀와
참가자들이 노동력 착취와 일제의 부당함에 맞서 일본 도사(島司)에게
요구했던 요구안을 외치며 행진하는 재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시은 선생도 김시범 선생과 함께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한
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시곤 선생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생존권을 위협받
고 있던 해녀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
였다. 그의 노력 끝에 1932년 제주 해녀 1천여 명이 총궐기하는
등 238차례에 걸쳐 연인원 1만7천여 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여
성 항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제주에서 광주로 유학을 간 김시성·김시황 선생은 광주 공
립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3·1운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항일
투쟁 중 하나인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했다.

김시용 선생은 서울과 일본, 부산, 제주를 오가며 교육계몽
운동과 농민조합운동, 소비조합운동 등을 펴며 반전·항일운
동을 꾸준히 전개하다 일제에 체포됐다.
김명식 선생은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유학 중 조직된 재
일조선인유학생학우회의 간사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3·1
운동의 도화선이자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
‘2·8독립선언’의 주도자로 참여했다.
김시추 선생은 일제의 황민화 교육, 식민지 교육에 맞서 조
선청년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야학을 통해 소년·소녀들
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성·민족 계몽운동을 펴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경에 체포됐다.
이들의 후손인 김용욱 씨는 “문중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헌
신한 조상의 나라 사랑 정신을 언제나 되새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손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독립운동 가족이라는 자
부심을 대대손손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 탑골공원 만세시위 주도한 ‘피고인 1번’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산 자락에 있는 김녕 김씨 유두 문
중 재실 앞마당에는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동산(東山) 김형기 선생의 추모비가 있다. 매년 3·1절이
면 독립운동가 유적지에는 시민의 발길이 잇따르지만 김 선생
의 추모비는 늘 쓸쓸했다. 김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였다.
김 선생은 6·25전쟁 직후 이데올로기 분쟁이 한창이던 때
정보기관에 연행돼 행방불명 됐다. 김 선생이 연행된 것도 가
족들은 신문기사를 통해 뒤늦게 접했다.
이후 김 선생의 생사에 대해 소식이 끊기고 월북했다는 소
문만 무성하게 퍼지면서 김 선생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등
을 돌리거나 김 선생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김 선생의 조카이자 사상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인 김덕규
(84) 씨는 “워낙 흉흉했던 시대다 보니 백부님을 언급하는 것
조차 어려워 업적이 묻혀 버렸다”면서 “백부의 절친한 벗이자
부산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최천택 선생이 자서전에서 ‘김형
기는 맞아 죽었고, 빨갱이가 아니다’는 말을 남겨주지 않았다
면 월북했다는 오해가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묻혔던 김 선생의 흔적은 1980년대 말부터 김덕규 씨에 의
해 하나씩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김 선생은 1896년 8월 9일 사상구 모라동에서
태어났다. 사립명진학교와 동래고보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
해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다녔다.
경성의전 4학년에 재학 중 ‘재경 8도 유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 선생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시위를 주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 1번’. 당시 만세시위를
하다 연행된 207명의 학생 중 주동자인 김 선생에게 검찰이
부여한 피고인 번호였다.
❖ ‘월북설’에 쉬쉬하다 1990년에 유공자로
김 선생은 학생 중 최고형인 1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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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덕규 씨가 찾은 김 선생 판결문에는 김 선생이 탑골공원
에서 “정치변혁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수
천인의 군중이 열광적으로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게 하고, 각
곳에서 광분하고 극도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고 혐의를 적고 있다.
김덕규 씨는 “3·1운동에 대한 역사 기록이 민족대표 33인
의 활약만을 부각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민족대표와 별개로 이
미 학생운동을 조직한 상태였고, 이후 민족대표와 대등한 위치
에서 이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김 선생은 1990년대 비로소 건국유공자 애족장을 받았다.
건국유공자 신청 과정에서 보훈청 조사로 김 선생이 부산에서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조달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덕규 씨는 “백부께서 탑골공원 시위로 옥살이를 한 뒤 부
산으로 내려와 ‘동산의원’을 차렸고, 이곳을 운영하며 독립 자
금을 의열단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보훈청에서 동산
의원 소유주가 백부가 맞느냐는 확인 전화가 왔고 이를 통해
백부의 업적을 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독립투사 박재혁을 아십니까
❖ 의열단 거사 1호…적진 들어가 부산경찰서장 처단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경찰서는 굉음과 함
께 흰 연기로 가득 찼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해 집무실로
들어간 27살 청년 박재혁이 하시모토 슈헤이 부산경찰서장과
불과 1ｍ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의열단임을 밝히고 폭탄
을 던진 것이었다.
박재혁은 “왜놈 손에 죽기 싫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사형 집행 전 긴 단식 끝에 1921년 5월 숨졌다. 박 의사 의거는
3·1운동 후 침체한 독립운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동포들
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청년들에게는 항일독
립 정신을 고취했다.
박 의사는 1895년 5월 17일 부산 동구 범일동 183번지에서 1
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5년 부산 공립상업학교(현 개
성고)를 졸업한 그는 동급생 최천택, 오택(오재영)과 친형제보
다 가깝게 지내며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
하고, 1920년 김원봉 의열단장의 제안을 받아 의열단에 가입
했다.
무역업을 하다 의열단 호출을 받아 상해로 건너간 박재혁은
같은 해 8월 31일 김원봉으로부터 부산경찰서장을 죽여 독립
운동에 기세를 높이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부산경찰서는 일
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부산에서 독립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의열단원 다수를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혁은 폭탄 한 개와 돈 300원을 수령해 고향 부산으로
왔다. 부산경찰서장이 고서적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역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했다. 상
하이 서점에서 산 중국 고서 사이에 폭탄을 숨겼다. 일제 형사
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왔다.
1920년 9월 14일 집무실 안에서 하시모토 서장과 작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재혁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해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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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원이다. 네가 우리 동지를 잡아 우리 계획을 깨트린 까
닭에 우리는 너를 죽이는 것이다.”
거사 후 붙잡힌 박재혁은 고문 취조에도 끝내 단독범을 주
장함으로써 당시 함께 투탄을 모의했던 최천택, 김영주, 오재
영 등의 석방을 도왔다. 박재혁 의거 이후 국내에서만 일본경
찰서 습격이 9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립운동 불쏘시개 역할 했지만,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
들어
적의 소굴에서 적장을 처단한 뒤 단식으로 생을 마감한 27
세 청년 박재혁은 3·1운동 이후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쏘시
개 역할을 한 영웅이었지만, 국민 대부분은 박 의사를 잘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박 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몇몇 교과서에만 박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는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소개되는 것이 고작이다. 부산에서조차
박 의사 관련 현충 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초읍 성지곡수원지
에 롯데 후원을 받아 설치한 동상이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맨 안쪽이라 동상 위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8년부터 생가 복원이 추진되는 듯했지만, 정부와 부산시
는 예산 문제와 생가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뜻 나
서지 않고 있다. 그간 박재혁 투탄을 다룬 대다수 글에서는 부
친 이름, 생가 주소, 사망 일자, 재판 과정 등이 불일치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모교인 개성고를 중심으로
박 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개성고 총동창회는 2017년부터 박
의사 평전 발행을 추진해 2019년 5월 출간했다.

‘제중원’ 남자 간호사 김금석
❖ 광주 독립 만세운동 참여
김금석(金今石·1891~?) 선생은 광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해 옥고를 치르고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광복 73년 만에 뒤
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남 화순 출신인 그는 1919년 28살의 나이로 광주 최초 현
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남자 간호사로 근무했다. 제중원은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으로 1911년 우월순(R.W.Wilson) 선

▲ 1910년대 광주 제중원 직원들. <광주 기독병원 제공>

교사가 건축해 민간요법에 의존하던 광주 시민들에게 현대적
의술을 시행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기독교 등 신문물의 영향을 받은 김금석 선생 등
조선인 의료진들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분노했다. 이들은 3월 1
일 서울·평양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독립만세운
동이 광주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고종(광무황제)의 국장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만세운
동을 목격한 김철 선생 등이 3월 5일 광주로 돌아와 만세운
동의 광경과 시위 정황을 청년·지역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
서 자세히 설명했고, 이 자리에 있던 참석자 모두는 광주에서
도 똑같은 독립 만세운동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 자리엔
제중원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황상호(1890~?) 선생도 함께
있었다.
거사일은 당초 광주 부동교(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
을 잇는 다리) 아래에서 큰 장이 열리는 3월 8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독립선언서 등사와 태극기 제작 등을 준비하고 사람들
에게 소식을 은밀하게 알리는 데 시간이 부족해 작은 장이 열
리는 3월 10일로 연기했다.
거사일에 맞춰 장터에 찾아간 김금석 선생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학생·주민 등 1천여 명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 시각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와 학생
들은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었다.
당일 오후 3시가 되자 누군가 큰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고, 장터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 군중은 동시에 독
립만세를 연창하며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양림동 쪽에
서는 기독교인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했고, 북문 쪽은 광주농업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맡았다.
김금석 선생도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행진은 오후 5시까지 시장에서 읍내를 돌아 경찰서 앞
까지 이어졌고, 시위대 기세에 눌려 어찌할 바 몰랐던 일본 헌
병과 경찰은 대열을 정비해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김금
석 선생 역시 경찰에 체포된 후 대구복심법원에 넘겨져 징역 4
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
❖ 73년 만에 유공자 인정
김금석 선생은 광복 73년이 지나도록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다가 2018년이 돼서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광
복 후 그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해 줄 일가친척이나 후손이
아무도 없었고, 그의 공적을 나타내는 기록에 그 누구도 관심
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잊힐 뻔했던 그의 독립운동 사실은 경남의 한 재야
사학자의 노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은 국가기록원 등에서 독
립운동 자료를 연구하던 중 김금석 선생의 ‘판결문’과 ‘수형인
명부’ 등을 발견했다. 그는 김금석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유
공자 포상을 청원했다.
정 소장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
서 30대까지로 젊어서 후손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후손이

있다고 해도 길었던 일제 치하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얘기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금석 선생처
럼 지금까지 못 찾고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가지
지 못했던 부분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제라도
이분들의 공적이 후세에 널리 알려지고 민족혼을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 허위
❖ 독립운동 선구자…경술국치 이전 의병투쟁으로 사형당해
‘독립운동의 선구자’ 왕산(旺山) 허위(許蔿·1855∼1908) 선
생은 경술국치 이전인 1908년 의병투쟁으로 일제에 의해 사형
을 당했다.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가 된 허위 선생의 형제와 많은 후
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 희생됐다. 남
은 일가붙이들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북한 등으로 뿔
뿔이 흩어져 해방된 조국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2009년 9월 2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왕산기념관 개관식에서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許蔿.1855~1908년) 선생의 장손녀인 허로자(84)
씨가 할아버지 동상을 올려다보고 있다.

1855년 경북 구미 임은동에서 학자 집안의 네 형제 중 막내
로 태어난 허 선생은 당대 성리학의 거물 중 한 명이었던 맏형
허훈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허훈은 19세 아래인 동생 위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서는 아우에게 양보할 게 없지만, 포부와 경륜은 아우에게 미
치지 못한다”며 동생의 범상치 않음을 꿰뚫어 봤다고 한다.
허위 선생은 39세인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화란(禍亂)을
피해 경북 청송군 진보면으로 이사했다.
이듬해 10월 명성황후시해사건과 11월 단발령에 항거하다가
41세 때인 1896년 3월 경북 김천 장날에 항일의병의 기치를 들
었다. 이기찬을 의병대장에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장이 됐다.
의병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뒤 직지사에서 포군(砲軍) 100
여 명과 유생 70∼80명을 모아 충북 진천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고종의 밀서에 따라 의병을 해산했다. 허위는 이때
의 답답한 심정을 “호남 3월에 오얏꽃 날리는데/ 보국하려던
서생이 철갑을 벗는다/ 산새는 시국 급할 줄은 모르고/ 밤새도
록 나를 불러 불여귀(不如歸)라 하네”라고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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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송군 진보에 있는 맏형에게 돌아와 3년간 학문을 닦
다가 1899년 중앙 관계로 진출해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왕
명의 출납과 병기·군정 등의 일을 맡아본 관청의 관직), 평리
원(대한제국의 사법기관) 수반판사,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임
금을 보좌해 정무를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참찬(정2품 관
직)에 이어 1905년 비서원(왕명의 출납·기록을 담당하던 관
청) 승(현 대통령 비서실장·종3품)을 역임했다.
재직 때 불의와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해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일제는 1904년 2월 한국침략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
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 조인했다.
허위 선생이 전국에 배일 통문을 돌려 일제 침략상을 규탄
하자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선생을 관직에서 물러나
게 했다. 은거 중이던 1905년 1월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고 대
한제국 군대가 해산하는 등 국권이 완전히 기울었다.
선생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집하다가 1907년 9월 연천·
적성·철원 등지를 무대로 다시 항일투쟁에 나섰다. 그해 11월
에는 선생의 휘하 의병부대와 이인영 의병부대를 주축으로 전
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이 조직됐다. 이인영이 총대장,
선생은 작전참모장 격인 군사장(軍師將)을 맡았다.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의병을 경기도
양주로 집결시켰다.
서울 진공의 선공을 맡은 선생은 선발대 300명을 이끌고
1908년 1월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깊숙이 진공했다. 그러나
후발 본진의 이인영 총대장이 부친 타계 소식을 듣고 경북 문
경으로 급거 귀향하고 서울 진공 정보까지 누설됐다. 허위 선
생의 선발대는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던 일본군
공격을 받았고, 작전은 실패했다.
이후 선생은 경기 북부지방에서 의병운동을 계속하다가
1908년 6월 은신처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당시
나이 53세였다.
왜승이 명복을 빌기 위해 독경하려 하자 선생은 “충의의 귀
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
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얻으랴”라고
대성 일갈하며 물리쳤다고 한다. 또 검사가 시신을 거둘 사람
이 있느냐고 묻자 “죽은 뒤의 염시를 어째 괘념하겠느냐. 옥중
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고 답했다.
안중근 의사(1879∼1910)는 거사 후 법정에서 허위 선생을
평하기를 “우리 2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盡忠竭
力·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바침),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
들 오늘과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는 모르는 법이지만 허위는 그렇지 않았다.
허위는 관계 제일의 충신이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길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대표는 “허위 가문은 명문의
전통과 영화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위해 바쳤다”
며 “혹자는 ‘집안의 슬픈 이야기’라고 한탄하지만, 청사(靑史)
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허위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독립 유공 최고훈
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고, 서울시는 1966년 선생
이 진격한 길을 따라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3.3㎞ 구간을 왕
산로로 제정했다. 2009년 9월 허위 선생의 생가 부근에는 왕
산 허위 선생 기념관(지하 1층·지상 2층, 1천950㎡)을 개관하
고, 기념관에서 500여ｍ 떨어진 생가 터에는 기념공원(1천990
㎡)이 조성됐다.

