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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일항쟁기 우리의 항일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무장투쟁, 외교활동, 실력양성론,
의열투쟁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일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무장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장투쟁의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전략은 ‘독립전쟁론’이다.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제가 중국, 소
련, 미국 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이에 참가하여 對日戰爭을 통해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략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기지는 교민들이 많
이 살고 있는 남북만주를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 설립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한인 교민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 국내외의 한인청년들을 모아 무관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과 군사교
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서간도지역에는 1911년부터 유하현을 중심으로 교민 자치단체가 세워졌다. 경학사-부민단-한족회
가 그것이다. 이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근대적 교육기관과 무관학교를 겸한 신흥강습소-신흥중학-신
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0년 동안 3천 3백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고, 이들은 만주 독립군의 근간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이라는 일종의 군영(軍營)을 결성하고 병농일치의
무장투쟁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3.1운동 이후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의 중심이 되었고, 나아가 경
신참변 후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통군부-통의부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도 오직 무장투쟁에만 열중하다가 임시정부 직할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이하 참의부)
를 결성하고 남만주 무장투쟁을 선도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은 1914년 시작된 백서농장 성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결성한 백서농장의 성격을 살펴보고, 3.1운동이후 남만주지역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의 흐름을 이들
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려고 한다. 본 발표에서는 백광운의 무장활동을 중심으로 졸업생들의 무장투

2

2014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식 학술회의

쟁 단면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신흥학우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경영되었던
백서농장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서로군정서 의용대, 경신참변 이후의 남만통일회의와 통의부
결성, 그리고 통의부 갈등과 참의부 결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무장단체들의 계통을 연결하면
바로 남만주지역의 무장독립운동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흥학우단과 백서농장
1) 신흥학우단의 활동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을 중심으로 신흥학우단이 결성되었다. 신흥학우단은 1913년 5월
6일 합니하에서 창단되었는데,１) 신흥강습소의 교장 여준, 교감 윤기섭 등과 제1회 졸업생인 김석, 강
일수, 이근호 등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신흥강습소의 교직원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
생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교직원과 졸업생은 정단원이 되었고 재학생은 준단원이 되었다. 신흥학

우단에서는 기관지인 신흥학우보를 간행했다.２) 주필 겸 편집부장에는 신흥학교 1회 졸업생인 강

일수가 맡았고, 그 외에 신흥학교３) 졸업생인 이동화, 장정근 등이 기자로 활동했다. 신흥학우보는
군사, 시사, 문예 등 다양한 기사를 실어 단원들에게 혁명이념의 선전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４)

신흥학우단은 ‘강력한 혁명 청년의 결사로서 동삼성 독립운동 초기의 핵심조직이 되었으며 일반 민

중이 큰 기대를 가졌다.’５)는 평가처럼 실전에 참가하지 못하던 졸업생들의 핵심 조직체가 되었다. 여

기에서 발행되던 신흥학우보는 국내와 만주지역은 물론 미주와 러시아 연해주지역 등 해외에도 배
포되어 남만주 독립운동계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고, 신흥강습소 선전에 크게 기여하였다.６) 신흥학우

１) ≪신흥교우보≫제2호, 91-92쪽.

２) 신흥학우단의 이전 명칭은 ‘신흥교우단’이었고, 여기에서 ≪신흥교우보≫를 발행하였다. 신흥학우단의 처음 명칭은 ‘다물단’이었고(원병상, ｢신
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6쪽), 이후 ‘신흥교우단’, ‘신흥학우단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３) 1911년 6월 삼원포 추가가에서 설립될 당시 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통상 1911년 삼원포 추가가에서 세워진 초기의 학교를 신흥강습소로, 1912
년 통화현 합니하의 학교는 신흥학교 혹은 신흥중학으로, 1919년 3.1운동이후 고산자에서 세워진 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통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도 인용 자료에 따라 신흥강습소 외에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４)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7, 345쪽.

５)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공보처, 1948, 54쪽.

６) 장세윤,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신흥교우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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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조직은 초대 단장에 김석, 총무부장 이근호, 편집부장 강일수 등이었다.７)
신흥학우단은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정했다.８)
- 다물의 원동력인 모교의 정신을 후인에게 전수하자.
- 겨레의 활력소인 모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자손만대에 살린다.
- 선열 단우의 최후 유촉을 정중히 받들어 힘써 실행한다.
또한 신흥학우단은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９)
1. 군사학술을 연구하여 실력을 배양한다.
2.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혁명 이념의 선전과 독립사상을 고취한다.
3. 민중의 자위체를 조직하여 적구 침입을 방지하고
4. 노동강습소를 개설하여 농촌 청년에게 초보적 군사훈련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5. 농촌에는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신흥학우단에서는 학술 연구, 선전 활동 뿐만 아니라 농촌에 소학교를 설
립하여 아동교육을 담당하였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독립군에 편성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지
방에 파견되어 2년간 의무적으로 교편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재만한인 사회는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었으므로 지방 소학교에서는 신흥학교 졸업생을 교사로 선호하여 요청이 쇄도하였다. 졸업생들은 서
간도 지역 뿐 아니라 장백, 화룡, 연길, 왕청, 훈춘 등 북간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파견되었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지방 소학교에 배치되어 학교운영과 지역계몽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간에는 아동교육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지방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일단 유사시 병력
보충에 대비하였다.１０) 신흥학우단은 신흥학교 졸업생의 친목과 단결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서
간도 한인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한인자치 향상과 항일 독립운동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다.１１) 신흥학
우단은 이후 백서농장이라는 軍營을 설치할 때 그 중심체가 되었다.

７) 원병상, ｢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17쪽. 한편 김승학은 초대 단장 이근호, 총무부장 김동삼, 학우보 주필 강일수, 기자로 이동
화 장정근 외 15명이라 했다.(김승학/김국보, 한국독립사, 독립동지회, 1983년 개정판, 382쪽)
８) ≪신흥교우보≫제2호, 91쪽.

９) 원병상, ｢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17쪽.

１０) 원병상, ｢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25쪽.

１１) 윤병석,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1,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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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서농장 경영
경학사 해체 이후 결성된 교민 자치단체 부민단과 신흥학우단은 1914년 봉천성 통화현 제8구 관할

팔리초 오관하(五管下)의１２) 쏘배차(小北 ) 심산유곡에 ‘白西農庄’을 건설하였다.１３) 백두산 서쪽 산록
에 있다하여 백서농장이란 명칭을 붙였고, 유장(酉庄)이라는 명칭 또한 서쪽 농장을 의미하는 것이
다. 백서농장에는 신흥학교 졸업생 가운데 1회에서 4회가 주축이 되었고, 각 분 지교에 설치한 노동강
습소 등에서 양성한 독립군을 합하여 모두 385명이 모였다. 백서농장은 실제로는 독립군 軍營이지만
내외의 이목을 고려해 농장이란 이름으로 불렸다.１４)
이 지역은 백두산 서편 산기슭 사방 2백리의 무인지경인 고원 평야지대였다. 도로는 생각지도 못했
고, 오소리· 산돼지·곰·노루가 다니는 길로 동북으로 7~8백리 떨어진 길림성 돈화현에 있는 황화송
전자(黃花松甸子)의 마적 소굴에서 마적 대부대가 일 년이면 4~5차례나 내왕하는 길목에 있는 오
지 중의 오지였다.
백서농장이라는 군영이 만들어진 것은 신흥학교 졸업생들의 독립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무관교육을 마친 후 독립을 위해 즉각 싸울 것을 원했으나 현
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중 일전쟁 혹은
미 일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을 구축하고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려 계
획하고 있었다.１５)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위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들은 쏘배
차 험산 유곡에 막사를 구축하고 1914년 가을부터 벌목을 시작하여 스스로 밭갈고 나무짐을 지는 간
난고초를 겪으면서 1915년 초에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대 군영을 형성했던 것이다.１６) 이곳에
는 장주실(庄主室)·훈독실(訓督室)·총무실·의무실·경리실·수품실(需品室)·농감실·교도실·교관실·
강당·중대장실·소대장실·치료실·식당실·취사실·창고 및 각대 병사실 등이 배치되고, 둘레에는 호를
파고 건물을 지어 전초 막사로 사용하였다.
백서농장은 장주에 김동삼, 훈독 양규열, 총무 김정제, 의무감 김환, 경리 김자순 등으로 교민 자치
단체인 부민단 계열 인사들이 지도부를 담당하였다. 그 외 농감 채찬, 교관 허식 김영윤 김동식 강보

１２)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한국사연구》111, 2000, 35쪽.

１３) 윤병석, 독립군사, 94쪽 참조. 필자 미상의 수기 ｢제9항 백서농장사｣에는 1914년 가을부터 6개월 동안 터를 잡고 건물 등을 지어 1915년 봄
무렵에 입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승학(김승학/김국보, 한국독립사, 381쪽)과 원병상(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6쪽) 은 백서농
장의 설립을 191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１４) 윤병석, 독립군사, 94쪽.

１５)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41쪽.

１６)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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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교도대장 이근호, 1중대장 안상목, 2중대장 박상훈, 3중대장 김경달, 규율대장 신용관 등은 모두 신
흥학교 졸업생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１７)
백서농장의 운영은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훈독, 총무, 의무, 경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지도부에
서 담당하였고, 실무적인 군영의 편제와 운영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백광운은 백서농장에서
농감(農監)의 직책을 맡았다. 둔전제로 운영된 군영의 경영을 위해 장주의 지휘아래 농감이 실질적인
책임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농감 아래 같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교관단과 교도대장, 규율대장의 조직
과 함께 1, 2, 3 중대의 편제에 따라 각 중대장이 지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짧은 여름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했는데, 부족한 양식은 식량운반대를 두
어 수백 리 먼 곳에서 통강냉이· 조· 소금 등을 사서 짊어지고 왔다. 또한 겨울철에는 스스로 벌목을 하
여 땔감을 마련해야 했고, 세탁은 물론 감발과 짚신, 의복도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다.１８)
이러한 백서농장의 주축을 이루었던 신흥학교 졸업생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
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이 그들을 위협했다. 심산유곡에서 식량을 제대로 조달
하기가 어려워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때문에 훈련과 교육
에 지장이 심각했고, 농사와 작업도 더 이상 해나가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동포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고 최후로 30여 명이 남았다.
극한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의 의기는 대단했다. 교관이었던 허식(허영백)의 경우
1917년 가을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3개월 반 동안 세 차례나 재발하여 반신불수 상태에 빠졌다. 변
소 출입도 할 수 없어 신광재, 백광운 등 여러 동지들의 등에 업혀 다녀야 했다. 그가 사경에 처하자 농
장의 결정에 따라 출영 치료를 권고 받았으나 여러 날 고집을 부려 병세가 더욱 위독해졌다. 부득이 유
하현 삼원포에 있는 왕삼덕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1년 여 만에 겨우 회복이 되었다.１９) 백
서농장을 개설한지 만 4년이 되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 독립의 열기가 활기를 띠게 됨으로써 부민단
의 뒤를 이어 설립된 한족회 의 총회 지시로 농장은 폐지되었다.
3. 서로군정서의 결성과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
1) 서로군정서의 결성

１７) 이 가운데 신광재(신용관)와 백광운(채찬)은 경신참변 후 남만주지역에 남아 친일단체들을 구축하고 이른바 서로군정서 의용대1중대라 칭하
고 무장투쟁의 역량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１８)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4쪽.

１９)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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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와의 강력한 항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단이 재정비되거나, 새로운 결성을 통해 독립운동의 열기가 활발해졌다. 서간도지역의 교민 자
치단체인 부민단에서는 자신계와 교육회 등을 통합한 후, 발전적 해체를 통해 4월 초에 한족회를 결
성하였다. 한족회에서는 일제와 대결하여 조국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독립운동을 통제, 지

도하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담당할 ‘군정부(軍政府)’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해에
임시정부가 성립됨에 따라 군정부의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한족회와 군정부는 윤기섭을 대표로 상
해에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타협안은 1919년 11월 17일 임시의정원과 국
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군정부의 명칭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였

다. 개편된 서로군정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２０)
독판부

독판

이상룡

학무사 사장

김형식

부독판 여준

법무사 사장

김응섭

정무청

청장

이탁

군무사 사장

양규열

내무사

사장

곽문

참모부 부장

김동삼

재무사

사장

남정섭

사령부 사령관 이청천

서로군정서의 부대편성은 처음에는 최소한 4개 중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２１) 이들 중대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서로군정서에서는 처음부
터 무력을 통해 국내로 진입,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노선은 외교를 강
조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로군정서에서는 1920년 초 윤기섭과 이진산을
상해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이미 임시의정원 의원 자격으로 상해에 도착해 있던 왕삼덕·이유필· 김홍
서 등과 함께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고 군사기관을 만주에 설치할 것과 금년 내에 혈전을 개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２２)그러나 이러한 독립전쟁론은 상해 임시정부에 표면적으로는 수용되었으나 결
국 실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투쟁노선의 차이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20년 겨울 박용
만·신숙 등이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여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자２３) 서로군정서는 이

２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293쪽과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3쪽 참조.

２１) 한국독립유공자협회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257쪽. 서중석은 이상룡과 김학규의 기록을 인용하여 각각 2려(旅)와
2개 연대 6개 대대로 조직되었는데, 실제 병력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２２) 《독립신문》1920년 4월 3일자.
２３) 이 군사통일회의는 임시정부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그 정치 노선과 정략에 반대하는 인사들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17명이 각각 소속
단체를 대표하여 북경에 집결하여 구성되었다.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5, 107쪽.)

7

진산· 송호· 성준용 등을 파견하였고, 1921년 4월 27일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안을 제출하는데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서로군정서에서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20년 초반
이 되면 이미 교민들의 독립운동 열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부금 징수로 교
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대한독립단 등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군자금의 모집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큰 직접적 요인은 일제의 압력과 이에 따른 중국 당국의 탄

압이 군자금 모집을 어렵게 하였던 것인데,２４) 이러한 상황은 1920년 5월 ‘중·일 합동수색대’가 편성되
어 서간도지역에 일본군이 침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로군정서에서는 의용대를 조직하여 만주와 국내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압록강 대안지역인 강계· 삭주 등지에 들어가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
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유격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2)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
남만주지역의 독립군단은 3.1운동 이후 1920년 초에 걸쳐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1920년 10월 일본군의 독립군 ‘초멸’을 위한 만주침략과 그를 잇는 경신
참변(간도참변)으로 일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군과 포조군(浦潮군), 그리고 관동군을
앞세워 만주지역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러한 경신참변에 앞서 남만주지역에서는 일제의 획책에 따른
‘중일합동 수색대’라는 독립군 토벌대가 조직되어 1920년 5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지

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간도침입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각지의 독립군단들은 독립군의 역량
을 보전하기 위해 抗戰 대신 避戰을 택하고 백두산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군정서도 신
흥무관학교 학생으로 敎成隊를 편성하여 이청천의 인솔 하에 백두산 북쪽인 안도현 삼림지대로 피
전을 결정하였다.２５) 이들은 이동 중 안도현에서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독립군단
의 대표들이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후 1921년 초 러시아 이만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일부 독립군부대는 북만주로 되돌아오고 계속 北征한 주력부

대는 그 해 3월 자유시에 도착하였다가 이른바 ‘자유시참변’을 맞게 되었다. 자유시참변으로 수많은
인명을 잃은 독립군들은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만주일대로 돌아왔다.

２４)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68쪽.

２５)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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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로군정서의 본부는 액목현으로 이동하였는데, 신광재(신용관)２６), 백광운(채찬) 등이 지휘
하는 잔여 병력은 남만주에 그대로 머물면서 일본군의 대부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활동을 재개
하였다. 서로군정서는 경신참변 후 본부가 있던 액목현에 집결하여 다시 군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1921년 5월 임시정부 군무부장인 황학수를 영입하고 박용만을 총사령관에 선임하여２７) 서로군정서
의용대를 재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군정서의 편제를 위원제로 개편하고, 참모장에 황학수를 임명하
여 남만주 일대의 일제기관 파괴와 친일파 처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총사령관에 선임된 박용
만이 국내에 들어가 일제에 매수되어 친일파로 변절했다는 여론이 돌아 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황학수도 추천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참모장 직을 사임하였다.２８)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박
용만의 후임으로 전 서로군정서 사령관이던 김창환을 다시 임명하고 전력을 정비하였다. 그는 각지에
서 분립하여 활동하면서 반목하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기 위하여 힘쓰던 중 1922년 봄 환인현에

서 ‘남만통일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신참변 후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남만주지역의 독립군들은 1921년 초부터 보민회 조선인민
회 등 친일단체들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인물은 신
광재와 백광운, 김소하(장기초) 등으로 이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 소속이었다. 신광재는 경신
참변 직후 신흥무관학교 동창생인 백광운 등과 무장대를 결성하여 친일파 숙청에 주력하였으나 아

깝게도 젊은 나이에 1921년 8월 病逝하였다. 이상룡의 아들 이준형은 이상룡의 행장인 ‘선부군 유사(
先府君 遺事)’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２９)
이해(1920) 봄에３０) 임강현의 의용대장 신광재의 부음을 들었다. 신광재는 병학(兵學)에 통달하
고 사람을 거느리는 재능이 있어 중진의 관방장이 되었는데 이때 와서 진중에서 병들어 죽었다.
부군(이상룡-필자주)은 슬픔이 심하여 글을 지어 사람을 대신 보내어 제사지내고, 백광운으로
그 소임을 대신 맡겼다. 뒤에 김창환을 보내어 그 군사를 통령(統領)하게 하였다.
신광재가 병서한 이후에는 백광운과 김소하 등이 집안현과 통화현 등지를 중심으로 무장활동을

２６) 일제 자료에 辛光在로 나타나는 인물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백서농장에서 규율대장을 역임한 光濟 辛容寬이다. (애국
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263쪽).

２７)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25쪽.

２８) 황학수, ｢夢乎 回顧錄｣(필사본) 참조.

２９)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608쪽.

３０) 이 기록은 이준형의 착오로 보인다. 신광재(신용관)은 1921년 8월 작고한 것으로 《독립신문》의 ‘순국 장병 명단’에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한 병
사(病死) 날짜로 생각된다. (《독립신문》1922년 8월 2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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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으며, 이들은 이후 통의부 의용군의 주력부대였던 제1중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일제의 자료
에 의하면 임강현 등지에서 활동하던 신광재가 지휘하는 150여 명의 군대는 3隊로 나누어 집안 통
화 두도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편 오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있
다고 기록하였다.３１) 이들은 1921년 5월 중순경에는 노령으로부터 장총, 단총과 탄약을 구입하여 더욱
증강된 전력을 갖추었다.３２)
남만주 독립군들은 향후 남만지역의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통합이 무엇
보다 필요함을 절감하고 대표를 파견하여３３) 통합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들은 우선 만주지역의 수복
문제를 담당할 책임위원을 선정하였는데 그 주요인물은 다음과 같다.３４)
1921년부터 1년여 동안 보민회·조선인민회 등 친일단체의 토멸에 전력하여 온 독립군들은 대다수 지
역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남만주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재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지
역의 유력한 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한족회·대한독립단 등의 간부들이 이를 경축하기 위해 회
합을 갖고 과거의 게릴라전을 청산하고 당당한 군단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의견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 무렵 광복군총영에서 활동하던 이관린이 국내로 들어가 양기탁을 인도하여 渡滿하면서 서간
도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３５) 이에 따라 각 단체 간에 남만주지역 독
립운동 기관의 통일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선전공작대’를 편
성하였다. 통일위원회는 지도위원장에 양기탁을 선임하고, 선전공작대장 전덕명,３６) 선전대원 김관
성 김창희 고할신 등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協贊 전덕원 이웅해를 선전공작대로 보임하고 2-3개월
간 선전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환인현 河溝에서 한족회· 대한독립단· 광한단· 한교민단· 평안
북도독판부· 광복군총영 등의 대표자가 남만통일회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大韓統軍府’를 결성하기

３１) 김정명, 조선독립운동(2), 1015쪽.

３２) 한국독립유공자협회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296쪽.

３３) 각 단체의 대표는 다음과 같다(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342쪽.)
대한독립단
전덕원·김용보
평북독판부
김승만·신언갑
광한단
현정경·고할신
광복군총영
박태열·장철호
한교민단
김우근·김종식

３４) 김승학, 한국독립사, 343쪽
총지휘
이웅해
사 법
현정경
참 모
전덕원
연 락
김우근
재 무
오동진
비 서
고할신
위의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들이 후일 통군부 결성의 주요인물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３５) 이관린 여사는 호가 丈靑으로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 등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관린에 관해서는 쌍공 정이형 회고록과 김일성 회고
록인 세기와 더불어, 그리고 민족출판사에서 간행된 근대중국조선족녀걸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승학의 한국독립사
에는 1922년 12월 경 이관린이 양기탁을 인도하여 도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1921년의 오기로 보인다(김필자, 우강 양기탁의 민족운동,
지구문화사, 1988. <연보> 참조).
３６) 전덕명은 全德元의 從弟로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다가 통의부를 거쳐 참의부 제2중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고마령전투에서 순국하였다.
(｢개인 약력｣<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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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대한통군부는 당시 남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가장 체계를 갖추고 있던 서로군정서(한족

회)와 대한독립단· 광한단 등의 대표들이 1922년 봄３７) 환인현에서 이른바 ‘남만통일회’로 모여 성립
되었다.３８) 이 회의에서 각 단체는 각자의 조직을 해체하고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하기로 한 것
이다. 대한통군부의 직제를 보면 군사단체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교민의 자치행정을 중시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３９) 또한 통군부의 간부들의 면모를 보면 대개 대한독립단과 서로군정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４０)
이러한 대한통군부의 결성이 명실상부한 대통합이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922년 6월 3일 중앙

직원회의에서는 “통군부를 대개방하고 다른 기관으로 더불어 무조건으로 통일하되 일체 公決에 복
종하자.”고 결의하고 아직 통일의 태도를 취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연통제측, 군정서측, 기타 단체에 위
원을 파견하여 가입을 교섭하기도 하였다.４１)

통군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大韓統義府’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1922년 8월 23일 이른바 8단 9

회의 대표４２) 71명이 환인현 마권자에 모여 “남만한족통일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한통
의부 명칭 등 6개항을 결의하고, 8월 30일 남만한족통일회 회장 김승만의 명의로 발표하였다.
첫째, 각 단체 각 기관의 명의(평북연통제를 제외)를 취소하고 구역· 인물· 재정 등 일체의 제도,
인선 및 제반 처리사항을 무조건 公決 복종할 것을 서명 날인하고 서약한다.
둘째, 남만한족통일기관명을 대한통의부라 한다.
셋째, 군대 명칭은 의용군이라 한다.
넷째, 제도는 총장제로 한다.