사회주의 전력 탓 유공자 탈락 김장환
❖ 제주 조천만세운동 주도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보름 만인 1919년 3월 16일
김장환(1902∼?) 선생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품고 일제 감시망
을 피해 가까스로 제주도 조천읍 자택에 도착했다.
제주에서 서울로 유학 갔던 김장환 선생은 휘문고등보통학
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가담했다.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현장에
서 지켜본 그는 일경이 시위자 색출에 혈안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대한제국의 남녘 끝 제주에 3·1운동의 불씨를 전하
기 위해서였다.
김장환 선생은 제주에 도착 후 숙부인 김시범(1890∼1948)
선생을 찾아가 독립선언서를 내보이며 당시 서울의 시위 상황
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만세시위를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했다.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은 김시
범, 김시은, 김장환, 고재륜, 김용찬, 김형배, 김연배, 황진식, 백
응선, 박두규, 이문천, 김희수, 김경희, 김필원 등 14명이었다.
총 14명의 동지는 거사일을 3월 21일로 정했다. 이들은 몰래
대형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를 제작했고, 계속해서 만세시위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았다.

❖ 후손들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으로 흩어져 조국
보살핌 못 받아
1910년 국권 상실 후 허위 선생의 셋째 형 허겸 등은 일가를
이끌고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망명해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북만주 이역의 하늘 아래 뼈를 묻었다. 후손들은 국제 미아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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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일 제주시 조천읍 만세동산 일대에서 기미독립운동
95주년 기념 제22회 조천만세대행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연극동아리
회원과 주민 등이 함께 일제시대 3 · 1 만세운동 당시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만세동산에서 열렸던 조천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거사일인 21일 조천 미밋동산에 태극기를 높이 꽂아놓고 김
시범 선생이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
어 김장환 선생의 선창으로 사람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제주에서의 3·1운동은 제주시 조천지역을 중심으로 21일부
터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개됐다. 나흘간 이어진 만세시위
속에 김시범·김장환 선생을 비롯해 시위주동자 모두가 일경
에 체포됐다.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한 14명은 모두 기소돼 징역
6월에서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으로
대부분 몸이 상했고, 일부는 출소 후 숨지기도 했다.
❖ “유공자 선정 기준 개정으로 작은 희망”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14명의 주도자 가운데 안타깝게
도 1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김장환·김용찬 선생 등 2명만
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독립선
언서를 갖고 제주로 들어와 3·1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조천만
세운동의 핵심이었던 김장환 선생의 경우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경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해 기록한 ‘제주 항일인사 실기’
(김찬흡 편저)에 따르면 김장환 선생은 출옥 후 1925년 서울에
서 조직된 사회주의 청년운동단체인 ‘경성부근 청년연합회기
성회’ 기성위원과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34년 부인과 사별한 후 평양 태생의 여인과 재혼해 북한
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광복 후에도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
했다.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이 명확하지 않아 ‘광복 후 행적 불
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로 분류돼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2018년 정부가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사회주
의 활동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 실제로 그의 숙부인 김
시범 선생은 2018년 어렵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시범 선생 역시 광복 이후 발발한 제주 4·3사건 당시 남
로당에 입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는데, 광
복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심사에서 탈락했
으나 99년 만에 뒤늦게 오명을 털어내고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독립운동에 헌신했음에도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
지 못하는 상황은 어렵게 찾아온 광복 후 겪어야 했던 분단의
아픔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다.

‘밀정’ 의심으로 피살당한
항일무장투쟁가 박용만
❖ 미국서 최초 근대 군사학교 한인소년병학교·대조선국
민군단 창설
재미교포들 사이에서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항일운동가 우성(又
醒) 박용만(朴容萬·1881∼1928)이다.

그는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1864∼1951), 도산(島山) 안
창호(安昌浩·1878∼1938),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1875∼
1965) 등과 함께 초기 미주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
던 인물이다. 직접 미국 현지에 군사학교까지 설립하며 항일무
장투쟁론과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창했다.
그러나 ‘외교노선’을 표방한 이승만과의 노선 대립, 일제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아 의열단원에게 암살당했다는 이유 등
으로 그에 대한 자료나 연구는 많지 않다.
강원도 철원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박용만이 독립운동
에 투신한 것은 일본에서 박영효(朴泳孝·1861∼1939) 등 개화
파 인사들과 교분을 쌓으며 활빈당(活貧黨)에 가입해 활동하
다가 귀국 직후 체포되면서부터다.
몇 달 후 출옥한 그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보안회(輔安會)
등에서 계몽운동을 벌이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
하는 투쟁을 벌이다가 또 투옥됐다. 이때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 의기투합하고 동지가 됐다.
감옥에서 풀려난 1904년 박용만은 개신교 선교사의 주선으
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 후 경술국치
바로 전 해인 190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 소재 한
인농장에 한인 소년병학교를 세웠다.
소년병학교는 박용만이 한평생 추구한 무장투쟁을 통한 독
립운동방략의 일부인 군인 양성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어 하
와이로 이주한 그는 1914년 하와이 카훌루이에서 ‘대조선국민
군단’을 결성했다.
박용만은 미주지역 한인단체인 ‘대한인국민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항일무장투쟁론을 폈으며, 1911년부터는 ‘무형
국가론’을 펴며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창했다. 그의 이런 주장
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거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
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 ‘외교노선’ 주창 이승만과의 노선차로 연구 부진…피살
진상 밝혀져야
박용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연해주에서도 독립운동
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외무총장(지금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으로 선임됐으나, 대통령이던 이승만과
견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부임하지 않고 중국 베이징에서 단
재(丹齋) 신채호(申采浩·1880∼1936) 등 이승만의 노선에 반
대하는 인사들과 함께 군사통일촉성회(軍事統一促成會)를 결
성했다.
그는 베이징을 근거로 활동하면서 1921년 신채호, 이회영 선
생 등과 함께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해 무장투쟁단체의 통합을
시도하고 연해주에서 대조선국민군의 조직활동을 벌였고 농
장 경영을 통한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도 꾀했으나, 꿈을 이루
지는 못했다.
그는 연해주와 중국 등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1928년 10월
17일 의열단원 이해명(李海鳴)에 의해 변절자로 몰려 암살됐
다. 일제의 밀정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점과 군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적인 피살 배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한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무덤이나 유골조차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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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규태 교수는 박용만이
1924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기 위해 재(在)하얼빈 일본총영사
관의 편의 제공을 받은 것이 친일파라는 의심을 받게 된 빌미
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대 연구교수인 김도훈 박사는 박용만의 생애, 민족
운동,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1910년대 한국 민족운동의 흐름
과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고 전개됐는가를 밝힐 수 있는 중요
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박용만이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독립을 강조했던 이승만
과 달리 무장투쟁 방식을 줄곧 고집해 갈등이 첨예화한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과 이승만이 노선투쟁으로 결별해 대
립하는 라이벌 관계가 됐고, 이로 인해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독립운동가 박용만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연구 작업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박용만 피살의 진상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일제의 밀정이었다는 의심은 오해로 보인다며 암살 동기
가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주류파와의 노선 차이 때문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만에 대한 정당한 평가
를 위해 정확한 피살 배경 등을 밝혀내는 게 연구자들의 과제
이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아직 확고한 견해
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은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
신한 박용만 선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항일무장투쟁론자”라며
그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왕 장인에 독검 날린 스물셋 조명하
❖ 1928년 대만서 ‘황족’ 척살 나서 日에 큰 충격 안겨

월 후인 이듬해 1월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청년은 현장에서 군중들을 향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
라, 나는 단지 조국 대한을 위해 복수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뒤 일본 군경에게 체포됐다.
당시 스물셋이던 청년. 그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4대 의
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조차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조명하(1905∼1928)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처럼 잘 알려지지는 못
했지만 조 의사의 구니노미야 척살(刺殺) 시도는 당시 일본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대만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친왕(親王) 전하’라고 불리던 구니노미야는 일본이 신성시하
던 ‘황족’의 일원이자 히로히토 일왕의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부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실력자였다. 또 1920
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독립운동의 열
기가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안정적
인 식민지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따라서 조 의사의 ‘타이중 의거’는 일제에 큰 충격을 안겨줬
다. 사건 직후 대만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안 가
무를 포함한 일체의 문화 활동이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민심
동요를 우려해 일본과 대만, 조선에서 한 달간 조 의사 의거 관
련 보도를 일절 금지하는 보도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타이중 의거’ 여파로 대만 총독이 경질되는 사태로까지 이
어진 것은 한국의 의열 투쟁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 타이베이서 순국…‘4대 의사’ 꼽히지만 제대로 조명 안돼
임시정부 외무부장 등을 지낸 조소앙이 쓴 독립운동가 공
적 기록인 유방집(遺芳集) 등 자료에 따르면 조 의사는 황해
도 송화군의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통학교만을 졸업했
지만, 독학으로 여러 외국어를 익히고 1926년 신천군의 서기
로 채용될 정도로 명석한 청년이었다. 식민 체제에 순응해 안
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였지만 수개월 만에 군 서기직
을 걷어차고 갓 태어난 아들과 부인을 고국에 남겨둔 채 1926
년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건너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의거에
나섰다.
의거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조 의사는 타이중 경찰서로 끌
려가 조사를 받았다. 체포 직후 찍힌 사진을 보면 그의 얼굴이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께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
본의 지배하에 있던 대만의 타이중(台中)시 중심 도로에서는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 일행
의 긴 차량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황족’(皇族)의 일원으로 군부 실력자인 구니노미야는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 출병을 앞두고 전초기지 격인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전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검열사’ 자격으로 대만을 순시 중이었다.
구니노미야가 탄 차가 타이중주(州)도서관
앞 사거리 코너를 돌려고 속도를 줄였다. 그
때 한 청년이 인파 속에서 달려 나오더니 구
니노미야가 탄 무개차(無蓋車) 위로 순식간
에 뛰어올랐다. 청년은 독을 바른 단검으로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구니노미야의 곁을 지
키던 경호관에게 가로막혔다. 놀란 운전기사
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멀어지자 청년
은 손에 쥔 단검을 구니노미야를 향해 힘껏
던졌다.
▲ 1928년 5월 조명하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裕仁)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육군
날아간 단검은 구니노미야의 상체를 스쳐 대장 척살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았던 타이중 경찰서. 현재도 옛 모습을
지났다. 구니노미야는 찰과상을 입고 구사일 그대로 간직한 채 대만 경찰이 경찰서로 사용 중이다. 오른쪽은 조명하 의사의 체포 직후
생으로 목숨을 건진 듯했지만 이로부터 8개 사진.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듯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다.

972

l

주요 자료

퉁퉁 부어 있어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조 의사는 이후 타이베이(台北)형무소로 옮겨지고 나서 ‘황
족 위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28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조 의사는 타이베이형무소에서 순국해 스물셋의 불꽃같은 짧
은 삶을 마감했다. 그는 사형 집행 전 형무소 관리들에게 “나
는 이미 삼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더 남길 말이 없다. 단지 조
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라는 마지
막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사 순국지인 타이베이형무소는 타오위안(桃園)으로 옮
겨지면서 철거됐지만 옛 형무소의 벽 일부는 대만 정부가 지
정한 유적으로 남아 보전돼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조 의사의 의거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은 의거지가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던 중국 본
토가 아닌 대만이었다는 점, 순수한 단독 거사여서 의거를 증
명하고 기려줄 동료들과 조직이 없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끼쳤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최근 들어서는 대만 현지에서 조 의사 의거의 의미를 재조
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 4월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타이중시 정부가 옛 타이중주도서관 앞 사거리에 의거
사실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 3개 국
어로 된 안내판인 ‘고시패’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에 우호적인 기류가 강한 대만에서 항일운동을 벌인 외
국 독립투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타이중의 민간 역사학자 천옌빈(陳彦斌) 씨는 “똑같이 식민 지
배를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분노했고
조명하 의사는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구니노미야를 황천으로
보내려 했다”며 “존경스러운 일로 우리 대만인들이 깊이 생각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션샤인’으로 부활한 황기환
❖ 10대 때 도미 미군으로 1차대전 참전…유럽에 남아 독립
운동 전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Eugene
Choi·이병헌 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와 같이 불꽃같
은 삶을 살다간 실존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1919년 파리강화회
의에 파견돼 조선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애국지사 황기
환(출생연도 미상∼1923)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하는 등 특이한 이력의 황기환은 유럽과 미국에서 대한독
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다 마흔의 나이에 요절했다.
황기환은 평남 순천 출생으로 10대 후반이던 1904년 미국으
로 건너갔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
으로 입대, 유럽 전선에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황기환은 김규
식의 제안을 받고 1919년 6월 초 프랑스 파리로 가 파리강화회
의 한국대표부에 합류했다. 파리강화회의 대한민국위원 겸 대
한민국 파리 주재 한국대표부 대표위원이었던 김규식 등과 함
께 조국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 6월 28

일 폐회 때까지 한국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한국대표부는 파리위원부로 개편됐고 황기환은 파리
위원부 서기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8월 김규식이 미국으로 떠난 후 황기환은 파리위
원부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대국들을
상대로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한편 홍보 활동 등을 전개
했다.
1920년 1월 열린 프랑스 지리학회에 참석해 서툰 불어로 “우
리는 독립을 이룰 때까지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당
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베트남 독립투사 호찌민(베트남 국가주
석)도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일본이 발표한 한국 통치방침에 대해 프랑스 신문 ‘라 프티
르프브리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이 주장하는 자치나 개혁이 아니라 “일본이 강탈한 권한을 대
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20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대영제국 한국친우회’에 참석
해서는 “종교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어떠한 자유도 없는 한
국인 황기환이 런던에 온 이유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세계의
고통받는 민족들의 등대이기에, 그리고 1883년 한영조약 체결
이후 좋은 친구였으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1921년 6월 프랑스의 ‘한국친우회’ 결성식에서는 “독립이 아
니면 죽음을”이라는 짤막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자유한국’(La Corée Libre)이라는 잡지를 프랑스어와 영어
로 발간해 유럽의 각 언론기관과 정부, 저명인사들에게 보냈
다. 당시 자유한국 서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조국의 독립
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발간 목적을 밝혔다. ‘구주의 우
리사업’이라는 간행물도 발간했다.
황기환은 1919년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영국까지 흘러들어
온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송환될 뻔한 것을 영국 정부를
설득해 이들 가운데 35명을 프랑스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했
다. 재불 한인동포 1세대가 된 이들은 3·1운동 1주년인 1920년
3월 1일 프랑스 소도시 쉬프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
며 독립을 외쳤다. 또 ‘재법한국민회’를 조직해 모금한 독립운
동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년여간 파리위원부와 런던사무소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황
기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해결된 문제
를 토의하기 위해 열린 ‘워싱턴회의’를 준비 중이던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황기환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외교 홍보 활동을 계
속하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황기
환은 뉴욕에서 대한인국민회 부회장으로서 회장인 염세우와
함께 뉴욕한인교회를 무대로 독립자금을 모금해 상해임시정
부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환은 이 같은 활동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관, 언론인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5년 황기환에게 건국훈
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마흔에 요절, 96년째 뉴욕서 쓸쓸히 잠들어…11년 전 묘
지 발견
황기환은 뉴욕 퀸스 플러싱의 마운트 올리베 공동묘지에서
96년째 쓸쓸히 잠들어 있다. 묘소가 발견된 것은 불과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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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8년이다. 아주 오랜 기간 잊혀 있었다는 얘기다. 결혼하
지 않아 유족이 없는 것도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묘소 발견은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였던 장철우(80) 목사의
집요한 노력 덕분이었다. 장 목사는 ‘뉴욕한인교회 70년사’에
서 초창기 뉴욕으로 이주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마운트 올리베
묘지에 묻혔다는 기록을 본 뒤 교회 청년들과 무명의 한인 묘
지 찾기에 나섰고, 극적으로 ‘70년사’에 이름이 올라있던 황기
환 묘소를 찾아낸 것이다.
그나마 묘역 가장 서쪽 ‘웨스트론’(West Lawn)에서도 끝자락
에 자리 잡은 묘소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 가능한 일이었
다. 황기환은 뉴욕 일대에서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뉴욕
한인교회의 교인이었다.

▲ 2008년 뉴욕 퀸스 플러싱의 마운트 올리베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독립운동가 황기환 선생의 묘소.

높이 50㎝도 안 되는 작은 비석에는 난초 모양의 그림과 함
께 ‘대한인’ ‘황긔환지묘’ ‘민국오년사월십팔일영면’이라는 세로
글귀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차례대로 새겨져 있다. 바로 아래
에는 ‘EARL K. WHANG’이라는 영문 이름과 ‘BORN IN KOREA’,
‘DIED APRIL 18, 1923’라는 문구가 가로로 기록돼 있다. 이름 중
간 글자인 ‘기’는 당시 표기에 따라 ‘긔’로 표기한 것이다.
비석에 ‘대한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산정
한 ‘민국오년’이라는 연도를 표기한 것은 황기환의 대한인으로
서의 자긍심과 강렬했던 독립 염원을 당시 동포들이 담은 것
으로 풀이된다.
장 목사는 이후 매년 설날이나 추석, 부활절에 묘소를 찾아
참배해 왔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인 3월 1일에는 장 목사를
포함해 뉴욕한인교회와 뉴욕우리교회 관계자, 주뉴욕 한국총
영사관 우성규 부총영사 등 50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묘소를
찾아 추모행사를 가졌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허형식
❖ 동북 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북만주서 항일 무장
투쟁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
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항시인 이육사(1904∼1944)
의 시 ‘광야’에 등장하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실제 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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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마를 타고 무장 항일투쟁을 벌였던 허형식(許亨植) 장군
(1909∼1942)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허형식 장군은 육사 어머니의 사촌 동생으로 만주벌판에서
항일투쟁을 하며 육사를 만났다고 한다. 허 장군은 육사보다
다섯 살 어렸지만, 키가 크고 잘 생겨 많은 사람이 따랐다.
허 장군은 1909년 11월 18일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서 허필
(許苾 1855∼1932)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의병장 왕산 허위(許
蔿 1855∼1908)의 5촌 조카이기도 하다. 왕산은 일제가 명성황
후를 살해한 1895년 의병운동에 뛰어들었으며, 1908년 전국 통
합의병부대 작전본부장을 맡아 서울로 진격하려다 체포돼 사
형을 당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는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
수인 선생의 호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허 장군의 본명은 허극(許克)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희산(李
熙山) 혹은 이삼룡(李三龍)이라는 별명을 쓰기도 했다.
의병장 허위의 순국 후 일제의 학대와 탄압이 더욱 가혹해
지자 1915년 허형식 가족은 다른 허 씨 집안과 함께 간도로 향
했다.
그는 1929년부터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활동을 같이했고
1930년 초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그해 5월 1일 ‘붉은 5월 투쟁’
에서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습격을 주도해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항일단체들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고
1935년 1월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제1독립사에서 선전부장과
제2단장을 지냈다. 1939년에는 동북 항일연군 제3로군이 편성
되자 제3로군 총참모장 등을 맡아 무장투쟁을 이끌며 일제 토
벌대를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 총참모장은 중국인을 포
함한 동북 항일연군의 최고위급 책임자다.
그러나 일본이 1941년부터 병력을 대거 투입해 북만주에서 활
동하던 제3로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북 항일연군 지도자들은 일본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부분
러시아로 피했으나 그는 만주에 남아 끝까지 싸웠다. 독립군이
떠나고 난 뒤 일본군에 당할 동포의 고초를 생각하니 발걸음
을 옮길 수 없었다고 한다. 그가 이끈 부대 활동은 만주에서 거
의 최후의 항일무장투쟁이었다고 한다.
그는 생존한 제3로군 200여 명을 지휘하며 최후까지 유격
전을 벌였고 1942년 8월 북만주 경안현 청봉령 계곡에서 일본
군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다. 일본군은 허 장군의 몸에서 머리
를 분리해 가져가고 남은 시신을 방치했다. 이튿날 전투현장에
서 1km 떨어진 곳에 다리뼈와 권총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 조명 안돼…중국은 기념비까지
설치
일본군을 상대로 무수한 유격전을 벌여 하얼빈 등 27개 도
시를 점령하며 일제 군인과 경찰 1천557명을 사살한 그는 중국
에서 ‘만주 최후 파르티잔’으로 불린다. 중국 동북이나 연변 지
방에서 발행된 각종 역사서나 전기류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
할 정도로 유명한 항일투사다.
중국 정부는 1998년 10월 허형식의 기념비를 세우고 공원도
만들었다. 2014년 9월에는 국가급 항일전쟁 유적지와 함께 발
표한 ‘항일영웅 열사’ 300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무수한 세
월이 흐른 뒤에야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1993년 장세윤 동북

아역사재단 박사가 쓴 ‘허형식 연구’ 논문 등으로 그의 이름이
나 공적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2016년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
설이 나오며 활동상을 다시 조명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그
의 고향인 구미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훈 운
동도 벌어지고 있다.

백범, 피신처 찾아 삼남 유랑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군과 낭인들에게 무참히 시해
된다. 조선의 한 청년은 5개월여 뒤인 1896년 3월 9일 오전 3
시께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같은 숙소에 머물던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다.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라는 명
분을 내걸고 일으킨 백범 김구 선생의 치하포 사건이다.
스치다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 육군 중위로 판단한
선생은 그를 타살했다는 포고문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와 성명
을 써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선생은 그해 6월 말 해주부에서 체포됐다. 21살 나이에 사형
을 선고받고 인천 감리서(監理署)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8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인다.
사형집행을 앞두고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고종이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군을 처단했다’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사형집행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감리서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1898년 3월 19일 4
명의 죄수와 함께 탈옥을 감행했다. 선생은 피신할 만한 곳을
찾아 충청·전라·경상 등 삼남 지방을 유랑하며, 일본 헌병들
을 피해다니는 생활을 이어갔다.

거했던 곳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김광언 씨 집은 1960년대에 다시 지어졌는데 될 수 있는 대
로 옛 형태를 살렸다고 한다. 선생이 1946년 마을을 찾았을 때
생후 2개월 아기였던 김광언 씨 후손 김태권(73) 씨가 현재 ‘김
구선생 은거의집’을 살피며 보존하고 있다. 종친이자 마을에서
한평생 산 김태식(77) 씨도 2006년 건립된 ‘백범 김구 선생 은
거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다.
기념관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전라도 잠행 120주년을 맞아 ‘청년 김구의 120년
전 전라도 길’이란 주제의 전시회도 열렸다.
김태식 씨는 “같은 일가고 선생의 정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농사짓는 틈틈이 기념관을 관리해 왔
다”며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김구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시·추모 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그해 겨울 선생은 충남 공주 태화산 자락에 있는 마곡사가
몸을 숨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곳에 숨어들었다. 대한불
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 집결
지이기도 했다. 선생은 하은당이라 불리던 스님을 은사로 맞아
출가했으며,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잠시 수도하면서 마곡
사 백련암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 전
 남

보성 쇠실마을 · 경북 김천 월곡마을 · 충남 공
주 마곡사 잠행

김구 선생이 전남 보성군 득량면 쇠실마을을 처음 찾은 것
은 1898년 음력 5월이었다. 지금은 전남 신안에서 부산 가는
방향으로 국도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산등성이 너머로 마을
이 보이지만 과거에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쇠실마을은 안동 김씨 집성촌으로, 선생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던 김광언 씨 집에 40일 넘게 은신했다. 선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정체를 알리지 않고 “지나가는
과객인데 나도 안동 김씨 일가”라고 소개했다.
김광언 씨는 먹을 것이 부족한 초여름 콩잎을 따 콩죽을 쒀
서 나눠 먹으며 따뜻하게 선생을 대접했다.
선생은 동국사기 한 권을 갖고 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역
사를 가르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국을 걱정하는 담소를 나
누며 지냈다. 선생은 40일 가까이 정을 붙인 마을을 떠날 때에
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으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별난’이라
는 시 한 편을 남겼다.
선생은 광복 후 전국을 순회하며 1946년 9월 22일 은혜를
잊지 않고 쇠실마을을 다시 찾았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도로
를 닦고 솔문을 세워 선생을 환영했다. 선생이 남긴 책과 글을
보존하며 마을 입구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해 김구 선생이 은

▲ 1946년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백범 김구(앞줄
오른쪽) 선생.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 마곡사에서 은거할
때 ‘원종(圓宗)’이란 법명으로 출가했다. 3 · 1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한
김구 선생은 환국 후 50여년 만에 마곡사를 방문했다. <충남도 제공>

마곡사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분 노출 위험이 커지자 8
개월가량 뒤 평양 인근 절로 거처를 옮겼다.
마곡사 경내 왼쪽에 있는 백범당은 선생이 머물던 곳으로,
현재는 선생을 기념하는 사진과 글씨 등이 전시된 홍보관 역
할을 하고 있다.
마곡사 뒤편으로 200여m를 걸어가면 선생이 출가하기 위
해 머리를 깎은 장소인 ‘삭발 바위’가 나온다. 선생은 후일 백
범일지에 ‘사제 호덕삼이 머리털을 깎는 칼을 가지고 왔다. 냇
가로 나가 삭발 진언을 쏭알쏭알 하더니 내 상투가 모래 위로
뚝 떨어졌다. 이미 결심은 하였지만, 머리털과 같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고 출가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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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2010년 5월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마곡천
을 따라 ‘백범 명상길’을 조성했다. 선생이 한때 기거했던 토굴
을 거쳐 조선 세조가 만세불망지지(萬世不亡之地)라 칭하며
감탄했던 군왕대에 이르는 총연장 3㎞ 구간이다. 광복 이후인
1946년 선생이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마곡사를 찾아 심은
향나무 한 그루는 잘 자라 관광객과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선생은 마곡사 대광보전 주련(却來觀世間 猶如夢中
事, 돌아와 세상을 보니 모든 일이 꿈만 같구나)을 보고 더욱
감개무량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범당에는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선생
의 휘호와 함께 걸려 있다. 마곡사는 매년 선생이 숨을 거둔 6
월 26일 추모 다례제를 열어 선생을 기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 월곡마을도 선생과 인연이 깊다. ‘백범
일지’에는 김구 선생이 전라도 무주에서 이시발의 편지를 받고
찾아간 곳으로 언급돼 있다. 백범일지에는 이곳이 월곡이 아니
라 ‘경상도 지례군 천곡’으로 쓰여 있는데, 월곡의 옛 지명으로
전해진다.
현재 약 90가구가 사는 월곡리에는 예부터 절경으로 알려진
월곡숲이 있고 백범일지에 부잣집으로 소개된 성태영의 집도
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은 “성태영이 나를 이끌고 산에
올라 나물을 캐며, 물가에서 물고기의 노는 모습을 보고, 저녁
에는 등불 아래에서 고금의 일을 토론하며 한 달여를 보냈다”
고 썼다.
2009년 김천시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월
곡리에서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펼쳤다. 살기 좋은 마
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마다 상징적인 보물을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월곡리에서는 김구 선생이 다
녀간 사실을 보물 같은 일로 여겨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과거 성태영이 살았으나 지금은 원형이 사라지고
다른 개인 사유지가 된 집 입구에 ‘백범 김구 선생 은거지’라는
표지석이 생겼다. 또 가까운 월곡숲에는 ‘백범 김구 선생 은거
기념비’가 들어섰는데 비석에는 백범일지를 인용해 김구 선생
이 월곡에 머물게 된 내력이 새겨져 있다.
김천문화원 송기동 사무국장은 “김구 선생 은거 기념비와
표지석이 있지만 일부러 이를 보려고 찾아오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김천의 주요 관광지와는 많이 떨어진 외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이 월곡에 있을 때 유인무와 성
태영이 그의 이름을 김구(金龜)로 지어줬다고 하나 더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나중에 이 이름이 김구(金九)로 바뀌었다.