３７) 대한통군부의 조직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박걸순,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224-225쪽. 참조)
３８) ≪독립신문≫ 1922년 6월 24일자.
３９) 이는 6월 20일 열린 제1회 총관회의에서 호적정리·교통원 문제·학교설립·실업장려·병력모집·재정통일 등 8개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
４０) 총장 채상덕, 비서장 고할신, 민사부장 이웅해, 군사부장 이천민, 교육부장 김동삼, 실업부장 변창근, 사령관 김창환, 경무감 전덕원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26쪽.
４１)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
４２) 통의부 결성에 참여한 이른바 8단 9회의 대표들 17개 단체와 대표자를 모두 알 수는 없다. 알려진 8개 단체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서로군정서
백광운·김선풍 외 7명
대한독립단
이웅해·이영식 외 21명
관전동로한교민단 이형갑·이영해 외 3명
대한광복군영 변창근·이영선
대한정의군영
박정석
평북독판부
신언갑·김연준 외 9명
대한광복군총영
백남준·김창의 외 9명
(≪독립신문≫ 1922년 9월 30일자 ; 김정주, 조선통치사료(7), 1922년 조 ; 국사편찬위원회, ｢남만한족통일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4),
761-763쪽 ; 윤병석, 독립군사, 232쪽. 주 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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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헌장 9장 63조를 의결한다.
여섯째, 각 부서의 직원을 선거한다.
통의부는 통군부와 같이 군사 활동과 교민의 자치행정을 아우른 조직이며 총장 아래에 민사·교섭·
군사·재무·학무·법무·학무·교통·실업 등의 9개 부서를 두고 있어 군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４３) 이와 같은 통의부의 결성은 기존의 남만주 독립운동단체 통합과 같이 연합적 성격이 강하
다.４４)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것이 후일 통의부가 의군부나 참의부로 분리되어 나가
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4. 육군주만참의부와 백광운의 무장투쟁
1) 참의부의 결성
통의부는 3·1운동 이후 남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단이 가장 폭넓게 통합을 이룩해 성
립시킨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연합체적 성격이 강한 관계로 성립 초기부터 구성원
각자의 이념과 노선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주요 간부들 사이에 복벽과 공화라는 이념 갈등과 군권(
軍權)의 장악을 둘러싼 인선과 조직상의 이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불화의 중심은 복벽과 공화라는 이념을 대표하는 전덕원과 양기탁 이었다. 전덕
원은 의병대장 유인석의 문인으로 일찍이 국내의 관서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활동하였으며, 국권피탈
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단 재무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남만지역 의병계 독립군을 주도하며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다. 반면 양기탁은 국내에서 ≪대한매일신보≫ 주필 등 애국계몽운동을 주도적
으로 이끌었고, 1921년 말 만주로 망명한 후에는 남만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을 주도하면서 교민
사회를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 두 사람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방략이나 이념상 차이가 있었으니 전덕원은 절대 복벽주의를 추
구하는 인물이고 양기탁은 철저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의부 창립
초기 인선에서 전덕원 일파는 요직에서 배제되고 전덕원에게 할당된 직책도 허울뿐인 參謀部監이었

４３) 윤병석, 『독립군사』, 233쪽.
４４) 김병기, 「서간도광복군사령부의 성립과 활동」,《한국근현대사연구》(9),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1988,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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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４５) 더욱이 8개부서의 부장 가운데는 나이어린 오동진도 포함되어 있었음에 인선에 불만이 많았
다. 자신은 재만 독립군 사회의 실력자로 자인하고 있었으나 원래 고집이 강하여 신진 청년들과 잘 융
합되지 못하던 중 직위에 불만을 품고 취임치 않은 관계로 軍界의 부하들도 통의부에 가담하지 않은
채 관망상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갈등과 불만이 결국 무력 충돌을 가져오게 하였다.４６) 1922년 10월 14일(음 8월 24일) 야간
에 전덕원 계열의 유림계 독립단 군인 20여명이 관전현 이종성 집을 습격하였다. 이때 그곳에 유숙하
던 김창의(통의부 선전국장)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실내로 들어가 양기탁과 통의부 법무부장 현
정경, 통의부 검무감 김관성, 통의부 교통국장 황동호, 통의부 비서과장 고할신 등 주요 간부를 포박

하여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４７) 이를 이른바 ‘서간도 사변’이라고 한다. 사건이 발생 한 직후 당사자

인 전덕원과 양기탁이 원만한 해결에 노력하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박은식·안창호·이동녕·원세훈 등 주요인사 40여 인이 회합을 갖고 조문단과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파
견하기로 합의하였다.４８)
이 사건은 또한 통의부 상하부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도층인 상층
부의 중앙조직은 공화 계열이 주도하고, 직접 무력을 행사하며 군사동원의 자율권도 행사하는 의용
군 중대장급 지휘관들은 복벽적 성향을 가지거나 중도파를 표방하는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것이
그것이다.４９) 쌍방간의 합의나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통의부내 복벽 계열과 공화 계
열 사이에 대립은 악화되어 결국 그 해 12월 하순에는 쌍방간에 교전까지 일어났다. 더욱이 이듬해 1
월에는 紅廟子 방면에서 동족상잔의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덕원을 비롯한 복벽파 계열의 인사들인 채상덕· 김평식· 오석영· 박대호 등은 1923년 2

월 환인현 대황구에서 통의부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이 ‘義軍府’를 설립하였다.５０)

４５) 정이형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전덕원이 ‘통의부에서 맡은 직책이 부장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檢務局長이라는 部보다 조금 차등인 자리가 돌
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쌍공 정이형 회고록』, 국가보훈처, 1996, 70쪽.) 그러나 정이형은 1922년 11월 처음 만주로 건너갔음으로 이른바 ‘서
간도사변’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 통의부 공화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전덕원 反動事件’으로 이해되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한때 통의부의 각 부장들이 일괄로 사표를 내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쌍공 정이형 회고록』, 62쪽.)

４６)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신설되는 통의부가 국체는 ‘民國’으로, 정권은 신진인물에게로 쏠리게 되자 복벽계 인사
들 간에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을 알고 차라리 신진의 인물들을 제거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던 듯하다.”
고 분석하고 있다(《독립신문》1922년 11월 8일자)
４７) 김병기, 「참의부연구」, 31쪽.

４８) ≪독립신문≫ 1922년 11월 8일자. ‘서간도 사변’의 내막은 《독립신문》11월 18일자의 「충고남만동지서」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４９) 박영석,『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3, 55쪽.
５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5), 435쪽.
그러나 의군부의 설립시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다. 『기려수필』「전덕원」조에는 1922년 1월 조직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독립신문》1923년
6월 13일자에는 1922년 10월 이후 쌍방의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편《독립신문》1922년 12월 13일 자에 의하면 전덕
원계인 제1중대장 朴日楚가 중대를 대표하여 양기탁 등 9인에 대한 ‘범죄사실 심판요구 28개항’을 총장대리 채상덕에게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한 통의부 헌장과 사판장정을 위배하고 군법국장·검무국장이라는 새로운 官名을 만들었다는 기록 등이 나타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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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부가 의군부와 서로 반목하여 분립될 때 의용군 5개 중대와 유격대·독립소대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兩府는 교민 호수의 쟁탈과 관할지역의 중복으로 경쟁 관계가 되면
서 다시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입하여 활동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의군부 유격대장 이경일 부대가 통의부
의 부대에게 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유격대장 이경일은 국내 진공 작전을 마치고 20여 명
의 대원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본영으로 돌아가다가 관전현 泡水河邊 등에서 통의부의 김석
하 부대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이경일· 장집중· 박초식· 김상수 등 의군부 대원들은
곳곳에 잠복해 있던 통의부 부대원에게 살상당하고 결국 모금한 군자금과 무기가 모두 탈취되는 불
상사가 일어났다.５１) 이후 통의부 제5중대장 김명봉과 부대장 조태빈도 통의부를 불신임한다는 혐의
로 피살되고 그 중대 무기도 압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５２) 이와 반대로 의군부에서도 통의부 부대
의 무기를 강탈하고 군인을 구타하는 등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５３)
통의부의 이러한 분열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립적 태도를 지켜오던 통의부 의용군 제 1·2·3·5 중
대는 유격대·독립소대와 더불어 각 중대장을 중심으로 사태의 해결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1923
년 6월부터 이들은 집단적으로 통의부와의 관계를 끊고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23년 8월 통의부 의용군 제 1·2·3·5 중대가 채찬·조능도·박응백·김원상·조태빈 등 5명의 통의부 의
용대 각 중대 대표를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그간의 전말을 보고하고,５４) 전 광복군사령부의 계통을
이어 임시정부 군무부 직할의 남만군단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５５) 임시정부의 입장에서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문제 등으로 활동
이 극도로 쇠잔해 있었던 형편이었으니 크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５６) 임시정부는 전 광복군사령부
설립에 관여했던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과 이유필을 파견하여 군정부 조직에 적극 협조하게 하였

부의 설립은 보다 더 앞당겨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５１) 김승학, 『한국독립사』, 349쪽.
５２) 김명봉과 조태빈은 일찍이 황해도 의병장 조맹선과 이진룡을 따라 남만주에 건너왔던 인물이다. 그들은 대한독립단의 청년들을 모아 부대를
편성하고 군영을 흥경현 왕청문 이도구에 두고 국내외에서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들이 피살된 후에는 김지풍과 박대호 등이 계승
하였다가 후일 참의부로 편입되었다. (김승학. 『한국독립사』(1983년 개정판), 397쪽,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14
쪽. 김병기, 「참의부연구」, 73쪽 참조)
５３) ≪독립신문≫ 1923년 6월 30일자.
５４) 이들 5명의 통의부 의용대 대표는 각 중대를 대표하여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김원상의 경우는 4중대 출신인지 확실치 않으나 통
의부 결성시에는 교섭부원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4명은 순서대로 각 중대 출신의 대표라 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762쪽. 참조.)
５５) 5명의 대표들이 함께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 가운데 채찬과 김원상은 1923년 12월 2일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 1923년 12월 5일자 참조.) 또한 독립신문에서 채찬과 김원상을 인터뷰한 기사가 12월 26일자에 실려 있다.(≪독립신문≫ 1923년 12월 26
일자 참조.)
５６)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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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５７) 그 결과 1924년 6월 2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가 결성되었다.５８) 결국 통의부의 1
차 분열로 의군부가 설립되었다면, 2차 분열로 참의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의용군 제1·2·3·5 중대가 대거 이탈한 후에 통의부는 곤경에 처했다. 그러나 곧 재정비에 착수
하여 이탈에 응하지 않았던 제4중대를 중심으로 제5·6·7·8중대를 새로 편성하여 이전과 같은 5개의
중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참의부와의 알력과 대립은 그치지 않았다. 즉 1925년 6월 참의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반목과 질시가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 그리하여 동 참의부는 설립 이래로 실천운동에 다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압록강 상류에서 齋
藤 총독을 저격하고 밀정 崔晶玉을 토벌하는 등의 사적을 남겼다. 그런데 통의부의 간부들은 참
의부를 질시하여 남만 군단이 임시정부에 종속한 것을 치욕으로 여겨 성토문을 발표하고, 음력
7월 2일 밤 참의부 제5 김명봉 隊를 습격하여 간부 김명봉 이하 2인을 암살하고 무기를 강탈하여
암살단을 사방에 亂派하며, 중앙에 내습하여 참모장 채찬(백광운)을 참살하고, 조선내에 들어
가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만주로 돌아오는 중인 김정옥 외 4인을 압록강 기슭에서 사살하여 무
기 및 군자금 3만여 원을 탈거하는 등의 불상사가 다대하였으나 ····”５９)

결국 위의 성명서에 기록된 대로 1924년 10월 18일(음 9월 13일) 통의부 제6중대장 문학빈 부하인 변
만리에 의해 참의부 참의장(제1중대장 겸임) 백광운이 피살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통의부 의용군 5개 중대는 이후 동요와 이탈을 겪으면서 대부분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육군주만참의부에 참여하게 된다. 제4중대를 포함한 일부 군인들은 통의부 의용군을 다시 재정비하
여 정의부가 성립될 때는 5개 중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부 부대는 이후 참의부 세력, 신민부

세력과 연합하여 3부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0년대 초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을 결성하고 만주
지역에서 중국 구국군과 합작하여 대일항쟁을 벌이게 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으로, 일부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 한국광복군의 원류가 되었다.
2) 참의부와 백광운의 무장투쟁
참의부는 1920년대 중후반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한 임시정부 산하의 무

５７)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31쪽.