독립유공자 10명 배출한 임청각 복원
■ 아
 버지,

아들 · 며느리, 손자까지 항일투쟁…노블레
스 오블리주 상징

경북 안동시 법흥동 고성 이씨(固城 李氏) 종택인 임청각(臨
淸閣·보물 182호). 올해(2019년)로 500년 된 아흔아홉 칸짜리
살림집인 임청각은 항일투쟁에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 10명
이 나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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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맹자는 시렁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
어도 늦지 않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1858∼1932) 선생은
경술국치 이듬해 이런 말을 남기고 독립운동에 매진하기 위해
일가족과 함께 임청각을 팔고 만주로 망명했다.

▲ 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의 생가인 안동 임청각.

그러나 일제는 임청각을 가만두지 않았다. “불령선인(不逞
鮮人·일제가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의 집”이라며 마당을 가로질러 철길을 놓고 원형을 훼손하
는 만행을 저질렀다.
임청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 신분에 상응하
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언급하며
다시 이목을 끌었다.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청각의 옛 모습을 찾는 일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소중
한 문화재이자 애국 성지인 임청각을 철저한 고증 등을 거쳐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배로운 우리 강산 삼천리, (중략) 고향 동산 근심하지 말
거라. 태평한 훗날 다시 돌아와 머무르리다.” 석주 선생이 만주
로 망명하며 남긴 ‘거국음’(去國吟·조국을 떠나며 읊는다)이
란 시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李滉)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 서산(西
山) 김흥락(金興洛) 선생의 문하생이었다. 1895년 명성황후시
해사건이 일어나자 가야산에서 박경종과 함께 의병을 키우기
시작했고 의병장 권세연, 이강년 등이 가세했다.
1905년 김동삼, 류인식 등과 대한협회 안동지부를 만들고
협동학교를 설립해 후진 양성에 힘쓰며 강연회 등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자 새로운 길을 찾는다.
선택은 만주였다. 단군 성조의 영토이자 고구려 옛 땅으로 광
복을 이룰 역사적 배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911년 1월 노비 문서를 태우고 종택 등 가산을 정리해 친족
50여 가구를 이끌고 서간도로 떠나기에 앞서 그는 임청각 사
당에서 신주와 조상 위패를 땅에 묻고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선생은 지린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에서 양기탁, 이시영
등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열어 교포 자

녀들을 교육하고 군사훈련을 했다. 1912년 계몽단체 부민단을
조직해 단장으로 활약했고, 1919년 한족회를 만들어 자치활동
에 힘쓰는가 하면 서로군정서 조직에 참여해 독판(督辦·대표)
으로 활동했다.
그 뒤 1926년 임시정부 국무령이 됐다. 조국 독립을 위해 많
은 공적을 남기고 1932년 5월 12일 길림성 서란현(舒蘭縣)에서
만 74세 일기로 순국했다. “독립하기 전에는 내 시신을 고국에
가져가지 마라”는 유언을 남겼다.
선생의 뜻은 자손으로 이어져 3대가 혹독한 감옥살이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독립투쟁을 했다. 아들 준형, 손자 병
화, 동생 상동·봉희, 조카 형국·운형·광민, 종숙 승화에
이어 2018년 손부 허은(1907∼1997) 지사까지 10명이 독립
유공자다.
이준형은 고향에 돌아왔으나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세력
이 더욱 팽창하자 1942년 아버지의 문집 ‘석주유고’(石洲遺稿)
를 정리한 뒤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치욕만
보탤 뿐”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민
 족정기

되살린다…임청각 280억원 들여 옛 모습

그대로
임청각은 석주 선생의 17대조로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李洺)
이 1519년 지었다. 용(用)자 형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연
못 등을 갖춘 독특한 구조와 쓰임새로 건축사에 의미도 크다.
정침(正寢:중심건물)인 군자정(君子亭)은 사랑채로 별당형식
정자이며 평면이 정(丁)자를 옆으로 누인 형태다.
본래 99칸이었던 임청각은 일제가 독립운동 성지의 정기를
끊으려고 1941년 중앙선 철로를 놓으며 행랑채와 부속건물을
철거해 지금은 50여 칸만 남았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2019년
부터 임청각 복원·정비에 나섰다. 2025년까지 7년 동안 280
억원을 투입한다. 철로를 놓기 이전 모습으로 집을 복원하고
이상룡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는다. 주차장과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다시 정비한다.
2017년 11월 임청각 종손과 문중 대표, 전문가, 문화재위원
으로 구성된 복원추진위원회가 네 차례 논의하고 문화재위원
회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상룡 선생의 선조인 허주(虛
舟) 이종악(1726∼1773)이 1763년 펴낸 문집 ‘허주유고’(虛舟遺
稿) 속 그림인 ‘동호해람’, 1940년을 앞뒤로 기록한 사진과 지
적도를 참고해 임청각과 주변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
는 것이 목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임청각 복원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며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는 역사 배움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초대 경찰청장 백범 김구
1919년 3·1운동을 거쳐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
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어 4개월 후인 8월 12일, 백범 김구
선생은 임정에서 ‘경무국장’ 보직을 받는다. 내무부 산하 경무

▲ 8월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100주년 임시정부경찰 기념식에서
제막한 백범 김구 선생 흉상. 김구 선생은 현재 경찰청장과 같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다.

국을 총지휘하는 초대 경무국장이었다. 경무국장은 오늘날의
경찰청장에 해당한다.
국권을 빼앗기고 타국 땅에서 더부살이하는 임시정부 소속
경찰이긴 했으나 명목뿐인 경찰은 아니었다. 임정 경찰은 정부
를 지키고 현지 한인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활동을 맡았으며,
각종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한 독립투사들을 다수 배출한 요람
이기도 했다.
독립운동과 경찰의 인연은 임정에 그치지 않는다. 광복군
등 항일 무장투쟁 조직에서 활동하며 옥고를 치른 뒤 해방된
조국에서 경찰에 투신해 국민 안전을 지킨 이도 적지 않다.
❖ 독립운동 한 축이던 임정 경찰…일제 밀정 감시하고 친
일파 처단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의 조직체계를 담아 공포된 ‘대한
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내무부 산하조직으로 경무국 설치가 규
정되면서 임정 경찰조직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주권 피탈로 타국에서 정부를 세웠다는 특수한 상황은 임정
경찰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 백범 김구는 저서 ‘백범일지’
에 임정 경찰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했다.
“남의 조계지(외국인이 머물며 치외법권을 행사한 지역)에
붙어사는 임시정부이니만치, 경무국 사무는 현재 세계 각국의
보통 경찰행정과는 달랐다. 주요 임무는 왜적의 정탐활동을 방
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해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경무국은 공공 질서유지와 범죄 예방에 해당하는 ‘행정경찰
사무’, 일제 밀정 탐지 등 오늘날의 정보·보안·외사기능에
해당하는 ‘고등경찰 사무’, 일제에 이로운 서적 등을 검열하고
처리하는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전염병 예방과 호
구조사·출입통제 등을 통해 외부의 위해를 차단하는 ‘일체 위
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임정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 등도
경무국의 주된 업무영역이었다.
식민통치에 맞서 투쟁하며 국권 회복을 꾀한 임정의 목표의
식은 당시 경찰 조직과 활동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임정 경찰은 1919∼1921년 ‘연통제’라는 비밀 지방조직을 운
영했다. 연통제 하부조직인 경무사와 경무과는 국내에 잠입해
군자금을 모집하고 연락·선전을 담당했으며, 각종 기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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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조사, 요인 경호 등 업무를 수행했다. 1923∼1936년에
는 상하이 거류민 기구인 교민단 산하에 의경대가 설치돼 동
포사회의 자치와 안전을 지키고, 일제 밀정이나 친일파 감시·
처단 임무를 맡았다.
당시 임정 경찰에서 근무한 이들은 이후 국내외에서 일제
요인이나 친일파 암살 등 항일 무장투쟁에 가담하며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1926년 식민 수탈의 본산이었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가 불발되자 일경들과 총격전 끝에 자
결한 나석주는 앞서 경무국 경호원과 의경대원으로 활동했다.
의경대원이던 유상균은 1932년 다롄에서 일본 관동군 사령관
과 만주철도 총재 폭살 계획을 추진하다 체포돼 옥살이하던
중 광복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살해당했다.
임정 경찰 출신 중 김구를 비롯한 67명에게는 광복 후 건국
훈장이 추서됐다.
❖ 명목뿐인 조직 넘어 실질적 활동…프랑스 당국에도 존재
감 과시
임정 경찰은 상하이 현지 치안유지 활동에까지 참여하며 타
국에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9세기 중국에 진출한 서구 열강은
상하이에서 각자 조계지를 확보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대한
민국 임정은 프랑스 조계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25년 초 프랑스 조계지 외곽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프랑스
조계당국은 치안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지 교
민단은 의경대원 19명을 프랑스 조계당국에 파견했고, 당국은
이들을 무장시켜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활동에 투입했다. 조계
당국은 이후 교민단장 여운형에게 감사장을 보내 의경대원들
의 활동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임정 경찰 관련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
는 의경대가 자체 치안유지뿐 아니라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사는 프랑스 조계에서 당국에 협조해 치안 불안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 사례”라며 “의경대로서도 조계당국에 협조하는 것
이 임정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조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
이었다”고 평가했다.

격 계획을 당시 중국군 소속 친형에게 넘겼다. 그 결과 일본군
은 350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내며 전투에서 대패했다.
해방 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 경사는 종로 등 서울시
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당시 경찰관
들이 선호하던 정보계나 사찰계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파출소나 형사 등 민생치안 부서만 주로 돌다 퇴직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 안맥결 총경도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간 사례 중 하나다. 안 총경은 1919년 평
양 3·1운동과 숭의여학교 10·1 만세운동, 임정 군자금 모금
등 활동에 가담했다가 여러 차례 투옥됐다.
해방 후 여성경찰간부 1기로 경찰에 투신해 제3대 서울여자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그는 도산 선생의 조카딸이라는 이유로
경무대(청와대) 발령을 받자 ‘부당한 인사’라며 거부했다가 문
책성 전보를 당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는 군사정권
에 합류하라는 권유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는 등 강직함을 보
인 경찰관으로 전해진다.

위풍당당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1호 청사’
■ 프
 랑스

조계지 중심 2층 양옥에 태극기 내걸어…현
재는 패션거리 변모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의 심장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시 한복판의 유서 깊은 거리인 화이하이중루(淮海
中路)에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 프랑스 당국이 직접 관
리하던 조계지였던 이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서양 양식의
건축물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보전돼 있다. 중국어로 된 간
판과 유럽풍 건물의 공존이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거리다. 대형
쇼핑몰과 나이키, H&M 같은 글로벌 브랜드 점포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인파로 넘실대는 패션 거리로 변모한 지 오래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100년 전 가장 위풍당당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호 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

❖ 독립운동가들, 해방 조국서 경찰에 투신하기도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 경찰에 부역했던 이들 중 적잖은 수
가 해방 후에도 경찰에 몸담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외
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해 옥고를 치르는 등 고초를 겪다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들도 있었다.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 위기에서 구한 문형순
전 제주 성산포경찰서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문 전 서장은
광복 후 경찰에 입문해 주로 제주지역에서 근무했다.
그는 제주 4·3사건 당시 모슬포에서 좌익 혐의를 받는 주
민 100여 명을 자수시킨 뒤 방면해 학살을 피하도록 도왔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8월에는 제주에서 ‘예비검속자
를 총살하라’는 계엄군 명령을 거부해 200여 명의 목숨을 구
했다.
전을생 경사는 중국에서 일본군 헌병대 통역으로 복무하던
1943년 상사에게 중국군 인원을 축소 보고하고, 군사기밀인 공

978

l

주요 자료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첫 번째 청사로 쓰였던 중국 상하이
샤페이루(현 화이하이중루)의 서양식 건축.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제공>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독립 의지를 바탕으로
상하이의 독립지사들은 4월 10일 밤 10시 첫 임시의정원 회의
를 개최했다.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라는 국호가 정해지고,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
직이 꾸려졌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임시정부는 집무를 볼 번듯한 청사를
갖출 형편이 못 됐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지긴 했으나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에서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각각 별도로 꾸려진 상황에서 온전한 정통성을 인정받은 상황
도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임시정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내무총
장으로 임명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상하
이 임시정부의 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
안창호 선생의 합류로 임정은 비로소 안정된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까지 임시정부는 임정 요인이나 한인들의
집 등을 돌며 회의를 여는 등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
는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안창호 선생은 그해 8월께 미국 교민들로부터 지원받은 자
금으로 프랑스 조계지 중심거리의 2층짜리 양옥 저택을 세냈
고, 이곳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곳의
주소는 샤페이루(하비로·霞飛路) 321호로 확인된다. 현주소로
는 화이하이중루 651호 일대다.
연합뉴스가 상하이시 당안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역사학
자 쉬훙신(許洪新) 씨로부터 제공받은 1920년 당시 프랑스 조
계 당국의 지도를 보면, ‘하비로 청사’는 현재도 옛 모습을 간
직한 쑨원(孫文·1866∼1925)의 집무 건물의 대로 맞은편에 있
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쑨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
사학과 교수는 ‘하비로 청사’ 건물이 훗날 헐리면서 해당 필지
가 두 개의 건물에 반씩 나뉘어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했다.
이 건물은 현재 사라졌지만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박
은식 선생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첨부된 사진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비로 청사’는 앞에 넓은 잔디밭
이 딸린 웅장한 2층 석조 건물이었다. 건물 우측 바깥에 내걸
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특히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곳을 청사로 사용하던 시절은 임시정부의 역사에 있어서
도 특히 중요한 때로 기록된다. 1919년 9월 ‘하비로 청사’에서
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 러시아 연해주 대한국
민의회 간의 통합 회의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
부는 비로소 전 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 상
 하이