５８) 윤대원, 「참의부의 ‘법명’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4집, 2013, 125~126쪽.
５９) 「조선민족운동연감」,『독립운동사자료집』(7), 1376-1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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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립운동 단체이다. 참의부는 처음부터 군사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선임 중대장이 참의장을 겸임하
고 5개 중대는 각 중대장이 중심이 되어 편제되었다. 참의부는 대일 무장투쟁을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군사조직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것이다.６０)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국내 진공투쟁을 벌여 이시기 압
록강 두만강의 국경지대에서 발발한 대일 전투의 3분의 2가 참의부에서 수행한 것이었다.
참의부가 벌인 대일항쟁은 유격전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타국의 땅에서, 또한 강대한 일본의 정
규군과 정면대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취해진 전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격전을 통해 참의부
독립군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교란하고 민중의 항일의식을 고무하여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달
하였다. 이러한 참의부의 초기 핵심세력은 백광운(채찬)이 지휘하는 제1중대라 할 수 있다. 참의부 제
1중대는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설립되었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일찍부
터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백두산 산록에 백서농장이라는 군영을 설치하여
둔전과 훈련을 병행하였다. 이들 가운데 중요 임원이었던 신광재와 백광운 등이 서로군정서 의용대로

활동하다가 경신참변 이후 만주에 남아 ‘의용군 1중대’라 칭하고 일제의 밀정 숙청과 적 기관 파괴에
힘썼던 것이다. 불행히 신광재가 병사하자 백광운은 장기초(김소하) 등과 함께 군세를 확장하고 집안
현과 통화현 등지에서 활약하게 된다.
백광운의 본명은 채찬(蔡燦)이다. 그는 충북 충주군 덕산면 성내동 출신으로 일찍이 의병대장 이강

년의 휘하에서 의병에 투신하고 왜적에 항거하여 수년간 교전에 참가하였다.６１) 그러나 의병들이 국
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기에 이르자 망국의 통한을 품고 고향에 있는 노모와 형님에게 장차
망명의 뜻을 전하고 보부상으로 가장, 사방으로 동지를 규합하다가 경술국치 후 남만주로 망명하였
다.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동창생인 경남 양산 사람 신광재와 의기투합하여 백서농장 결
성에 참가하였다.
서로군정서가 창설되자 이들은 서로군정서 대원이 되어 함께 압록강 연변에 주둔하며 국내와 연
락하고 국내 진공대를 조직하여 적의 행정기관 파괴 공작에 종사하였다. 1920년 남북만주 일대가 일
본군의 침략으로 참혹한 변을 당할 때 교성대는 안도지역으로, 서로군정서 본부는 액목현으로 흩어
질 때 백광운은 동창생이었던 신광재 김소하와 함께 오히려 흩어진 독립군을 모집하여 의용대를 재
조직하고 국내외에서 친일 밀정들을 처단하고 적 기관을 파괴하였다. 이들의 무장활동을 간략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６０) 처음 군사조직으로 출발한 참의부는 재만 교포사회의 형편에 따라 점차 교민들의 자치 행정에 치중하여 행정․ 사법․ 입법 등 삼권분립의 체제
를 갖춘 준정부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６１)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자공훈록』제4권, 1987, 9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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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5월 20일에 동지 이창덕 외 4인으로 강계군 문옥면 적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 같은 해 7월 16일에는 이창덕으로 하여금 적 앞잡이로 유명한 후창군수 계응규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 1921년 1월 25일 적 경찰 70여 명이 관전현으로 침입할 때 독립군 10여 명으로 맹공격 하여 적
을 격퇴시켰다. 또한 관전현 태평면에 소재한 일제의 민단을 토멸하였다.
- 같은 해 가을부터 관전현, 집안현, 통화현, 임강현, 유하현 등 각 현에 소재한 일제의 민단, 보민
단, 강립회 등 수 십 개소를 격멸 숙청하였다.
- 이후 강계군 어뢰면 적 주재소 습격, 문옥면 적 주재소 습격을 통해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밀
정 제거에 전념하였다.６２)
백광운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을 거쳐 참의부 참의장과 제1중대장
을 겸임하면서 꾸준하게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참의부는 정의부나 신민부에 비해 한중국경과 가까
이 위치한 관계로 국내 진공작전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을 실행한 반면, 일본군의 공격도 다른
독립군 부대에 비해 더 심하게 받아 수많은 인명과 물자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였다.

참의부의 무장투쟁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저격’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총독을 죽이지는 못하였고 작전의 규모도 크지는 않았으나 우리 민족과 독립운동계에 적지
않은 용기를 불러 일으켰고, 반대로 일본측에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 것이다.６３)

1919년 3.1운동 직후 부임한 이래 소위 ‘문화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을 회유하려던 사이토 총독

은 수년간에 걸친 자신의 치적을 살피고 또한 국경지방의 치안과 경비상태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1924년 5월 서북지방으로 왔다. 총독 일행은 5월 19일 지방 유지를 비롯하여 신문기자, 다수의 경찰
관을 이끌고 두 척의 경찰 순시선에 나누어 타고 압록강 상류에서 신의주를 향하여 국경을 시찰하
는 중이었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탐지한 참의부 제1중대장 백광운은 소대장 장창헌에게 총독을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장창헌은 부하 전창식· 김창균· 현성묵 등 13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평안북도
강계군 고산면 남산동 마시탄의 대안(對岸)에 매복하였다가 사이토 총독 일행이 승선한 雄飛丸과 飛
鳥丸에 사격을 개시했다. 기습을 당한 일제 경찰은 겁에 질려 제대로 응전조차 못하고 사격권 내를 벗
어나기 위해 전속력을 달아났다. 총독은 비록 생명은 겨우 보전하였으나, 그 해 6월에 열리는 일본 국

６２) 이후 통의부에서의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440~443쪽 참조.

６３) 사이토 총독 저격 사건에 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의용군의 재등총독일행 총격｣, 『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3), 785-8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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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자신의 조선통치 업적을 보고하는 대신 돌발 상황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저
격 사건은 신문들과 상해의 《독립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민중의 반일정서를 크게 고무시켰다.６４)

참의부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초대 참의장과 제1중대장을 겸임하였던 백광운은 결국 통
의부의 반대파의 질시를 받아 통의부 유격대장 문학빈의 부하 백병준· 백세우(변만리)에 의해 1924
년 10월 18일 피살되었다.６５)
이와 같이 참의부는 1923년 8월경 통의부에서 분립하면서부터 1929년 해체될 때까지 7년여 동안 만
주와 국내에서 일제의 관공서를 파괴하고 일제 군경 및 밀정과 친일파를 숙청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재만 한인들과 내국인들에게 항일사상을 선전하고 그들의 항일투쟁을 고무시켰다. 참의부 독립군의
대일 무장 항쟁은 한민족 독립투쟁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６６)

5. 맺음말
무장투쟁은 대일항쟁기 일제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전략의 하나였다.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군 간부의 양성이 필요했다. 1911년 서간도 유하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서간도지역 최초의 무관학교라 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무
장투쟁은 물론 의열투쟁, 군자금 모집, 교육사업 등에 헌신하면서 남북 만주를 비롯하여 중국 관내,
러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여 혁명이념의 선전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

여기에서 발행된 《신흥학우보》는 국내와 해외 곳곳에 배포되어 남만주 독립운동계의 대변지 역할
을 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통화현 쏘배차 심산유곡에 독립군 군영인 ‘백서농장’이 설립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對日戰爭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독립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갖
고 있던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군영을 설치하여 장차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곳에 모인 정예군

６４) ≪독립신문≫ 1924년 5월 31일자. 반면 1925년 3월 16일 집안현 고마령에서 국내진입을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일제 경찰의 기습
으로 혈전 끝에 참의장 최석순 이하 29명이 전사하는 이른바 ‘고마령 참변’은 독립군 전투사의 불행이었다.
６５) 백광운이 피살된 시기는 1924년 10월 18일(음력 9월 13일)로 자료에 보인다.(신민부 鄭潤, 「백광운 公을 弔함」, 『한국독립운동혈사재료초
안』 <초고본>) 한편 백광운의 서거를 알리는 「부고」라는 필사본 문건에는 백광운이 1924년 9월 14일 상오 8시 집안현 본부 소재지에서 순국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부고에는 9월 18일자로 ‘참의장 대리 沈龍俊과 참의부원 일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혈사재료초
안』<초고본>에는 백광운의 순국에 대해 신흥강습소 시절부터 그를 지도했던 임시정부 이시영, 신민부 정윤, 동창생이었던 장기초(김소하)의
추도사가 실려 있다.
６６) 참의부 무장투쟁 상황은 김병기, 「참의부연구」, 94~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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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85명은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한편 둔전을 경영하며 식량을 자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심산유곡
오지에서의 軍營 운영은 그리 녹녹치가 않았다.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질병이 속출하면서 훈련과
농사도 더 이상 해나가기 어려웠다. 극한상황에까지 몰리면서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
국 만 4년 만에 한족회의 결정으로 농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3.1운동 후 군정부인 서로군정서가 설립되면서 졸업생들은 의용대에 참가하여 만주와 국내 각지에
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압록강 대안의 일제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 10월 일본군의 간도침입으로 촉발된 ‘간도참변’으로

서로군정서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청천이 이끄는 교성대는 안도현을 거쳐 러시아 이만으로,
본부는 액목현으로 각각 避戰策을 택하여 분산된 것이다. 다만 백광운 신광재 김소하 등이 지휘하는
잔여 병력은 남만주에 그대로 머물면서 일본군의 대부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1921년 초부
터 친일세력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남만주일대에서 보민회 조선인민회 등 친일단체들을 몰아내고 독
립운동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일제의 자료에 따르면 신광재의 신출귀몰한 무장활동은 친일파
와 일제 관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백광운 등이 ‘의용대 1중대’를 표방하며 맹렬하게

활동하던 중 1921년 8월 열혈 동지였던 신광재가 병으로 죽자 백광운이 뒤를 이어 의용대를 이끌었다.
1921년 말부터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통군부-통의부가 결성되고 백광운은 통의부 의

용군 제1중대장이 되어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통의부 내부에서 ‘복벽’과 ‘공화’라는 내부의 갈
등으로 의군부가 분립되어 나갔으나 이들 사이의 반목과 충돌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관망
하고 있던 백광운을 비롯한 통의부 의용군 제1, 제2, 제3, 제5중대와 유격대 독립소대의 군인들은 집
단적으로 통의부와의 관계를 끊고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수해하기 위해 성립된 단체가 참
의부이다. 통의부의 1차 분열로 의군부가 설립되었다면, 2차 분열로 참의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참의부의 조직은 무장투쟁을 위주로 편성되었다. 선임 중대장이 참의장을 겸임하고 5개 중대
를 중심으로 독립소대와 훈련대를 편성하였다. 행정조직은 최소화하여 군자금 징수를 위해 민사부를
설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통의부와 참의부의 알력과 대립은 그치지 않아 결국 1924년 10월 18일 참
의부 참의장 백광운은 통의부 군인들에게 피살되기에 이른다.
본명이 채찬인 백광운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오직 무장투쟁에 진력해온 뛰어난 지휘관이
었다. 백서농장의 농감으로, 서로군정서의 의용대장으로,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으로, 그리고 참의
부 참의장 겸 제1중대장으로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그는 무장투쟁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그
래서 남만주 무장투쟁사에서 백광운의 무장투쟁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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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백광운의 백서농장 경영과 재만무장투쟁
토론문
채영국(인천개항장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병기선생님은 발표주제인 백광운을 중심으로 일제하 우리 민족운동가들의 서간도 독립군기지
개척부터 시작해 참의부의 성립 및 활동까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저
도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인 부분 몇 가지 토론을 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은 백서농장이 1914년 설립돼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약 4년 넘게 존속했다고 발표하셨습
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신흥무관학교도 함께 서간도 지역 독립군양성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의 같은 영역에 역사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두 독립군양성기관이 존립한 양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은 교육과정이나 목표가 똑 같았을 것 같지 않고 교육수준의 차이라거
나 졸업 후 졸업생들의 역할이 틀릴 수 있도록 교육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광운이 초대 참의장이 된 참의부의 성립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김선생님

은 윤대원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집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참의부 결성시기를 1924년 6월 26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학위논문에서는 1923년 8월, 1924년 5월경 등 여러 설을 제시 하신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6일 이전에도 참의부 소속 유격대의 이름으로 일제와 항전을 벌인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24년 5월 29일 후창군 우항령에서 일경찰대와 유격전을 벌인 김창화부대, 24
년 6월 24일에는 자성군에서 일경찰대와 일전을 벌인 참의부결사대의 활약이 있었고, 특히 24년 5월
19일에는 동아일보와 독립신문에 보도까지 난 위원군 마시탄에서 조선총독 사이토 마고토를 공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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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헌 부대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6월 26일이 성립일이라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의부 지휘부, 즉 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의부의 최고 지휘관
인 백광운이 통의부 대원들의 공격을 받아 피살될 정도였으니, 통의부와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였을

것이고, 그 시기 통의부는 독립군기지 초기부터 우리 민족운동자들이 확보했던 유하 · 통화 · 환인현
등 서간도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했는데, 그렇다면 통의부에서 떨어져 나가 같은 서간도지역에서 이

주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한 참의부 사령부의 근거지는 어디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같은
시기 활동했던 정의부나 신민부보다 유독 국내진입 유격전을 활발히 펼친 참의부였기에 중요한 사실
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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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황민호(숭실대 사학과)

Ⅰ. 머리말
백산 지청천은 1888년 1월 25일 서울에서 아버지 池在善과 어머니 경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貫鄕은 충주, 冠名은 錫奎였고 아명은 壽鳳이었다. 그는 어려서 書堂 교육을 받았으며, 1897년 교동소
학교에 편입하였고 1904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교가 폐교되자 국비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였고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1914년 일본 육
군사관학교를 26기로 졸업하였다. 이후 1915년 靑島戰役에 참전하여 실전경험을 익혔으며, 1919년 4
월(음) 일본군 현역장교의 신분으로 서간도의 신흥학교를 찾아가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시작하
였다.
서간도지역으로의 망명 당시 지청천은 일본 육사 23기인 김경천과 함께 최신병서와 군용지도를 갖
고 갔다고 하며, 1919년 5월(음)에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서로군정서와
정의부의용대의 사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적극적
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１)
지금까지 지청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２) 광복군총사령으로서의 이청천의 활
동과 대동청년단 등 행방 이후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 성과도 다수가 있다.３) 이밖에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정의부에서의 활동과 민족유일당운동 및 혁신의회와 한국독립군의 활

１)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 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장군, 449-452쪽, 문학과지성사, 1995.

２) 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鬪爭史, 삼성출판사, 1949. 박영석, ｢白山 李靑天將軍｣, 在滿韓人獨立運動史硏究, 일조각, 1988. 이현주, 
한국광복군총사령 지청천, 역사공간, 2010.

３) 한시준, ｢이청천과 한국광복군｣, 한국근현대사연구56, 2011. 노경채, ｢일본 육사 출신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내일을 여는 역사1, 2000.
김수자,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 역사와 현실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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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한국독립군의 중국관내로의 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４)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김경천의 擎天兒錄과 지청천이 남긴 자유일기와 한국독립당에 참여

했던 李圭彩의 신문조서를 분석하여 이청천의 활동을 조명한 연구가 있으며,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５)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지청천의 활동을 정
리해 보는 한편, 이규채의 재판기록 등을 통해 나타나는 지청천과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에 대
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일
정하게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Ⅱ. 만주로의 탈출과 신흥무관학교
지청천의 유년 시절의 교육과정과 만주로의 탈출과 관련된 내용은 신한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
을 통해서 보면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긴 내용이지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청천은 경성사람이오 호는 백산이다. 품성은 영명◯◯하고 신체가 건장하고 위엄이 당당하
여 ◯◯군관자격을 갖추어 가졌더라 그의 소년시대는 한국 ◯◯초에 있었음으로 그때 신문화

의 최고학부인 배재학당에서 수업하야 보통과를 졸업하니 묘령이 17이요 때는 광무 9년이라 노
백린 이갑 등이 주관하는 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학을 배우더니 을사조약 늑체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아울러 무관학교와 및 무관유년학교까지 폐지함에 이로 인하여 이청
천이 학업을 중지하였고 그후 전임 무관학교 교장인 노백린이 다시 무관유년학교를 설립하고 50
명생도를 뽑아 가르칠 때에 이청천이 그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더니 1년을 지나 또 일본의 간섭을
받어 이 학교까지 폐지됨에 이청천이 다시 그 학업을 중지하게 되었나니 이청천이 소년시대에 군
사학을 배우는 길이 이만치 간난하였고 그는 이때로부터 국가의 주권 상실을 분기하야 맹세코
군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하더라

４) 황민호, ｢만주지역 민족유일당운동에 관한 연구｣, 숭실사학, 5, 숭실사학회, 1988. 박환, ｢在滿韓國獨立黨硏究｣ 在滿韓人民族運動史
硏究, 一潮閣, 1991 ; 추헌수,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신재홍, ｢한중연합군의 항
일전과 독립군의 수난｣ 한민족독립운동사 4, 1988. 張世胤, ｢韓國獨立軍의 抗日武裝鬪爭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한상도, ｢在滿 韓國獨立黨과 韓國獨立軍의 中國關內地域 移動｣, 사학연구55ㆍ56, 한국사학회, 1998.

５)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靑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황민호,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
투쟁｣,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이준식, ｢항일운동사에서 대전자령전투의 위상과 의의｣,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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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한국정부의 파견을 받어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육군중앙유년학교에 입학하여 6년을 전공

하여 육군사관과를 졸업하였더라 이청천은 본래 기품과 ◯략이 특출함으로서 일본군대에서 상
위가 되었고 청도 덕일전쟁에 중대장으로 출전하였더라
광복 대계의 큰 뜻을 품은 이청천이 부득이 一시 적군중에 근무한 것은 다만 군사학을 배우기
위함이요 또 적정을 유의하여 다른 날 전쟁에 참고를 삼기 위함이더니 1919년 3.1독립선언이 발
표된 후 5월에 드디어 군관을 버리고 틈을 타 만주 서간도로 가서 신흥학교의 군사교관이 되니
이것이 이청천의 본 뜻이오 그의 귀난 용이 못속에서 일어난 듯, 범이 함정을 벗어난 듯 대비략
을 꿰하더라.６)
위의 내용에서 보면 지청천의 품성이 영명하고 신체가 건장하며, 위엄이 당당하여 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무 9년(1905) 노백린
과 이갑이 주도하는 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학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주권 상실에 분기하여 맹세
코 군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하여 그가 군사학을 배우기 시작한 동기부터가 애국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청천은 일본 동경에서 육군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일본육사를 졸업하였으며, 청도전쟁에 출
전했다가 3ㆍ1운동 이후 서간도의 신흥학교에 가서 군사교관이 되니 용이 못속에서 일어난 듯하며, 범

이 함정에서 벗어난 듯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한민보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당시 미주 동
포사회가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청천의 만주로의 탈출은 일본육사 23기생인 김경천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김경천은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는 바와 같이 1919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 회의가 열리고 각 약소민족에게
도 권리를 준다함에 우리 동경유학생이 독립운동의 첫소리를 발하였소 이때 나는 동경에서 사

관학교를 마치고 일본 육군 기병대 1연대 사관으로 있으 때이라 꿈속같이 기쁜 중에도 ◯일듯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소. 그리고 병으로 수유를 얻어가지고 2월 20일에 경성에 도착하니 도처
에 공기가 이상스러웠소 그러터니 3월 1일에 독립선언이 터지니 이때 우리 군인 몇 사람은 장래
조선민족이 독립운동을 하자면 아령과 남북 만주를 중심삼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고 동지
이청천과 함께 밀의하고 국경을 넘으려는데 당시는 경계가 심한 때이라 잘못하다가는 잡힐 염려

６) 홍언찬, ｢한국독립광복군 총사령-이청천사략｣, 신한민보 1940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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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으로 6월 6일에 우리 두사람은 군복을 벗고 보통 양복을 갈아 입은 후 자동차로 수원으
로 갖었소 그리하야 수원에서 차를 타고 그대로 남대문으로 오니 해가지고 어둡게 되다. 그대로
신의주까지 와서 자는데 밤중에 경찰의 조사가 있음으로 그밤을 자지 못하고 처음에는 일인이
라 대답하고 정거장에 가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간도 모 사관학교에 가
서 군사를 기르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７)
위의 내용에서 보면 일본 육군 기병대 1년대 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경천은 민족자결주의의 영
향 하에 동경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ㆍ8독립선언이 결행되자 병을 핑계로 2월 20일 경성에 도착했으
며, 서울에서도 3ㆍ1운동이 일어나자 지청천과 국경을 넘어 국외로 탈출할 것을 밀의했던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후 지청청과 김경천은 자동차로 수원에서 남대문과 신의주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서간도
의 한족회에 도착했으며,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간도로 탈출한 지청천과 김경천은 한족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보
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의 고난이 끝이 있어 약 보름만에 봉천성 유하현 孤山子 大 子에 있는 서간도 무관학교에
도착하여 南一湖군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본 무관학교는 올해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
다가 독립선언을 이후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군사학을 시작한 것이니 범사에 매우 유약하다.
만주인의 건물을 임차하고 새로운 건축도 하는 중이다.８)
2) 3ㆍ1 운동 발발 후, 한족회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도 집행해야 했
다. 그리하여 한족회는 혁명운동의 요구로 군사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를 大韓西路軍政署라 명
명하였다. 산하에 2개의 좌우익(聯隊)를 설치하고 좌우익 아래 또 6개 큰 부대(大部隊)를 설치하
였다. 군정서의 간부는 모두 구 한 국정부군대의 고급군관 및 외국군관학교 출신이었으며 초급
간부는 新興學友團 단원 혹은 기타 군사학교 출신이었다. 그리고 군정서의 병사들은 전부 18~40
세의 한국교민으로서 3개월 이상 실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新興學校，본교와 분교의 2000

여 명 학생은 군정서의 간부후보였다. 한국교민(韓僑)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밤낮 없이 군사 교
육이 실시되어서 마치 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와 긴장이 감돌았다.９)

７) ｢米雪싸힌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經驗談(俄領朝鮮人 金擎天)｣, 동아일보, 1923년 7월 9일.

８) 김경천, 김병학 정리, 擎天兒日錄, 학고방, 2012, 76쪽.