푸칭리 임시정부 청사 이후 항저우 · 류저우 ·
충칭 등 피난길 올라

임시정부의 ‘하비로 청사’ 사용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프
랑스 조계 당국은 그해 10월 강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중국 신문들은 프랑스 조계 당국이 임시정부 측에 48시간 안
에 건물을 비울 것을 통보했다면서 일본이 배후에 있을 것이
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후 임시정부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10차례 이상 개
인 집이나 한인 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러다가 1926년에야 현재 임시정부 기념관이 남아 있는 푸칭리
(普慶里·보경리) 4호의 건물을 얻어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의
거가 있던 1932년까지 사용했다.
윤 의사의 의거 이후 당시 상하이까지 점령한 일제의 대대
적인 검거 선풍이 불면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杭州), 창사(長沙), 류저우(柳州), 충칭(重慶) 등지로 피난길에
올랐다.
역사학자들이 ‘하비로 청사’를 임시정부의 ‘1호 청사’로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독립운동사 연구 권위자인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하비로 청사는 임시정부가 훗날에도 유일하게 떳떳한 청사
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던 곳”이라며 “1919년 4월 임시정부
가 상하이에서 수립됐지만 그전에는 안정적인 청사가 마련됐
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안창호 선생이 내무총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비로 청사를 ‘1호 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
했다.
한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1차 임시의정원 회
의 개최 장소 확인은 아직 우리 학계에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
다. 앞서 일부 역사학자들이 임정의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섰던 현순 목사의 거처였던 옛 진선푸루(金神父路·김신
부로) 22호가 첫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린 장소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한시준 교수 등 다른 역사학자들은 해공 신익희 자
서전 기록 등을 토대로 1차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장소가 진선
푸루 22호가 아닌 진선푸루 60호라고 보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주춧돌 놓은 신규식
■ 대
 한제국군

청년 장교로 일본군과 격전 펼쳐

1907년 8월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인들과 일본군 사이에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헤이그 밀
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킨 직후 대한제국 군
대까지 강제 해산시키자 대한제국 군인들이 분기탱천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탄알이 떨어질 때까지 최후의 저항에 나선
것이었다.
압도적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의 기관총탄이 쏟아져 100여
명이 전사하고 수백 명이 포로가 될 정도로 대한제국군의 마
지막 전투는 장렬했다.
이곳에는 1905년 을사늑약에 분개해 음독자살을 시도했
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대한제국군의 청년 장교 신규식
(1878∼1922)도 있었다. ‘구한’(舊韓)을 보위하던 대한제국군 청
년 장교는 훗날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으면
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신한’(新韓)을 꿈꾸는 독립
운동가로 거듭나게 된다.
강제로 군복을 벗고 나서 신규식은 중동야학교 교장을 맡
고, 퇴직 장교들을 규합해 국산품을 거래하는 광업회사(廣業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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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를 세워 운영하는 등 민족의 실력 양성 운동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10년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게
되자 그는 또다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대종교 지도자
나철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 상
 하이

망명 후 임시정부 탄생에 중요한 산파 역할

신규식은 이듬해인 1911년 망명길에 올라 중국 상하이로 향
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 독립운동 중심지는 한반도와 지리적
으로 연결된 중국 간도나 러시아 연해주였다. 그는 쑨원(孫
文·1866∼1925)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화주의 혁명 운동의 향
배에 주목하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던 미지
의 세계인 상하이로 향했던 것이다.
육군무관학교 입학 전 관립한어(중국어)학교에서 수학해 중
국어가 유창했던 그는 중국의 혁명이 곧 한국의 독립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쑹자오런(宋敎仁), 천치메이(陳其
美) 등 중국동맹회 회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1911년 한국 지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의 ‘앙시앙 레짐’인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했다. 이처럼 중국의
혁명 운동가들과 피로 맺은 우의는 훗날 그가 참여한 대한민
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는 큰 정
치적 자산이 됐다.
상하이시 중심지인 황푸(黃浦)구 난창루(南昌路)에는 신규
식이 망명 초기 머무르던 집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
다. 신규식은 당시 가깝게 지낸 천치메이와 한 집에서 머물렀
다. 바로 옆에는 중국의 혁명가 천두슈(陳獨秀)가 머무르면서
계몽 잡지인 ‘신청년’(新靑年)을 찍던 집도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신규식과 중국 혁명 운동가들 간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신규식은 1913년 청년 교육 기관인 박
달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의 독립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했
다. 고국을 등지고 상하이를 찾은 많은 청년에게 거처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의 소개로 훗날 광복군 참모장 겸 2지대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 같은 한인 청년들이 이 무렵 중국 내 여러 군사학교에 들
어가 훗날 무장 독립운동의 중추인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규식은 1913년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이끌
어갈 비밀결사 조직인 동제사(同濟社)를 주도적으로 꾸렸다.
훗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이 총재, 신규식이 이
사장을 맡은 가운데 많을 때는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한 것
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한다.
신규식은 비록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막후 인물’로 평가받
고 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17년 신규식과 조소앙 등은
핀란드, 폴란드 등지의 독립 선언에 자극받아 한민족의 독립과
단결을 선언하고 통일된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동단
결선언’을 발표했다.
대동단결선언 발기자들은 “융희황제(순종)의 삼보(三寶·
주권)를 포기한 (1910년) 8월 29일은 나와 동지들이 삼보를 계
승한 8월 29일이며, 구한(舊韓)의 마지막 날은 신한(新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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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하루”라고 선언했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독립운동가들
이 국민주권론을 본격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으로 본다.
이어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민족자결주의 열기가
고조되자 신규식은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리
에 보내는 한편 조소앙, 선우혁 등을 일본과 국내에 잠입시켜
일본 유학생들과 민족 지도자들에게 대대적인 시위를 일으켜
줄 것을 종용하는 등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처럼 신규식은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탄생하
게 되는 데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지만 훗날 임정의 분열 속에
서 그는 1922년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뒤 병든 몸으로 곡기를
스스로 끊고 43세를 일기로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호소하면
서 생을 마쳤다. 20여 일 동안 모든 음식과 약을 거부했던 그
가 마지막 남긴 말은 “정부! 정부!”라는 두 마디 외침이었다고
한다.

▲ 1921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하이 융안백화점 옥상에서 촬영한
신년 기념사진. 동그라미 표시된 인물이 신규식 선생. <주 상하이
총영사관 제공>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중국 학자인 쑨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사학과 교수는 “신규식 선생은 좌우 사상 차이
없이 모든 한인이 단결해 독립을 이루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분으로 한국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특히 주권재민의 사상을 구체화한 민주 공화
사상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마루 밑 계단 내려가면 탈출용 조각배
■ 김
 구

선생, 윤봉길 의거 후 자싱 난후湖 은신처에 머

물러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린 비밀의 문, 사방을 살
필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낸 창문, 마룻바닥의 탈출 구멍, 언제
든 도피할 수 있게 집 뒤에 매어 놓은 조각배까지. 자싱(嘉興)
시 중심의 풍광 좋은 호수인 난후(南湖) 변에 있는 청나라 말
기 양식의 메이완자(梅灣街) 76호 주택은 유대인 소녀 안네 프
랑크 가족이 숨어 살던 집을 떠올리게 했다.

1932년 중국 돈으로 60만 위안, 현재 한화 가치로 수백억 원
에 달하는 현상금이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 군경의 추격
을 피해 숨어살았던 은신처다.
자싱 피신 시절은 김구 선생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때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虹口)공원 의거로
일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상하이 점령 작전을 지휘한 일
본군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이 크게 부상했다가
후유증으로 한 달 뒤 숨지는 등 다수의 일본군 지휘관과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쳤다.
일본은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 일대 한인들을 대거 검거하
면서 ‘배후 색출’에 혈안이 됐다.
김구는 언론을 통해 윤 의사의 의거뿐만 아니라 그해 1월 히
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 역시 자
신이 이끄는 ‘한인애국단’의 행동이라고 선언했다.
위기일발의 상황에 부닥친 김구 선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
민 것은 중국인 지사 주푸청(1873∼1948)이었다. 자싱 출신인
주푸청은 일본 유학 시절 쑨원(孫文·1866∼1925)이 세운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고 1911년 신해혁명에도 참여한 중국의 애국·
항일 운동가로서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했다.
일본군이 동북지역에 이어 상하이까지 점령한 상태에서 거
액의 현상금이 걸린 김구를 돕는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
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푸청은 자신은 물론 장남, 며느리,
수양아들 등 일가족을 총동원해 김구는 물론 이동녕, 김의한,
박찬익, 엄항섭 등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와 그 가족들까지 피
신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일제의 최우선 검거 대상이 된 김구 선생은 1932년 5월 상
하이를 탈출해 자싱에 도착, 주푸청의 수양아들인 천둥성(陳棟
生)의 집이던 메이완자 76호 2층 다락방에 숨어 지냈다.
김구 선생의 은신을 위해 이 집은 특별히 개조됐다.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가리기 위해 나무로 된 비
밀 문이 설치됐다. 호수를 바라보는 남쪽의 창문 말고도 나
머지 방향에도 작은 구멍을 내 주변을 항상 살필 수 있게 했
다. 또 다락방 마룻바닥에는 사람 한 명이 지날 수 있을 정도
의 크기로 네모난 구멍을 뚫어 뒀다. 평소엔 나무판자로 덮
어 뒀다가 일본 군경이 닥칠 때는 비상 탈출용 사다리로 내
려간 뒤 집 뒤편에 매어 놓은 조각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 임
 정

무용론에도 1945년 광복 때까지 명맥 유지

자싱 시내까지 일본 사복 경찰들이 활개 치며 김구 선생을
추적하자 주푸청은 장남 주펑짱의 처가까지 동원했다. 자싱에
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난베이후(南北湖) 인근의 깊은 산중
에는 며느리 주자루이(朱佳蘂) 친정의 피서용 별장이 있었는
데 김구 선생에게 이를 새 피신처로 제공한 것이다.
김구 선생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자루이가 자신을
깊은 산중의 은신처로 안내해주는 모습을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부인은 굽 높은 신을 신고 7∼8월의 불볕더위에 손수건으
로 땀을 닦으면서 산 고개를 넘었다. 우리 국가가 독립이 된다
면, 우리 자손이나 동포 누가 부인의 용감성과 친절을 흠모하
고 존경치 않으리오. 문자로나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주푸청의 손자 주정위안(87) 씨는 “한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행동은 중국 인민의 항일정신을 일깨웠다”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일본에 해를 당하지
않게 거리낌없이 도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이던 김
구 선생이 만일 일본에 체포됐다면 임시정부가 1945년 광복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
적한다.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훙커우공원 의
거를 계기로 다시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늘어나기
전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은 정부기관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
도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김구 선생은 일부 독립
운동 진영의 임정 무용론을 끝까지 배격하고 항저우(杭州), 창
사(長沙), 류저우(柳州), 충칭(重慶)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쑨커즈(孫科志) 푸단(復旦)대 역
사학과 교수는 “임시정부의 활동 후반기에 접어들면 김구는
임정,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 됐다”며 “그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임시정부가 사실상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봉길 태극기 앞 결의 사진 찍은 그곳
■ 임
 정

한인애국단 본부, 상하이 헝칭리 20호로 확
인…지금은 도로로 변해

▲ 김구 선생이 은신하던 2층 다락방 마룻바닥에 난 비상용 구멍(왼쪽).
일본 군경이 닥칠 때는 마룻바닥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집 뒤편 부두에 매어 놓은 조각배(오른쪽)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

‘훙커우 공원 의거’ 3일 전인 1932년 4월 26일. 대한민국 임
시정부 주석이자 임정의 비밀 의열조직인 한인애국단 단장 백
범 김구가 청년 윤봉길을 데리고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있
는 한 중국식 연립주택에 숨어들었다. 한인애국단의 본부 격인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동생으로 한인애국단 운영에 깊숙이 관
여하던 안공근의 집이었다.
김구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가운데 이 집 2층에서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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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중국을 침략한 ‘적장’(일본군
장군)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묵묵히 붓으로 써 내
려갔다. 이어 말쑥한 양복 차림의 윤봉길은 벽에 걸린 태극기
앞에 섰다. 자신이 쓴 선언서를 목에 건 윤봉길은 오른손엔 권
총을, 왼손엔 수류탄을 각각 들고 의거에 나서기 전 마지막 사
진을 찍었다.

지고 도로로 변해 있었다. 일대 도로가 확장되면서 100년 가까
이 된 헝칭리의 연립주택 중 도로 쪽에 있던 일부가 헐렸는데
20호도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는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이 일제의 탄압으
로 극도의 침체기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일대 전환
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임정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1931년 11월 상하이에서 비밀리
에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은 널리 알려진 1932년 이봉창, 윤봉
길 의사의 양대 의거 외에도 만주와 국내에서 일제 기관과 수
뇌부 등을 상대로 파상적인 공세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
홍식, 유상근 등 많은 단원이 거사 직전에 일제에 검거되기도
했다.
■ 애
 국단

▲ 윤봉길 의사가 1932년 훙커우 의거 직전 태극기를 배경으로 촬영한
‘의거 결의 사진’(왼쪽)과 이 사진을 촬영한 상하이 헝칭리 한인애국단
본부가 있던 자리.(오른쪽 사진 속 동그라미).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놓기로 각오했던
많은 한인애국단 단원들이 윤 의사처럼 같은 장소에서 입단
의식을 거행하고 의거에 나섰다.
1932년 1월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
봉창 의사도 같은 곳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만주 방면으로 파견돼 일제 관동군
사령관과 관동청 장관 등을 처단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힌
최흥식 의사도 같은 장소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마지막 사
진’을 촬영했다.
한인애국단원들이 최후의 결의를 다진 이곳은 우리 독립운
동사에 뜻깊은 공간이지만 그간 우리 역사학계는 정확한 위치
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
와 전보,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 등에는 이 집의 주소가 일관
되게 ‘신톈샹리(新天祥里·신천상리) 20호’라고 나와 있다. 그
런데 1920년대 상하이 지도에는 ‘天祥里(톈샹리·천상리)’라는
골목은 있었지만 ‘신톈샹리’라는 지명이 없었다.
의문은 최근 우리 역사학자들과 중국인 역사학자들 사이의
교류 과정에서 풀렸다.
한인애국단이 활발하게 활동한 1920년대 톈샹리 바로 옆에
새로 건설된 연립주택 골목을 당시 주민들이 ‘신톈샹리’라고
불렀는데 훗날 ‘헝칭리(恒慶里·항경리)’라는 정식 명칭이 붙
은 것이다.
상하이의 시가 변천 과정의 전문가인 쉬훙신(許洪新) 씨는
“헝칭리가 막 만들어졌을 때 톈샹리 바로 옆이어서 ‘신톈샹리’
라는 이름이 임시로 붙여졌는데 당시에는 신톈샹리 몇 번지
식으로 편지를 써도 제대로 배달이 됐다”며 “훗날 헝칭리가 정
식 지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위치는 확인됐지만 아쉽게도 윤봉길 등 한인애국단
원들이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은 ‘신톈샹리 20호’ 건물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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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건물은 옛 모습 간직한 채 남아 있어

한인애국단 입단식이 거행됐던 본부 건물은 사라졌지만, 항
일의 결기로 넘치던 한인애국단원들이 모여 생활하던 아지트
격인 합숙소 건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었다.
흥미롭게도 한인애국단원들의 옛 합숙소는 상하이 임정 청사
기념관이 있는 푸칭리(普慶里·보경리) 4호에서 직선거리로
15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최흥식 등 한인애국단원들이 모여 살던 건물은 옛 사퍼사이
루(薩坡塞露·살파새로) 188호였다. 사퍼사이루는 단수이루(淡
水路·담수로)로 길 이름이 바뀌었다. 한인애국단원들은 현재
1층에 네일샵이 있는 건물의 2층과 3층을 함께 썼다.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윤봉길과 이봉창 의사
를 비롯한 한인애국단원들의 의열 투쟁은 작게는 동력이 사그
라들던 임시정부를 살리고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
어넣었다”며 “더 크게는 중국 인민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재
인식시키는 등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 대단히 큰 의미를 지
닌다”고 평가했다.