９) 김학규, ｢30년이래 중국 동북에서의 한국 혁명운동(후속)｣, 광복 제1권, 제2기, 광복군총사령부정훈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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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의 내용에서 보면 국내를 탈출한 지청천과 김경천은 15일만에 유하현 고산자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에 도착하였으며, 신흥무관학교는 3ㆍ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3ㆍ1운
동 이후 보통교육 전부를 폐지하고 군사학에 집중하는 무관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2)에서는 3ㆍ1운동 발발 이후 한족회가 대한서로군정서라는 군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본교 분교
의 2,000명의 학생들은 모도 간부 후보였으며, 밤낮없이 군사교육이 실시되어 마치 전쟁전야의 분위
기와 같은 긴장감이 돌았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지청천과 김경천은 가을이 되기 전에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격하는 것을 꿈꾸며, 신흥무관
학교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김경천은 신영군과 함께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
로 떠났다고 한다.１０) 실제로 서로군정서에서는 독립군의 전력을 강화에 필요한 무기구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었는데 1920년 5월에는 金俊, 金鳳鶴 등 14명의 대원을 露領 秋風에 파견하여 무기를 구입 운
반해 오도록 하기도 했다.１１)
이 같은 상황에서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군사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919년 11월
에는 서로군정서사령관이 취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경신참변 이
전까지 서로군정서 대원들이 전개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내용이다.
<표 1> 1920년 서로군정서의 군사활동１２)
날짜

의용군 내역

군사 활동 내용

비고

1920. 6

의용군

국내 작전 전개, 평북 강계·자성·벽동·위원 등
서로군정서 국내 작전 시작
지에서 적 기관 습격, 밀정 처단

1920. 6

1중대 1대

野猪溝에서 일제 경찰대·산림대와 교전

6명 전사

1920. 6

의용권 李東奎 등 1대

평북 삭주 양산면 적 주재소 습격

許基浩 등 4명 전사, 천마산대와 합동으
로 작전

1920. 6

중대 1대

집안현 磊四岔, 관전현 小荒溝에서 적 경찰대
와 교전, 격퇴

1920. 6

1중대 1대

집안현 祥和堡에서 적 경찰대 60명 격퇴

1920. 8

李昌德·李宗植 1대

평북 후창군의 친일파 군수 등 총살

1920. 8

金東淳·韓愚鍚 등

서울에서 적 고관 처단, 군사령부 설치 계획

10명 체포로 실패

１０) 앞의, 擎天兒日錄(1919년 6월 9일 이래)o9, 79쪽. ‘여름이 다가고 초가을이 올려고 한다. 여러 유지들은 낙엽이 떨어지면 군사행동이 불리
하니 무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압록강을 한번 넘기가 소원이라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현재 형편으로는 압록강을 고사하고 개천도 못건너
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무기 문제가 생겨 혹은 무송현으로 가자하며, 혹은 러시아령으로 가자고 한다. 회의한 결과 러시아령 니콜리스
크로 가기로 하였다. 위원을 정하니 나와 신영균 두 사람이다.’

１１) 국사편찬위원회, ｢間島不逞鮮人團狀況｣, 한국독립운동사3, 645쪽.

１２)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군전투사일지｣. ｢서로군정서의 전투｣, 독립운동사5, 지복영, 앞의 책, 7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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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7

의용군 문학빈·宋文平
삭주·벽동 등지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등 1대

1920. 8

의용군 문학빈·송문평
평북 자성·대안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등 1대

1920. 8

유격대

평북 강계 고산면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격퇴

4중대 이병철 등 1대

평북 강계군 문옥면·삼강면에서 적 주재소, 면
사무소 습격, 무기노획, 적의 자금 압수

1920. 9

하찬리·이구태 전사

Ⅲ. 정의부에서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920년대 중반 이후 지청천은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정의부에서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 의용군 총
사령관으로서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대한통의부를 탈퇴한 梁起鐸이 길림지
역의 유력자인 李章寧과 朴觀海 등을 설득하여 찬성을 얻은 후 全滿統一會議籌備會를 개최하기
로 하고 이장녕을 주비회장으로 추대하여 1924년 7월 10일 길림에서 주비발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가 지속되면서 12월 25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이 결의되었고 정의부가 건립
되었다.１３)
이후 정의부에서는 지방치안유지를 위해 무장대를 둘 것, 정의부 구역은 당분간 하얼빈, 額穆, 北
間島의 선을 劃하고 그 이남의 만주 전부를 포옹할 것, 유지비로서 매호에서 해마다 6원과 별도로 소
득세를 부과할 것 등을 결의하였으며, 憲章 및 宣言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행정위원으로 이탁ㆍ吳
東振ㆍ玄正卿ㆍ金履大ㆍ尹德甫ㆍ金容大ㆍ李震山ㆍ金衡植 등을 선임하였는데 이 때 지청천도 선임되었
다. １４)
또한 정의부는 초기에는 본부를 유하현 삼원보에 두고 참의부의 세력권인 관전현, 집안현, 桓仁縣,
통화현 등 4개현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10개의 地方總管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의부는 본
부를 樺甸, 吉林의 新安屯, 盤石 등지로 옮겨가며 활동하였으며, 1926년 말 경에는 17개 지방총관소를
설치하였고 奉天省과 吉林省에 살고 있는 한인 1만 7천여 호, 8만 7천 명을 관할하는 만주지역 최대의
독립운동 기관이 되었다.１５)
정의부는 산하에 군사부를 두고 사령관 아래 중대와 소대를 두는 군사조직을 갖추었는데 지청천은

１３) 정원옥, ｢재만정의부의 항일독립운동｣, 한국사연구, 34, 1981, 120쪽.
１４)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18쪽.

１５) 변승웅, ｢정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4,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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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군대 출신의 金昌煥 및 吳東鎭 등과 함께 지도부를 형성하였으며, 양세봉ㆍ문학빈ㆍ정이형
등이 소대장과 중대장의 직책을 맞고 있었다.１６) 또한 정의부는 부내의 모든 장정에 대하여 의무병제
를 실시하였으며, 상비군으로 8개 중대와 民警隊를 두었고 1927년에는 7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대체로 모젤과 뿌로닝 권총 그리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１７) 한편 농촌에
는 군사보급회를 설립하여 모든 장정과 재향군인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１８)
지청천은 정의부 결성 직후인 1925년 1월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그의 임기는
1926년 10월 오동진이 후임으로 정의부 사령관에 임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１９) 그리고 1927년 12월
오동진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자２０) 재차 정의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으로 선임되었으며, 정의부 中

央査判所長을 겸임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정의부 사령장관 吳東振이가 톄포되어 신의주 검사국에서 취됴를 밧는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正義府에서는 그 후임 사령관을 물색하든 중 근간에 와서 額穆縣 蚊河子에 거주하는 日本士官
學校 출신으로 步兵中尉까지 다니든 李靑天(四五)를 선발하야 오동진의 후임을 삼는 동시에 다
시금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리라더라.２１)

위의 내용에서 보면 오동진이 체포되자 정의부에서는 그 후임으로 지청천이 선발되었으며, 향후 지
청천을 중심으로 한 정의부 의용군이 상황을 수습하면 여러 방면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추
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청천은 정의부의 결성 초기
부터 정의부 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２２)

１６) 당시의 정황에 대해 김학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25년, 梁基鐸, 李택 등은 統義府, 義成團, 匡正團 등 8개의 단체를 大韓正義
府로 통합하자고 제의하였다. 大韓正義府 본부는 吉林의 樺甸에 두기로 했는데 이곳에 본부를 두면 거의 동북삼성의 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義務金 납부자는 10만戶에 달하고 正義府의 모든 제도는 마치 공식 정부와 같았다. 興京 旺淸門에 化興中學를 설립
하고 柳河 三原浦에 東明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밖에 기타 학교들을 설립하고 교포 및 자손들의 교육하였다. 또한 樺甸城에 華成義塾을 설
립하고 혁명 간부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켰다. 旺淸門에는 남만학원을 설립하고 혁명에 필요한 각종 학문을 연구하였고 무장한 부대는 계속
하여 대한의용군으로 명명하였다. 대한의용군은 吳東振과 李靑天 등 사령관의 지휘 하에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김학규, ｢30년
이래 중국 동북에서의 한국 혁명운동(후속)｣, 광복 제1권, 제2기, 광복군총사령부정훈처, 1941.
１７)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靑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１８)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137~138쪽.
１９) 지복영, 앞의 책, 454쪽.

２０) 국가보훈처,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제4권, 1987, 747~749쪽.

２１) ｢吳東振後任은 李靑天으로 決定, 내부의 정돈을 마치고서 各方面에 活動開始｣, 동아일보 1928년 2월 8일.

２２) 지청천은 1928년 8월 제5회 정의부 중앙의회에 참가하여 유일당조직 방안에 대한 견해차이로 김동삼 등과 함께 정의부와 관련한 직무 포기 선
언을 할 때까지 대체로 정의부 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활동을 관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주, 앞의 책,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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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아일보에 나타난 정의부 의용군의 중요 활동
날짜

기사제목

1925.6.14.

正義府白山義勇隊 咸北에 潛入說, 대장 車承九의 인솔로 이십명이 드러와 군자금모집중이라고

1925.11.18.

大韓獨立團 正義府員 出現, 권총가지고 강서에 나타나 현금강청

1925.12.2

正義府義勇軍 무긔 불온문서 휴대코 潛入說, 李春山인솔하에, 동시에 군자도 모집코저

1925.12.11

正義府義勇軍 別動隊員 潛入說, 정보가 뎐하는 그들의 목적은 정읍 보텬교에서 돈 어들것과 白白敎의 八
萬圓도

1926.2.18.

正義府員 入京? 동지를 구하려 세명이 입경 한편으로 군자금도 모집해

1926.4.21.

正義府員六名 長春에서 警官에게 被捉, 각쳐에서 군자금모집한 까닭

1926.4.24.

正義府先鋒 小隊長申容哲 조선침입중도에서 잡혀

1926.4.24.

正義府서 海陸竝進決死隊 組織코 함남 평안남북도로 파견(四月二日)

1926.6.4

正義府員 六名中 金忠錫 金利大 두명이 시내에 잠복하엿다고, 機密係에 倒着한 情報

1926.6.29

軍資募集 檄文, 평북디방에 격문을 보냇다고, 正義府 義勇隊에서

1926.8.1

楚山警官을 襲擊射殺한 正統團員 鄭伊衡被捉, 적화선뎐을 주요한 목뎍으로한 길림의 정통단 金尙源은 신
의주에서 鄭伊衡은 길림에서 잡혀, 主要한 目的은 朝鮮의 赤化計劃

1926.11.7

騷然한 情報와 各地의 拳銃靑年, 正義府拳銃隊 潛入說, 勞働者로 變裝한 崔聖八一隊

1926.11.14

勞働者로 變裝한 正義府員 軍資모집코자 入境, 地方行政委員長 崔聖八 部長外三名을 引率

1926.12.2

拳銃으로 軍資募集, 여러곳에서 금품을 모집, 新義州署에 被捉된 正義府員二名(新義州)

1926.12.31.

警官 六名을 殺害한 正義府軍曹 六名被捉, 초산과 창성등디에셔 경관들을 죽여 젼후다섯해 동안에 놀랄만
치 활동해, 昌城淸山駐在所 襲擊事件, 前後五年間 十數回犯行

1827.2.5

正義府員入境, 경찰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정의부원이 또 드러왓다고, 義勇團과도 連絡活動, 正義府 秘密
幹部會議

1927.3.27

正義府員潛入? 총독부 명령밧고 경북경찰부대 正義府무력단원인 朴泰柱 체포코저 활동

1927.8.16

龍川郡? 天摩嶺? 今明間 衝突豫想 평북경찰부의 대대뎍활동, 正義府員 四人隊消息, 侵入만을 防禦 경
찰소극방책

1927.8.22

東出西沒의 拳銃隊와 戒嚴狀態의 國境: 正義府의 義勇隊一派 三十餘名의 國境潛入을 揚言 兩處에 突
現 檄文을 撒布, 軍資를 募集, 義州隊와 同系의 定州隊詳報,警部의 親子를 拳銃으로 脅迫

1927.8.28

正義府員 간대온대, 警察이 그 服色으로 徹夜, 차저다니는 정의부원은 간데온데 업고 그 복색차린 경관대의
활동만 더욱 엄중, 平北拳銃團의 其後消息

1927.10.8.