역사상 첫 한미동맹 ‘독수리작전’
■ 임
 정 산하 광복군, 美 첩보부대와 국내 진공작전 준비

중국의 천년고도인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중심에서 남
쪽으로 40㎞가량 떨어져 중난산(終南山)이 있다. 자동찻길이
끊긴 곳에서부터 인적 없는 골짜기를 따라 산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수십 미터 높이의 암석 절벽이 둘러싼 험준한
산세가 펼쳐졌다.
산시성 남쪽을 에워싼 험준한 친링(秦嶺)산맥이 시작되는
이곳이 바로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으로 명명된 국내 진공 작
전을 수행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특수전 훈련을 받던 역사
의 현장이다.
김구가 남긴 백범일지 등을 보면, 한인 청년들은 여기서 국
내 진공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한 줄 밧줄에 의지해 위태롭게
수십 미터 높이 절벽을 오르내리며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뜨리
는 등의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

산골짜기에 난 좁을 길을 따라 들어가 중난산 한복판에 서
니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고된 훈련에 나섰던 광복군
대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독수리 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중앙정보국(CIA)의 전신인 미국 첩보부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김구 주석이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비밀연합작전이었다.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
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반도에 비밀리에 들여보내 동시다발적
인 후방 교란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5년 광복군 사령부는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重慶)에, 이
범석 장군이 이끄는 광복군 주력 부대인 2지대는 중일전쟁의
최전선인 시안 외곽의 두취(杜曲)진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쪽
100㎞ 지점까지 일본군 최전방 부대가 들어와 있고, 일본군 항
공기의 폭격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시안은 중일전쟁의 최전선
도시였다.
그해 4월 OSS 측 훈련 책임자인 클라이드 사전트 대위와
미군 교관들이 두취진의 2지대 주둔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독수리 양성’이 시작됐다.
광복군 대원 중에서도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실력이 능
통하고 체력 등 특수 임무 수행의 자질이 뛰어난 이들 50명이
특별히 선발됐다. 이 중에는 일본군에 학병으로 징집당했다가
탈출하는 데 성공해 광복군에 합류한 고 장준하 선생과 고 김
준엽 전 고려대 총장도 있었다.
1기생 훈련은 그해 8월 4일까지 4개월간 두취진 본부와 ‘평
가 단지’라고 불린 중난산 야전 훈련장을 오가며 진행됐다. 학
과 훈련은 주로 두취진 본부에서, 폭파·사격·비밀 무전·도
강술·절벽 오르내리기 등 게릴라전을 위한 훈련은 야전 훈련
장인 중난산에서 이뤄졌다.
1기생 중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는 38명이었다. 중도에
12명이 탈락한 것은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독수리 훈
련’의 강도가 그만큼 높았음을 보여준다.
평가 단지 내 본부는 중난산 입구에 있는 미타고사(彌陀古
寺)라는 고찰이었다. 당시 ‘버려진 절’로 기록된 미타고사 부지
는 1980년대에 중건된 전각들로 채워져 있다. 대웅전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측백나무만이 당시 광복군 대원들의 모습
을 내려다보았을 터이다.

▲ 미국 첩보부대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김구 주석이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하던 ‘독수리 작전’ 야외
훈련장인 시안 중난산의 절벽.

1기 양성 교육이 끝난 직후인 1945년 8월 7일 김구 주석은
OSS의 수장인 윌리엄 도너번 소장과 함께 훈련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두취진 2지대 본부와 중난산을 직접 찾았다.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 중난산 야외 훈련 참관 모습을 이
렇게 기록했다. “청년 일곱 명을 인솔해 중난산 봉우리로 올라
갔다가 몇 백길 절벽 아래로 내려가 적정을 탐지하고 올라오
는 것이 목표였는데, 소지품은 밧줄뿐이었다. 줄을 타고 내려
가서 나뭇가지 하나씩 입에 물고 올라오니 목표는 달성된 것
이었다. 그런 다음 폭파술과 사격술, 비밀리에 강을 건너는 기
술 등을 시찰했다.”
임시정부와 OSS 측은 1기 교육생 성과를 바탕으로 수천 명
규모의 한인 특수부대를 육성해 한반도에 들여보낼 계획을
세워 두었다. 시안에서 양성된 부대원들을 산둥반도에서 미
군 잠수함에 태워 국내로 진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 각
지에서 공작을 개시해 일본의 후방을 대대적으로 교란하려는
것이었다.
■ 일
 제

패망으로 ‘회심의 일격’ 불발되자 분루 삼켜

국내 진공 작전을 꿈꾸던 김구 주석과 광복군 대원들에게 8
월 10일 갑작스럽게 전해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은 마냥
기쁜 일일 수만은 없었다. 일본은 8월 10일 국제연맹(유엔의
전신)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타진했고, 이는 즉각 각국 수뇌부
에 알려졌다. 이 소식은 다시 중국 국민당 요인들을 통해 김구
주석에게도 전해졌다.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서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
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훈련
장에 있던 광복군 대원들 역시 낙담한 분위기였다고 김구 주
석은 당시 분위기를 기록해 놓았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랐던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군이 계획한
일본에 대한 ‘회심의 일격’은 불발에 그쳤다. 하지만 1940년 창
설돼 6년간 활동한 임시정부의 국군, 광복군의 일련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우리 역사학자들은 지
적한다.
특히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최전선을 넘나들며 대일 선전전 등을 통해 중일전쟁에 공식적
으로 동참했고, ‘독수리 작전’으로 미국과 연합 작전에 나서면
서 전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참전 승전국’으로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미국,
중국처럼 일본과 싸우는 나라와 연합해 싸움으로써 독립을 쟁
취하려고 한 것”이라며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고, 혹은 실패했
다고 의미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의미를 10
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중국 언론들도 한국광복군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
점을 보면 광복군의 활동이 세계에 한국의 독립 쟁취 의지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4월 충칭에서 발행되던 중국의 유력 뉴스 주간지 연
합화보(聯合畵報)는 1943년 ‘서북(西北)의 단군의 자손들’이라

주요 자료

l 983

는 제목으로 시안에 주둔하던 광복군 2지대와 부대장 이범석
장군의 면면을 조명하는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싣기
도 했다. 이 중 한 사진은 소총을 든 한 광복군 병사가 국기 게
양대에 높게 걸린 태극기를 곁에서 지키고 있는 강인한 모습
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안 서북대학 역사학과의 자오빈(趙斌) 교수는 “중일전쟁
시기 중국이 어렵게 일본과 항전하고 있을 때 국제연맹을 포
함한 국제사회의 누구도 중국을 돕지 않았다”며 “도움이 간절
히 필요했을 때 한국광복군을 비롯한 당시 한인들이 중국과
같이 항일투쟁에 나섰던 것은 중한 양국 역사에 모두 큰 의의
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의정원의 여성 의원 7인
■ 군
 자금

모집 · 외교 · 교육 등 다방면 기여…6대 지경
희, 사망 연도 · 묘소 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즉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개원할 당시
의원은 전원 남성이었다.
각 지방의 대표 자격을 가진 의원은 총 57명으로 대개 인구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 원칙
이 꼭 지켜지지는 않았다.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도
에서 각 6인, 강원, 황해도는 3인이 할당됐고, 광복 사업에 참
여한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던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각각 6명,
미국령 지역에 3명이 할당됐다고 한다.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긴 했지만, 현재 국회의원
수 300인의 5분의 1도 안 됐던 것으로 비춰볼 때 의정원 의원
에 선출되는 것은 매우 큰 영예였고, 임시 대통령 선출권 등 권
한도 막강했다.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뽑힌 것은 1922년 2월 8
일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였다. 김마리아(1892∼1944) 선
생이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임시의정원에는 이때
부터 1945년 8월 17일 마지막 회의가 폐회할 때까지 김마리아
선생을 포함해 7명의 여성 의원이 활동했다.
이들은 힘든 여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다방면으로
기여했으나 행적이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망 연도나 묘소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쓸쓸하게 잊혀진 이
도 있다.
❖ 김마리아 의원
서울 정동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김마리아 선생은 1919년
일본에서 2·8독립선언에 참가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으나,
동지였던 오현주의 밀고로 일제에 체포·수감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는 출소 후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1921년 8월 상하
이로 근거지를 옮겼다.
의원으로서 김 선생은 임시정부 조직개혁을 놓고 벌어진 갈
등을 수습하기 위해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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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선생과 함께 개막 연설을 했다. 안 선생은 이때 “김마
리아 같은 동지가 10명 만 더 있었다면 조선은 독립됐을 것”이
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김 선생은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근화회(槿花會)를 조직
하는 등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1933년 귀국했다.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잔혹한 고문을 당해 한쪽 가슴을 잃었
고 평생 뼈에 고름이 차는 등 지병에 시달렸던 김 선생은 광복
을 불과 1년여 앞둔 1944년 3월 13일 52세로 평양기독병원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김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했다.
❖ 양한나 의원
임시의정원의 두 번째 여성 의원은 1923년 2월 15일 제11회
의정원 회의에서 경상도 대의원에 선출된 양한나(1893∼1976)
선생이었다.
부산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를 나온 양 선생은 1917년 일
본 유학시절 일제가 영친왕(英親王) 이은(李垠)과 일본 황족
마사코(方子)의 정략결혼을 추진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양 선생은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 후 상하이와 부산을 오
가며 군자금을 모집했으나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1년이
채 안 돼 귀국했다. 이후 호주로 건너가 유학을 하고 귀국해
YWCA와 한인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며 여성 운동에 힘썼다.
해방 후인 1946년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됐고 이듬해 3
월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공창제 폐지를 추진
했다.
퇴직 후에는 ‘자매여숙’을 설립해 고아들을 돌보다 1976년 6
월 26일 83세로 별세했다. 양 선생에게는 1976년 국민훈장 동
백장이 추서됐다.
❖ 최혜순 의원
최혜순(1900∼1974) 선생은 1931년 11월 제23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전라도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전남 도립병원 간호사
출신인 최 선생은 임정 국무위원이던 김철 선생과 결혼해 상
하이에서 부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임정은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조선인각단체대표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회계를 담당한
이가 최혜순 선생이었다.
최 선생은 1933년 2월 의원직을 그만둔 후 상하이에서 조산
병원을 운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으며, 1937년 귀국했
다. 그는 1974년 향년 74세로 별세했고, 정부는 2010년 건국훈
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방순희 의원
방순희(1904∼1979) 선생은 1939년 10월 제3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함경남도 대의원에 선출됐다.
방 선생은 어린 시절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내고
귀국해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러시아 영사관에서 통
역관으로 일하는 등의 활동으로 일제에 ‘친러 공산주의자’로
지목돼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 임
정에서 소련 외교를 담당했다.

방 선생은 광복 직후까지 의원으로 활동해 여성 의원 중에
는 최장 활동 기록을 남겼다. 한국 독립당 당원이자 역시 임시
의정원 의원이었던 남편 김관오와 함께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선무 공작을 펼쳤고, 1948년 귀국 후에는 백범의 한국 독
립당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
았으며 1979년 5월 4일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 재건 한국애국부인회 지도부. 왼쪽부터 최선화, 김현주, 김순애,
권기옥, 방순희. <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 김효숙 의원
김효숙(1915∼2003) 선생은 1941년 10월 13일 강원도 대의원
에 당선됐다. 평안남도 용강에서 독립운동가 부부 김봉준과 노
영재의 딸로 태어난 김 선생은 상하이 임정에서 설립한 인성
학교를 마치고 광둥성(廣東省)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난징(南京)에서 한글 교사로 활동했
으며 1940년 한국혁명여성동맹 부회장에 선출됐다. 1944년에
는 민족혁명당 감찰위원이 됐고 이후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 선생은 2003년 3월 25
일 88세로 별세했다. 유해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지경희 의원
지경희(1910∼미상) 선생은 1942년 함경도 대의원으로 선출
됐다.
지 선생은 1943년 제35회 임시의정원 회의록에는 함경도 대
의원 보궐선거 당선자로, 1945년 4월 11일 회의록에도 함경도
의원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이 밖에 민족연합전선의 성격을 띤
독립운동단체 민족혁명당의 당원이었던 것 외에는 자세한 활
동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사망 연도나 묘소도 알려져 있지
않다.
❖ 신정완 의원
마지막 여성 의원 신정완(1917∼2001) 선생은 1943년 10월 전
라도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이후 제헌국
회 부의장을 지낸 해공(海公) 신익희 선생의 딸로 3·1운동 후
상하이로 망명해 조선민족혁명당원으로도 활동했다.
신 선생은 광복 후 서울에서 한성화교학교, 숙명여고 등에
서 중국어를 가르쳤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고 2001
년 서울에서 84세로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상하이 외인묘지에 남겨진 애국지사
■ 연
 고권