平原拳銃團은「大韓正義府員」李正岩과 金海岩으로 판명, 前後八處의 富豪襲擊

1927.11.5,

正義府員 大金을 領去, 네명이 나타나 대금을 밧고 유유히 종적을 감추어 버려, 今般에는 北靑郡에

1927.12.9.

對岸을 筆頭로 南朝鮮에 潛入, 압록강결빙긔를 리용해 正義府의 끔직한 計劃

1927.12.10.

軍資五千圓請求, 고발밧고 경찰은 대활동, 正義府別動隊名義로

<표 2>에서 보면 당시 정의부의용군 국내로 진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격문을 살포하였으며, 경찰 등 친일세력을 처단하는 등 일제의 국경치안은 교란하는 적극적인 활동
을 전개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41년에 발행된 광복 제1권 1기에 수록된 ‘光復軍總司李靑天將

略歷’에서 보면 ‘繼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 軍事部長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 鴨綠江沿岸各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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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지청천은 정의부중앙집행위원, 군사부장 겸 조선의용군 사령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연안 각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휘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２３)
正統團 위원인 평북 용천군 양광면 정이형(三二) 경남 부산출생 金鍾範(三◯)외 한명은 赤化宣
戰의 사명을 가지고 약 3개월 전부터 중국 길림 北極門부근에 근거를 두고 표면으로는 秋田洋行
支店을 경영하는 듯 보이고 교묘히 관헌의 경찰망을 피하여 오든 바 동 단원 金尙源이라는 사람
이 지난달 7월 상순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신의주경찰서에 체포되었는데 평북 경찰부에서는 경
찰관 2명을 길림에 파견해 그곳 영사관 경찰서와 협력하여 가지고 수색한 결과 전기 정이형은 마
침내 체포되고 김종범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정은 부하 30여명을 거느리고 상당한 활동
을 하던 사람으로 大正 11년에 평북 초산으로 부근에 들어와 파출소를 습격하고 高橋순사와 2
사람을 죽인 일까지 있다더라.２４)
또한 위의 보도기사에서 보면 지청천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정이형의 체포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정이형은 1926년을 전후하여 부하 30여명을 거느리고 상당한 활동을 하던 인물이
며, 1922년에는 초산 부분의 파출소를 습격하여 일제 순사 高橋 및 친일파 2명을 처단했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청천은 그가 남긴 ｢자유일기｣ 1956년 12월 11일자에서 정이형의 죽음에 대해 가
슴 깊이 애도하였다.２５)
한편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전민족유일당운동과 삼부통합운동이 활발해 지자 지청천도 이 운
동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정의부에서는 대체로 민족유일당운동의 촉성을 籌備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도 3부통합운동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２６)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２３) ｢光復軍總司李靑天將略歷｣, 光復 第1卷 第1期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 1941. 21-22쪽.

２４) ｢楚山警官을 襲擊射殺한 正統團員 鄭伊衡被捉, 적화선뎐을 주요한 목뎍으로한 길림의 정통단 金尙源은 신의주에서 鄭伊衡은 길림에서
잡혀, 主要한 目的은 朝鮮의 赤化計劃｣, 동아일보 1926년 8월 1일. 그런데 이 보도기사에서 정이형을 정통단원이라고 한 것이나 적화선전
을 위해 활동했다고 보도한 것은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２５)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靑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95쪽 재인용 ‘‘쌍공 정이형 동지가 서세
하다. 정동지는 吾가 정의부 조선혁명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문학빈과 같이 5개 중대장의 1인인 지계부하이다. 적에 피포된 이래 근 20년 의
주, 평양, 서울 감옥으로 전전하다 미군에 의해 석방되어 출옥되었는데 금년에 60세 가까이 되었다.... 20년 영어생활을 한 진정한 애국자 독립
군이다.... 민족의 영웅으로 천당에 가서 깊이 평안하고 영화롭기를 축원하노라 만수를 다 잊고 고이 잠드소서’라고 하였다.”

２６) ｢央會議에서 決議된 正義府의 新方針, 위원 오십여명과 각 대표 참석, 三府統一積極圖成｣, 동아일보 1927년 11월 23일. ‘모처에서 전
하는 바에 의하면 만주를 중심무대로 하고 모처에서 조선◯◯운동을 맹렬히 하던 정이부에서는 지난 9월 경 모처에서 중앙의회를 열고 주민
자치와 ◯◯운동에 대한 신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바 참회의원은 중앙집행위원 김동삼 이하 9지방 7개구역 위원 등 합 50여명과 기타 ◯◯로
동당 만주청년총동맹 만주여자교육회 등 각 단체 대표 10여명이 있었다는데 행정상 보고 등 각 보고가 있은 후 시국문제, 자치, 교육, 군사, 재
정, ◯◯결산, 예산, 인선에 대한 장시간의 토의를 한 결과 결의된 全案은 아래와 같다더라. 결의안 一. 시국문제 (가) 만주운동의 통일을 위하
여 ◯◯부는 양부와의 통일을 적극 圖成하기로 함. (나) 전민족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유일당 촉성을 籌備하기로 함. (다) 중국에 입적하지 못
한자는 입적케 하고 기 입적한 자는 시민권 획득을 장려노력케 하기로 함. (라) 농민부인청소년운동을 일류적 규율하에서 그 발달을 기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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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운동세력은 1928년 5월 12일부터 18개 단체대표 39명과 30명의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화전현
에 있는 華興學校에서 제1차 전민족유일당촉성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지청천은 고할신, 양세봉,
金文擧 등과 함께 정의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5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계속된 회의에서 만주지역의 각 운동세력은 크게 보아 유일당에
대한 조직 방식을 놓고 단체본위조직론과 개인본위조직론 등이 대립하면서 결렬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단체본위조직론은 민족유일당이 다수의 소운동단체를 기초로 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
며, 정의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 계열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파를 형성하고 있
었다.
또한 개인본위조직론은 기성의 군소단체를 본위로 해서 유일당을 조직할 경우 기성단체 중에는 남
을 인솔할 만한 실력과 권위를 갖춘 단체가 없으며, 또한 지방적 파벌에 의해 당파전의 소굴이 될 우
려가 있음으로 유일당은 개인본위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체로 개인본위조직론은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사회주의계열의 단체들이 다수 찬성하고 이들은 촉성회파를 형성하고 있
었다.２７)
그러나 민족유일당운동이 초반의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전개되자 지청천은 1928년 8월 제

5회 정의부 중앙의회에서 자신이 정의부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관을 달
리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고,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
하고 협의회를 탈퇴하는 한편, 정의부에서의 직무를 포기하였다.２８)
민족유일당촉성회의와 3부통합운동이 성과없이 결렬되자 지청천은 혁신의회에 참가했는데 혁신
의회는 1928년 12월 하순 길림에서 존속기간 1년의 군정부 건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었으며,２９)
결성 당시 회장에는 김동삼, 중앙집행위원장에는 金元植, 군사위원장에 황학수, 군사위원에는 지청
천, 민정위원장에 金承學이 취임했으며, 지청천, 김승학, 신숙 등 16명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
다.３０)
또한 혁신의회에서는 民族唯一黨在滿策進會를 조직하여 민족유일당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 했는데 정의부 탈퇴파에서는 지청천, 김동삼, 김원식, 金尙德 외 4명이 참의부에서는 金希山, 金篠
廈 외 2명이, 신민부에서는 김좌진, 황학수, 金時野, 崔灝, 鄭信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３１) 이

보도에서만 보아도 정의부에서는 시국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3부통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２７) 黃敏湖, ｢滿洲地域 民族唯一黨運動에 關한 硏究-唯一黨促成會議를 中心으로-｣, 崇實史學5, 1988 참조.
２８) 지복영, 앞의 책, 181쪽. 454쪽.

２９)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 102쪽.

３０)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151쪽.
３１) 慶尙北道警察局, 高等警察要事, 1927.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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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책진회는 중앙집행위원장에 김동삼, 동 위원에 김좌진, 全盛鎬 등을 선출하고 大黨促成을 위한 활
동을 전개하였다. 대체로 혁신의회는 김좌진, 김승학, 홍진, 지청천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여
기에 일부 사회주의계열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３２)
그리고 이와 같이 조직된 혁신의회에서는 참의부 관할구역을 南一區, 정의부에서 탈퇴한 지청천과
김동삼 등의 관할구역을 中一區, 신민부 관할구역을 北一區로 나누고 대당촉성의 적극적 봉조, 軍事
善後 및 敵勢侵入의 防止, 합법적 자치기관(同鄕會)조직, 잔무정리를 목표로 활동하였다３３).
그러나 1년을 기한으로 하여 군정부를 결성하고자 했던 혁신의회는 1929년 4월 남만에서 國民府가
결성되자 더 이상의 활동이 곤란해졌으며, 좌우연합적 조직이라는 한계 등으로 이해 더 이상 활동하
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혁식의회는 1929년 5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조직을 해산
하였고 책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３４) 그러나 책진회의 경우도 만주 각지에서 모인
간부들이 오래동안 근거지를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좌진과 김시야는 북만주로, 지청천은 五常
縣으로 김승학과 박희곤, 이백파 등은 남만주로 돌아가자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３５)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청천은 1920년대 후반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계가 재편되
는 과정에서 민족진영은 물론 좌ㆍ우익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
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결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Ⅳ.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지청천
1) 한국독립당ㆍ군의 결성
혁신의회의 활동 이후 북만으로 돌아온 지청천은 일종의 농업주식회사인 생육사를 조직하고 활동
하기도 했으며,３６) 그는 크게 보아 한인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독립당과 한

３２) 황민호, 앞의 책, 102-103쪽.

３３) ｢革新議會｣, 大韓民國光復會, 獨立運動大事典, 763쪽.

３４) 國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5, 探求堂, 1968. 732쪽.

３５)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1956, 275쪽.

３６) 북만으로 돌아온 지청천은 1929년 五常縣 沖河를 근거지로 生育社를 조직했는데 1930년 2월 13일 길림 春登河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
했을 때 190株를 농토를 조차하여 경영했다고 한다.이 생육사는 후일 한족총연합회와 같이 한국독립당의 모체가 되었다.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靑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32

2014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식 학술회의

국독립군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북만지역의 한인공산주의자들은 김좌진을 암살한 후 계속해서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1930년 6월 18일에는 山市에 있는 한족총연합회의 근거
지를 습격하여 그 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연합회의 간부 박경천ㆍ김종진ㆍ이을규 등을 살해하려다 실
패하기도 하였다.３７)
이러한 가운데 한국독립당의 총무위원장과 정치부위원으로 활동했던 李圭彩３８)는 자신의 재판기
록에서 북만지역에서의 민족진영과 한인공산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한국독립당의 결성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1930년을 전후하여 舒蘭縣에서 이장녕, 박일만 등과 교유하며 농장을 개간하고자 했으나 한
인공산주의자들의 주도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이들로부터 민족주의자임으로 박멸하라는 사형선
고를 받고 危害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중국관헌의 보호 하에 楡樹縣으로 도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유수현으로 도피하여 동지들을 규합, 공산주의자들과 대등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던 이규
채는 이 과정에서 신숙으로부터 5월 5일에 중동선 二道河子에 있는 朴觀海의 집에서 한국독립당의
결성을 위한 준비회가 개최될 것이며, 7월에는 일단 당이 조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
다. 이후 이규채는 6월 중순 이도하자로 갔으나, 이미 한국독립당의 준비회는 끝나고 朴觀海, 鄭信, 申
肅, 崔 , 李章寧 등을 중심으로 당의 결성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였다.３９)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독립당은 1930년의 간도봉기를 전후하여 한인공산주의자
들의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승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5개월간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이론체계와 조직체계를 완전 정비하여 表面自治體와 裏面
核心機構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表面自治體를 軍民議會라 하고 裏面 核心體를
韓國獨立黨이라 하여 獨立運動의 最高指導權을 가지게 하고 各部에 소속해 있던 軍隊는 精粹

分子를 擇하여 獨立黨軍으로 편성하였는데 … 이상과 같은 陣容으로 막 활동을 개시하려 할 때
에 또다시 大打擊을 받았으니 … 倭敵에게 被殺되고 共産主義者들에게 虐殺되어 도저히 再起不

能의 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李靑天 洪震 黃學秀 申肅 吳光鮮 沈萬浩 李章寧 安旭 李元芳

３７) 堀內稔, ｢韓族總聯合會について｣, 朝鮮民族運動史9, 1993, 43쪽.