가진 후손 없어 김태연 · 이덕삼 지사 유해 봉
환 늦어져

2019년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감격의 해방
을 맞이한 지 74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갈망하던 조국의 독
립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독립투사 중에는 아직도 중국
상하이의 차가운 땅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
상하이 창닝(長寧)구에는 외국인 공동묘지인 만국공묘(萬國
公墓)가 있다. 쑨원의 부인 쑹칭링(宋慶齡·1890∼1981) 능원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공동묘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
통령을 지낸 박은식을 비롯해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
같은 저명한 독립지사들의 이름이 한자 또는 한글로 적힌 묘
비가 있다. 임시정부의 중추 인사이던 이들은 대한민국이 독립
을 이루기 전 상하이에서 숨을 거뒀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 이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봉환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현재 이들의 묘비에는 유해가 대
한민국으로 옮겨졌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그 곁엔 아무런 설명 없이 ‘TAI Y KIM’, ‘LI YOUNG
SON’이라는 영문 이름만 덩그러니 적힌 묘비도 있었다. 실제
로 유해가 있는 이 두 무덤의 주인은 김태연 지사(1891∼1921)
와 이덕삼 지사(1905∼1926)다.
김 지사는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이자 무장 항일투쟁
단체인 구국모험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상하이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는 몽양 여운형 등과 함께 상해대한인거류민단을 조
직해 한인들의 자치 활동을 이끌었다. 1920년에는 구국모험단
참모부장을 맡아 군자금 모집, 폭탄 등 무기 구입, 일본관청 파
괴 및 일본관리 암살 등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921년 상해의 한인 자녀들의 교육기관인 인성학
교의 교장을 맡아 동포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도 나서는 등 열
정적인 애국 활동을 벌였지만 그해 병으로 별세했다.
이 지사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스물한 살 꽃 같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청년이었다.
1905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10대 때인 중
학생 시절부터 국내 비밀연락관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가 발행
한 독립신문을 국내에 몰래 전파하던 이 지사는 일경에게 붙
잡혀 옥고를 치르고 나서 1926년 상하이로 망명하는 데 성공
했다. 한인 무장단체인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에 가입한 그가
상하이 중심가에서 일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며 다리를 다
친 일화도 전해진다.
그는 1926년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 거사를 계획하고 동료들
과 권총·폭탄을 소지한 채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국내에 잠
입하려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일본 총영사관에 신병이 넘겨
진 뒤 숨졌다. 그의 사인을 두고는 자결했다는 기록과 일본 경
찰의 고문으로 숨졌다는 기록이 함께 있다.
이덕삼 지사의 묘비명에 적힌 ‘LI YOUNG SON’(이영선)이라
는 이름은 그가 생전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쓰던 여러 개의
가명 가운데 하나다.

주요 자료

l 985

한국인 발걸음 뜸한 상하이 윤봉길기념관

▲ 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에 나선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8월
13일 상하이의 외국인 공동묘지인 만국공묘(萬國公墓)에서 이덕삼
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김 지사와 이 지사 모두 우리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독립 유공자이다. 유독 이들의 유해가 뒤늦게 봉환되거
나, 봉환되지 못한 것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중국 측에 유
해 송환을 직접 요청할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
부와 묘역 관리 당국은 우리 정부의 요청 외에도 유해 연고권
이 있는 후손의 요청이 있어야 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원칙
을 고수해 왔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윤봉길(尹奉
吉·1908∼1932) 의사의 ‘훙커우공원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
이 루쉰공원(옛 훙커우공원) 한가운데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던 중국에서 한국인 독립
운동가만을 기리는 기념관이 운영 중인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윤 의사가 ‘항일 의사’로 높
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
이 한때 들어서기도 했지만 중국 당국은 하얼빈역 확장 공사
를 하면서 기념관 문을 닫은 뒤 다시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루쉰공원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는 한
국인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직원인
정러(鄭樂) 씨는 “2018년에는 한국인 방문객이 0명인 날도 꽤
많았다”며 “한국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면 좋겠
다”고 말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상하이 도심의 쇼핑몰 신톈디
(新天地) 인근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루쉰
공원은 상하이 중심에 밀집한 주요 관광지들과 다소 떨어져
있다 보니 여행사들의 관광상품 구성에서 빠지면서 한국 관광
객들의 방문이 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


지사 유해는 98년 만에 고국으로…정부 “이 지사
유해 봉환 최선 다할 것”

다행스럽게도 김태연 지사의 유해가 사후 98년 만인 2019년
4월 국내로 봉환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우리 정부가 그간
물밑에서 중국 정부를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을 벌여온 가운데
김 지사 친지의 일부 후손이 직접 나서면서 유해 봉환이 성사
될 수 있었다.
이 지사의 경우에는 국내에 연락이 닿는 후손이나 친지가
없어 여전히 유해 봉환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지사의 유해 역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중국 정부 설득
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역사학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안식처였던 상하이 만국공
묘가 이국땅에 동료들의 주검을 땅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임시정부 독립지사들의 슬픔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지적
한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동료
독립운동가들이 숨지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이는 조국
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한 많은 생을 마감한 동료에 대한 마지
막 예우였다. 또 동료의 차가운 주검 앞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
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식이기도 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던
김구는 회고록 백범일지에서 ‘대륙에 묻힌 영혼’이라는 별도의
장을 할애해 중국에서 숨져간 동료들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그
들의 장례식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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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중국 상하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윤 의사 흉상 옆에 시든
국화가 놓여 있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루쉰공원은 무료지만 윤봉길 기
념관은 따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과거 일부 중국 시민이 봄
이면 매화꽃이 가득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왜 다른 나라 사람
을 기리는 기념관을 운영하느냐는 민원을 현지 정부에 제기하
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국민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중
국 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현장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당시 훙커우공원이던 이곳
에서 전승 축하행사를 갖고 있던 일본군 수뇌부에 폭탄을 던
졌다.
상하이 점령 작전을 지휘한 일본군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
義則) 대장이 크게 부상했다가 후유증으로 한 달 뒤 숨지는 등
다수의 일본군 지휘관과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윤

의사의 의거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역사학계에서는 윤 의사의 의거가 일제의 탄압으로 극도의
침체기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에 일대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했고 대
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독립운동가 고통 새겨진 뤼순감옥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 인근에는 일제시대 이토 히로부
미(伊藤博文)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다수의 독립운
동가가 고초를 겪었던 뤼순(旅順)감옥이 있다.
해방 이후 한동안 방치됐던 이곳은 현재 뤼순 지역 정부가
당시 수감생활을 보여주는 유물·유적을 전시하고 항일운동
을 하다 투옥된 지사들을 기리는 뤼순일아감옥구지(旅順日俄
監獄舊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3층짜리 감옥 건물 안 복도 양옆으로 한 칸에 10~15㎡ 정도
크기의 감방이 쭉 배치돼 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재소
자 7~8명이 한방을 썼는데, 감방은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
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한다. 재소자들은 겨울에도 얇은
죄수복을 입고 짚신을 신은 채 생활했고 난방이 안 되는 바닥
에서 잠을 자야 했다는 것이다.
방 안에 빛을 차단한 암방(暗房)은 징벌실 역할을 했다고 한
다. 재소자를 고문하는 데 쓰였던 각종 기구 모형들도 전시돼
있다.

박물관 측의 양해를 구해 안 의사의 순국 장소와 ‘뤼순의 국제
지사들’ 전시실 등 한국 관련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다. 안 의사
순국 장소의 흉상 앞에는 조화가 놓여있었고, ‘국가안위 노심초
사’(國家安危 勞心焦思) 등 안 의사의 붓글씨가 전시돼 있었다.
특히 안 의사의 처형 장소를 그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
해 놓은 곳은 보는 이를 숙연하게 했다.
또 뤼순에서 순국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한 ‘뤼순의 국제지사들’ 전시관에는 안 의사 이외에도 민
족사관을 수립한 단재 신채호, 신흥무관학교 등에 관여한 우당
이회영 등의 흉상과 항일운동 사료가 전시돼 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활동 중 일제에 붙잡힌 신채호는 1930
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감옥에서 복역하다 1936년 2
월 21일 뇌일혈로 옥중 순국했다. 일가족이 전 재산을 팔아 독
립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회영은 1932년 만주에 연락근거
지를 확보하고 지하공작망 조직을 위해 다롄으로 가던 중 밀
정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검거됐고, 이후 다롄 수상경찰서에서
고문 끝에 숨졌다.
전시실에는 또 1932년 일본 관동군 사령관 등에게 폭탄을
던지려다 거사 직전에 발각된 최흥식, 유상근 의사에 대한 설
명도 전시돼 있다.
전시물은 “만약 한 민족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해
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는 문구가 적힌 게
시물과 함께 끝을 맺었다.

도산 안창호의 숨결 깃든 ‘파차파 캠프’
■ 초
 창기

▲ 뤼순일아감옥구지 건물 내부에는 당시 재소자들을 고문하는 데
쓰였던 기구 모형이 전시돼 있다.

특히 안 의사가 수감됐던 6㎡ 남짓 크기의 독방도 있다. 독
방 앞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영어·일본어 등으로 안 의사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안에는 침대와 함께 자
서전인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등을 집필한 책상이 놓여
있다.
관람 경로에는 안 의사의 사형집행 장소였음을 알리는 ‘안
중근 의사가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곳’(安重根義士就義地)도
있었는데, 일반 관람객에게는 개방되지 않아 표지판만 볼 수
있었다. 직원은 “보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에 비공개 상태”
라고 말했다.

독립운동 움튼 미국 내 한인타운 효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
고 1시간 30분여 달려가면 만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다. 구
한말에는 하변(河邊)이라 지칭했다는 리버사이드(Riverside)이
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힌 곳이다.
온화한 겨울기후 덕에 오렌지 농장이 번성해 오렌지의 수도로
불리기도 했다.
리버사이드 코티지 스트리트 3096번지. 철로와 나란히 뻗은
소로에는 커머스 스트리트라는 표지판이 붙었는데, 과거엔 파
차파 애비뉴였다고 한다. 철로 반대편 철망 사이로 가스 저장
소와 충전 시설이 있다. 이 일대 부지를 남가주 가스회사 소칼
(Socal)이 사들인 것이다.
철로와 철망 탓에 왠지 삭막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곳이
바로 ‘도산공화국’이자 미국 내 한인 타운의 효시인 ‘파차파
(Pachappa) 캠프’이다.
파차파 캠프의 존재가 알려진 건 뉴욕 산본보험회사에서 제
작한 1908년 지도에 이곳을 한인거주지역으로 표시해 둔 것이
단서가 됐다.
조국의 현대적 교육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도산 안창호
(1878~1938) 선생은 1902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후
1904년 3월 가족과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리버사
이드로 내려왔다. 그리고 도중에 귀국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913년까지 거주한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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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세운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인국민회가 본부를 샌프
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 둬서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 초기 미
주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터를 닦은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
였다.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UC리버사이드) 교수는
“리버사이드에는 1910년대 초반 오렌지 수확기에는 최대 300
명 안팎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철로 옆 판자촌
가옥으로 시작됐다”면서 “1911년 이곳에서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열흘 밤낮을 새고 새벽 3시에야 끝
났다고 전해진다. 당시로선 상상하기조차 힘든 민주주의의 원
형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한민보에는 리버사이드 총회 분위기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는 생명을 한배에 실어놓고 만경창
파에 길을 찾아 기관을 운전함에 두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의 고심 경영이 어떠하였겠는가”라고 애절하게 묘사했
다.
■ 자
 치규약

만들고 의연금 모아 훗날 임정 지원

파차파 캠프에 한인들이 정착하고, 민주적 결사체를 표방한
대한인국민회 조직에 의연금이 조금씩 쌓이면서 훗날 임시정
부의 귀중한 기금이 됐다고 한다.
도산 선생은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 성실한 한인들을 보
내 백인 농장주의 신임을 얻게 한 뒤 정착을 도왔다. 오렌지 하
나를 따더라도 애국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계몽하던 시절이다.
안창호 선생과 공립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버사이드로
넘어오는 한인들에게 “정직하게 오렌지를 수확하라”는 ‘지침’
을 내리기도 했다. 공립협회는 한인노동국을 개설해 조직적으
로 취업을 도왔다.

가옥으로 판자촌을 형성했으며…”라는 설명과 ‘1호’(No.1)라는
숫자, ‘1905∼1918’이라는 연대 표기가 차례로 새겨졌다.
파차파 캠프는 미혼 남성 중심이던 다른 한인 거주지와 달
리 가족중심의 공동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록 전기·수도
도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주거형태였지만 초기 독립운동의 싹
을 틔우던 소중한 터전이었다.
한인들은 낮에는 오렌지를 따고 밤에는 영어를 배우고 일요
일에는 예배를 봤다고 한다. 도박과 폭음을 금하는 엄격한 규
율과 자치규약도 있었다.
도산은 “무엇보다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릴 각오가 있어야 한
다. 그 아래에서 단합된 단체를 설립하고 교육을 하고 자본을
모아야 한다”고 한인 동포들에게 역설했다. 파차파 캠프의 한
인들은 이런 지침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을 하며 실업회
사를 설립해 자본을 축적했다. 파차파를 도산공화국이라 부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파차파 캠프를 뒤로 하고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역(驛)으로
향했다. 리버사이드에서 한인들이 두 번째로 이주한 곳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여기도 파차파와 마찬가지로 삭막한 철로 주변이다. 당시
한인들은 기차 소음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기피하던 지역에서
야 어렵사리 정착할 수 있었다. 그만큼 고단한 타지에서의 삶
을 개척한 것이다.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역은 현재 LA 메트로
폴리탄 지역으로 향하는 통근열차가 다닌다.
리버사이드는 1913년 한파로 오렌지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았
고 그 이후 한인들도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산
은 두 번째 미국 거주 시기인 1911년부터 1918년까지 대한인국
민회와 흥사단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장 교수는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즉 도산공화국은 안창
호 선생의 미주 생활과 활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
초의 한인타운이자 미주 독립운동의 메카로 다시금 조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美동부 독립운동 거점 뉴욕한인교회
■ 3


· 1절 2주년 행사 뒤 맨해튼 북부에 마련…미 동포
들 나라 잃은 恨 달랜 곳

▲ 2017년 3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 현판식에서 이기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왼쪽 두 번째부터)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랠프 안(91.한국명 안필영)옹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시는 2017년 3월 파차파 캠프를 문화관심지(사
적지)로 지정해 현판을 설치했다. 현판에는 “이곳은 코리아타
운의 효시이다. 당시 주소는 1532 파차파 애비뉴인데…도산공
화국으로도 알려진 이곳에 한인 100여 명이 모여 20여 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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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921년 3월 2일 저녁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한 블록 떨어진 43번가의
신축건물 ‘더 타운 홀’(The Town Hall)에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
기를 뚫고 약 100명의 한인이 속속 모였다. 당시 뉴욕에 거주
하는 한인이 수십 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 동
부권 한인들이 거의 모두 모인 셈이다.
서재필 박사는 3·1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연합대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기미 독립선언서’가 영문으로 낭독됐다.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까지 무려 1천300명이 객
석을 가득 메웠다. 윌리엄 E. 메이슨(일리노이) 당시 연방하
원의원도 자리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한인들의 목소리는 당시 미
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이튿날인 3월 3일 자 2면에 ‘메이슨 의원, 일본의 한국
침략을 맹비난하다’(Mason raps japan for piracy in Korea) 제하
의 기사를 게재했다.
서재필 박사가 사회를 봤고 헨리 정(독립운동가 정한경)이
첫 연설자로 나섰다.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 교
사로 활동하면서 고종의 외교 조언자 역할을 했던 호머 헐버
트 박사도 연설자로 나섰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2년 전 3·1운동의 열기를 되살린 한인연합대회는 동포들의
힘을 결집하고 독립의지를 다잡는 원동력이 됐다.
한 달여 뒤 한인 연합대회를 주도한 동포들은 맨해튼 북부
의 컬럼비아대와 맞닿은 115번가에 4층짜리 ‘보금자리’를 마련
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수많은
동포가 나라 잃은 슬픔을 나누고 독립의지를 키웠던 뉴욕한인
교회(The Korean Church and Institute)다.
컬럼비아대 유학생이었던 조병옥 등이 당시 민족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종교를 뛰어넘는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영문 이름에도 ‘Institute’를 붙였다.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이 뉴욕을 찾았을 때는 어김없이
뉴욕한인교회로 향했고, 3층과 4층에 마련된 숙소에 투숙했다.
교회에서 동지를 만나 결의를 다지고 독립을 위한 전략도 세
웠다.
작곡가 안익태가 애국가를 완성한 곳도 이 교회로 알려졌
다. 당시 뉴욕한인교회 김준성(존 스타 김) 목사가 ‘한국 국가’
(Korean National Anthem) 영문악보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
다. 안익태가 사용했던 에머슨 피아노는 교회 지하에 보관돼
있다.
1945년 해방까지 이곳을 무대로 삼은 독립운동 단체만 10여
개에 달했다. 뉴욕한인공동회·한인공동회 중앙위원회·재미
조선문화회·근화회·미주동부 대한인부인회·조국광복사업
후원회·뉴욕재만동포옹호회 등 7개 단체가 창립됐고, 국민회
뉴욕지방회·동지회 뉴욕지부·흥사단 뉴욕지부 등 6개 단체
가 뉴욕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한국학생회보(The Korean Student
Bulletin)’와 ‘자유한국(The Free Korea)’, 삼일신보, 우라키 등의
잡지·신문도 이 교회에서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브리지 건설 현장을
비롯해 뉴욕 일대에서 막노동하면서 조국에 돌아갈 날을 그
리워했던 노동자들도 이 교회에서 시름을 달랬다. 꼬깃꼬깃
해진 달러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독립운동 자금으로 건네기도
했다.
■ 재
 건축

거쳐 ‘역사공간’ 재탄생…“독립운동 역사성
보존에 초점”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망국의 한(恨)’을 달랬던 교회 건물은
노후화로 재건축에 들어갔다. 기존 건물은 1,800년대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작업도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보존하
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에 들어간 뉴욕한인교회. 뉴욕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미국 동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존 층수를 유지하면서 공간 활용도
를 높이는 구조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건물 앞쪽의 외벽은 최
대한 기존 원형을 보존하는 동시에 1층에는 독립운동과 관련
된 물품과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하는 ‘역사 기념관’이 들어선다.
그 외에 신축건물의 구석구석에 미주 독립운동사를 되새기는
공간이 마련된다.
현재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주차공간도 여의치 않다 보니, 재건축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교회를 이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용보 담임목사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간직한 역
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을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유
지·발전시키는 게 저희 임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통일돼야 진짜 건국”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학계와 정치권이 오랜 시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어온 물음이다.
건국 시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끌지 않
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고,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
위원회를 설립해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충돌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당시 뉴라이트 학자와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폭압에서 벗어난 1945년 8월 15일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
립을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고 제안
했다.
이에 역사학계 일부와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건
국절 지정 시도에 ‘임시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
통령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립축인 1919년설과
1948년설에는 각기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가 1919년에 건국했다는 견해의 핵심 논거는 임
시정부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해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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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
을 공포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
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
고 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이날이 29
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이라고 말했고, 그해 9월 1일 정부가 발
행한 관보는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1919년설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저서
‘역사농단’에서 “이승만은 (해방 이후)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발언한 적
도 없다”면서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잇고자 했
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한다면 민족 정통성을 논의할 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북한보
다 우위에 설 수 없고, 해방 이전까지 한반도를 점유하고 통치
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역설
했다.
반면 1948년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시정부가 국가 구성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부였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일제강
점기에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항일운동 세력도 있었는
데, 1919년에 건국됐다고 한다면 많은 저항인사가 소외되거나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도 1948년설
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거론된다. 건국강령은 총강(總綱)·복국
(復國)·건국(建國)으로 구성된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논문 ‘건국 기점 논쟁’에서
“임시정부가 건국을 논의했다는 점은 임시정부에 의한 건국이
완전한 건국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1945년 해방
직후인 9월 3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 하는 과도적 계단’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10여 년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2017년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건국
100년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 지어진 듯하지만, 정부 성향이
달라지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학계에서는 10년 남짓 끌어온 건국 시기 논쟁을 차분히 돌
아볼 시점이 됐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919년설과 1948년설
로 나뉘어 싸우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건국기념일을 숙의해 나
가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진순 창원대 교수는 “역사는 다이내믹해서
건국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임시정부처
럼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삼을 수도 있고, 건국 운동의
시발점이 된 3·1절을 건국절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
했다. 도 교수는 “중요한 사실은 통일이 돼야 한반도를 아우르
는 건국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이데올로
기에 치중한 건국절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손 못 찾아 훈포장 미전수 37.6%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았지만, 일제강점
기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지 못해 훈포장을 전수하지 못한 사례가
5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서훈이 확정된 유공자 1
만5천180명 중 5천714명의 후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독립유공자 1만5천180명…훈장 미전수율 37.6%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을 훈격별로 보면 대한
민국장 1명, 대통령장 5명, 독립장 172명, 애국장 2천586명, 애
족장 1천821명, 건국포장 3천570명, 대통령 표창 759명이다. 훈
포장 미전수율은 37.6%에 달한다.
이 중에는 남만주지역 무장투쟁단체를 통합한 정의부(正義
府) 총사령관으로 독립군을 지휘한 송암 오동진(대한민국장)
선생도 포함돼 있다.
송암 선생은 일제시절 2년간 연인원 1만4천149명의 독립군
을 이끌고 일제 관공서 습격 143차례, 일제 관리와 밀정 살상
914명이라는 전과를 올렸다. 1927년 12월 변절한 동지의 밀고
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후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기형을
선고받았고, 광복을 1년여 앞둔 1944년 5월 모진 옥고를 견디
지 못하고 공주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송 선생 외에도 일제의 군대 해산에 저항해 남대문에서 시
가전을 벌이다 순국한 대한제국 시위대 참위(현 소위) 남상덕
선생, 1906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해외 최초 독립군 사관학교
인 한인 소년병과학교를 세운 박용만 선생, 일제 침략을 정당
화하고 한국을 비난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던 미국인 스티븐
스를 저격한 장인환 선생 등에게 1960년대 대통령장을 추서했
지만, 지금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훈장 미전수 사유 1위는 ‘북한 본적’

▲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들이 7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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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미전수 사유를 보면 ‘북한 본적’이 2천419명(42.3%)으
로 가장 많고, ‘본적 미상’이 1천978명(34.6%), ‘무연고’가 1천152
명(20.2%) 등이다. 이들 5천549명을 제외한 나머지 165명(2.9%)
은 본적을 확인했지만, 훈장 전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 협조로 제적부 등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지만, 공적서에 명시된 인적사항이 제적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로 부산보훈청은 1920년 중국 ‘배달학교’ 교사로 민족
교육을 하다 일본군에 잡혀 순국한 조용수 선생에게 애국장을
추서했으나, 19년 만인 2017년 5월에서야 선생 손녀를 찾아 전
수하는 등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보훈청은
그동안 독립운동자료와 족보·제적부 상의 이름이 달라 후손
을 찾지 못하다가 사망일과 본적지 주소 등을 추적해 선생의
손녀 조연숙(69) 씨를 겨우 찾았다.
이 과정에 독립운동가 조현균(애족장 추서) 선생 후손인 조
준희(49) 국학인물연구소 소장이 큰 도움을 줬다.
조 소장은 2013년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면서 조용수·조용주라는 이름이 혼용되는 것을 알
게 돼 자료 수집에 나섰다. 종친회와 도서관 등지에서 일제강
점기 족보를 찾는 것은 물론 온갖 자료를 뒤지며 조 선생 행적
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국가보훈처도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선생의 이름 마지
막 글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독립유공자의 출생지와 활동지가 북한으로 돼 있어도 유공
자의 후손을 찾기가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독립유공자가 여성
이면 호주가 아니어서 제적부 확인 등 전산 검색으로도 확인
되지 않는 고충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활용과 관심 당부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독
립유공자 정보를 알리고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
고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main.asp)에 접
속해 ‘공훈전자사료관’→’독립유공자 정보’→’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메뉴에 가면 독립유공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훈전
자사료관에 접속하면 유공자 이름, 생년월일, 본적, 공적 개요
등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적혀있다.
부산보훈청 관계자는 “훈장 미전수자 독립유공자 후손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국가를 위
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책임을 실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공훈전자사료관 명단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제적부
나 족보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국가보훈처나 각 지방보훈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여전히 문턱 높은 독립유공자 인정
❖ 행적 자료 찾는 데 어려움…후손들이 발품 팔고 서명 운
동도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새로 찾아내고 공적을 기리
는 일에 관심이 쏠리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만
만치 않다.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 활동에 앞장섰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
난 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가 일
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거나 기록 자체를 없앴다
면 관련 자료나 증언을 발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국가보훈처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1895년 전후부터
해방 전날(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아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눠 독립유공자로 지
정한다.
기존 서훈 사실이 없을 때는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이 독립
운동에 기여한 공적·행적 등을 정리한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
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일제 치하의 수감 기록, 재판 기록 등 ‘객관
적’ 문헌 자료가 중요한데, 자료가 남아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
운 데다가 일반인이 이 같은 자료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근영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까지 찾아다니며 할아버지(박환규·애족
장) 서훈을 받는 데 딱 10년이 걸렸다. 독립유공자로 바로 인정
된 경우를 여태껏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국내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령의 후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을 쫓아다니며 발품을 팔다 끝내 포기하는 경우
도 많다.
독립유공자 기준을 둘러싼 지적도 여전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소 까다로
운 기준 탓에 독립투쟁에 나서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
한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 여사는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
렀지만 한 달여 만에 가석방됐다는 이유로 그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정부가 기준 항목을 일부 완화
한 뒤에야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 “독립운동가 발굴은 정부의 사명…문헌·영상 아우르는
아카이브 필요”
앞서 정부는 2019년 3·1절 기념식에서 333명의 독립유공
자를 포상하고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후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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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독립유공자 숫자는
총 1만5천511명인데, 반세기 동안 이어진 독립 투쟁의 역사를
감안하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유공자들이 많으리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보훈처가 자체 연구로 발굴, 포상한 독립유공자(발굴 후 포
상되기 전 유족이 신청한 건수도 일부 포함)는 2016년 294명,
2017년 254명, 2018년 248명 등으로 집계되지만, 사료 발굴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
년을 맞아 국내외에 흩어진 자료를 찾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게 정부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문헌뿐 아니라 영
상,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카이브(자료센터)를 건립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까지 만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 약 1천300만
㎡(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를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여의도(290만㎡)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이후 소송도 잇따랐다. 법무부에 따르
면 2010년 7월 이후 2019년 3월 말까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
송 97건 중 96건이 종결됐고, 1건은 1심에서 정부 패소 판결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종결된 소송 중 정부가 승소한 것은
93건이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재산
❖ 친일파 민영은 ‘땅 찾기’ 승소했지만 친일재산조사위 활
동 종료
‘이곳은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지켜낸 우리의 땅입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
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2014년 3월 1일 민영은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기념해 충북 청주시 상당사거리 옆 보
도에 설치한 동판에 쓰인 글귀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 등으로 활동
한 대표적 친일파다.
하지만,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돌연 청주시를 상
대로 도심 속 알짜배기 땅 12필지(총 1천894.8㎡)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시민들이 수십 년간 자유롭게 이용해 온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토지 대장상 이 땅의 소
유자가 민영은으로 돼 있어서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11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을
인정해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년 뒤에 이뤄진
항소심 재판 결과는 달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문제의 땅이 친
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거센 비난 여
론을 의식한 민영은의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온
시민을 분노케 한 ‘친일파 재산 소유권소송’은 이렇게 끝났다.
재판이 마무리됐음에도 법무부가 문제의 땅을 국가로 귀속
하는 데는 또다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민영은 땅 찾기 소송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
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
된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친일파 재산 환수 조처의 마중물이 될 것이
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인 지금까지도 친일재산 환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는 2006년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
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 활동이
바탕이 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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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회원들이 2010년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일대에서 친일
재산 국가환수 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완용 재산 국고 환수 대상서 제외…“친일재산 환수 상
설기구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당시 환수 대상이 비교적 추적이 쉬운 부동산에 국한된
데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친일행위로 획득한 토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땅도 많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여의도 면적의 5.4배인 1천573만㎡
(1천309필지)를 소유했다. 토지를 포함한 재산이 현재 가치로
6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귀속이 결정된 땅은 1만928㎡
(16필지)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로 따져 7천만원 남짓이다.
이완용은 1920년 전후로 보유한 토지를 일본인 등에게 대
거 팔아넘겨 엄청난 돈을 챙겼지만, 그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는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친일재
산 조사·자문·환수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처럼 활동
시한이 정해진 임시기구로는 제대로 된 친일재산 환수에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제헌 헌
법은 매국 행위,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친일재산 환수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 환수는 민법적인 논리보다 상위법인
헌법정신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입법 활동 등을 통
해 적극적인 친일재산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