３８) 국가보훈처,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5卷, 1988, 700~701쪽.

３９)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43, 2000.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193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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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精 崔岳 등은 다시 용기를 내어 北滿에서 黨勢를 擴張하게 되었는데 …４０)
위의 내용에서 보면, 한국독립당은 裏面의 핵심체로서 독립운동의 최고지도권을 갖는 기관으로 결
성되었으며,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나 지청천ㆍ황학수ㆍ홍진 등이
다시 용기를 내어 黨勢를 확장하였고, 당이 결성될 때 精銳分子를 택하여 한국독립군도 편성하였다
고 하여 당의 결성과정에서 지청천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규채는 한국독립당은 당을 결성한 이후 군사부를 개칭하여 한국독립군이라 하였으며, 당원
중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보통학교를 졸업 정도의 우수한 인력을 군에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뿐만 아
니라 한국독립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直接行動을 취하기 위한 조직으로, 1930년 11월 결성되었고
병력은 1개 소대에 50명씩 6개 소대, 2개 중대로 편성된 3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４１)
이밖에 이규채는 창립대회 개최와 토의사항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문 대회에서 어떤 것을 토의하고 결정했는가.
답 대회에서 사회자로 申肅을 선정하고, 임시서기로 閔武를 선정한 뒤에 선언으로
一, 백의동포는 소련공산당에 속지 말자.
一, 백의대중은 일치 협력하여 조국의 광복을 도모한다.
강령으로서
一, 조선의 정치독립
一, 조선의 경제독립
一, 조선의 문화독립을 제정하고,
이에 六대 강요로서
一, 입헌민주국으로 한다.
二,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한다.
三, 신문화 학술을 수입한다.

４０) 金承學, 韓國獨立史 362-363쪽.

４１)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1935년 1월 31일. ‘문 위와 같이 하여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피
고인은 각 임원과 협의하여 군사부는 그것을 한국독립군이라 일컫고, 당원 중에서 二○세 이상 四五세 이하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사람으
로 우수한 분자를 선발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당이 목적하는 조선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는데 어떤가. 답 그렇
다. 군사부를 개칭하여 한국독립군이라 하고, 당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직접행동을 취할 방침을 결정한 것은 틀림없으나, 원래 독립군은 滿洲
각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원의 포학이 심했으므로 그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했던 바, 그것이 三○○여 명에 달해서 더
욱 그것을 확대하여 조선독립운동 실행을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문 독립군 편성 당시는 그 수효가 약 三○○명으로서 二개 중대, 六개 소
대를 편성했다는데 그런가. 답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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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약소민족과 제휴한다.
五, 각지의 민족단체와 연합한다.
六, 국민의 교육은 의무적으로 한다 등을 결정한 뒤에
조직은 집행위원제로 하고,
부서로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군사부, 선전부, 조직부를 설치하여 중앙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
에 각지의 당부, 지부 반을 조직하여 각각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중앙기관 이하의 지방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一, 지방당부는 중앙기관과 마찬가지고 상무위원 六명을 둔다.
一, 지부에는 군사부만 두지 않고, 다른 五부를 두며 상무위원 五명을 선임한다.
一, 반에는 문화, 경제, 조직의 三부를 설치하고 상무위원 一명을 선임하여 각각 집행을 담당하는
데, 중앙기관에는 집행위원 三○명이고, 그 중 상무위원은 一二명으로 되어 있었다.４２)
위의 내용에서 보면 한국독립당의 창립대회는 우선 ‘백의동포는 소련공산당에 속지 말 것과 일치
협력하여 조국광복을 도모할 것’을 선언함으로서 한국독립당이 소련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조국의 절
대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진영의 조직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6대 綱要에서는 입헌민주주의와 토
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및 의무교육의 실시 등을 주장함으로서 향후 건설될 독립국가의 면모를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창립대회에서는 한국독립당의 黨首４３)로는 洪冕熙를 선출하고 정치부장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정
치부위원에는 이규채, 경제부장 崔 , 문화부장 申肅, 선전부장 鄭信, 조직부장 朴觀海, 군사부장에는
지청천을 선출하였다.４４)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을 담당한 인물도 정했는데 朴觀海ㆍ申肅은 阿城, 濱州지
방을 담당했으며, 閔武ㆍ鄭信은 寧安, 李章寧은 五常, 舒蘭은 崔 ㆍ朴世晃은 方正, 李靑天ㆍ李圭彩는 楡
樹를 담당하였다.
2) 한중연합전선과 대전자령전투
한국독립군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11월 2일 吉林省 大石河子에서 긴급 중앙회의

４２)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1935년 1월 31일.

４３) 앞의, 京城地方法院刑事部, ｢李圭彩 공판조서｣, 1935년 2월 26일에서는 ‘당수 겸 정치부장에 洪震, 군사부장에 李靑天, 선전부장에 鄭
信, 조직부장에 朴觀海, 경제부장에 崔䲧, 문화부장에 申肅이 각각 선임되어 취임하고, 나는 정치부원 겸 군사부참모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４４) 앞의,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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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고 첫째, 各軍區에 총동원령 내려 軍事行動을 개시할 것, 둘째, 黨內 일체의 공작을 軍事方
面에 집중할 것, 셋째, 吉林省 抗日軍事 당국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韓中合作을 상의할 것 등을 결정
하였다.４５) 그리고 11월 10일에는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장병의 召集과 徵募활동에 들어갔으며,
４６)

이때 黨에서는 군사위원장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여 한국독립군의 편제를 강화하였다.４７)

또한 한국독립군은 중국군과의 한ㆍ중연합작전의 전개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일제의 침
탈과 중국군의 박해라는 이중적 곤경에 처해 있는 한인사회를 보호하고 한국독립군의 전투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독립당에서는 1931년 11월 12일 신숙과 남대관을 중국 護路軍聯合軍摠部에 파견하여 양
측의 연합작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４８) 賓縣政府의 主席인 誠允과의 논의를 통해 무기와 군
자금의 지원 및 한국독립군의 독자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４９) 한편 한국
독립군은 대규모 병력이 한곳에 집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寧安縣 동쪽(嶺東)과 서쪽(嶺西)으로 나누
어 활동하였으며,５０) 따라서 부대 편제는 단위부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성을 견지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５１)
한편 이청천의 한국독립군은 1932년 1월 大石河에서 개최된 임시대회 이후 延樹縣에서 길림자위군
의 王之維와 연합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하기로 결의한 뒤, 독립군 총사령 李靑天은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재래의 독립군을 소집한 결과 인원 六○명에 달했으므로 그것을 우선 一대로 조직 편성하여 吉
林省 자위군 王之維가 인솔하는 약 一○만군과 연합하여 전투하여 黑龍江으로 향하여 퇴각하
는 도중에 중국군의 王之維는 귀화하고, 잔병 약 五만군과 함께 黑龍江까지 가서는 할 수 없이
日·滿군의 토벌을 받아서 승산 없이 패산하여, 소화 七년 八월에 阿城으로 李靑天은 약 四○○
여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되돌아왔다.５２)
위의 내용에서 보면 지청천은 임시대회 이후 각 지방에 산재한 6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길림자

４５) 一靑,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東北殺敵將史｣, 韓國光復軍司令部編, 光復제2권 제1기, 53쪽. 蔡根植, 앞의 책, 157쪽.
４６) 앞의, 光復제2권 제1기, 53쪽.

４７) 앞의, 독립운동사5, 599쪽.

４８) 앞의, 光復제2권 제1기, 53쪽.

４９) 박환, ｢재만한국독립당에 대한 일고찰｣, 韓國史硏究 제59호, 1987, 151-152쪽.
５０) 丁慧芝ㆍ胡淑英ㆍ李秉剛 編, 東北抗日義勇軍史料匯編: 吉林分冊 321쪽.

５１) 앞의, 독립운동사자료집10, 612쪽

５２)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三회)｣, 193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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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군의 왕지유가 이끄는 10만의 병력와 연합하여 흑룡강까지 진출, 항일전을 전개했으나 왕지유가 변
절하고 일ㆍ만군의 공격을 받아 상황이 어렵게 되자 중국군 패잔병 5만과 함께 퇴각했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지청천은 전투에서 패하여 아성현으로 돌아오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400명
의 독립군 병력을 모집해 오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한국독립군 총사령으로서 갖고 있던 독립운동에 대
한 의지와 지도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제는 한국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
자 지청천, 오광선, 김창환, 이규채 등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５３)
또한 1932년 5월 초순 경 이규채는 安海崗고 함께 阿城에 있는 吉林自衛聯合軍 총지휘관 楊曜鈞５４)
을 방문하여 길림자위연합군 제3군(軍長 考鳳林)과의 연합을 성시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七년 五월 중순경에 李靑天이 黑龍江省에서 돌아오기 전인데, 대대장 吳光善은 黑龍江省에서 먼
저 돌아왔으므로 吳光善과 부사령 金昌煥을 불러서 잔류하여 독립군을 소집하라고 명했던 바,
군인 약 六○명을 모집해 왔으므로 제三군 내의 한국군인 부대를 편성했다. 우선 李靑天이 귀
환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阿城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동년 八월 一일경에 李靑
天이 黑龍江省에서 약 四○○여명을 인솔하여 귀환했으므로 그것과 함께 편성하여 제三군과 연
합하여 阿城을 방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５５)
위의 내용에서 보면 양측의 연합은 지청천이 흑룡강성에서 돌아오기 전 성사되었으며, 이에 한국
독립군은 부사령 김창환과 흑룡강성에서 먼저 돌아온 대대장 오광선이 소집한 60명의 대원을 중심
으로 제3군 내에 한국부대를 편성하여 지청천이 귀환할 때까지 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흑룡강성에서 400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귀환하자 제3군(軍長-考
鳳林)과 연합하여 阿城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60명 정도의 한국독립군이 10만명에 이르는 길림연합자위군과 합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

해 이규채는 ‘중국 군인은 무식한 사람뿐으로 상관은 나쁜 일을 하지 않지만 병사들이 멋대로 하는
반면, 조선인은 모두 상당한 학문도 있고 소행도 좋기 때문에 반갑게 환영’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었다.５６)

５３) 조경한, ｢지청천 장군과 광복군(하)｣, 세대 1970년 11월호, 299쪽.

５４) 楊曜鈞은 중국 육군 중장이며, 연합군은 3군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10만이었다고 한다.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이규채 신문
조서｣, 1935년 1월 31일

５５)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三회)｣, 1935년 1월 21일.
５６)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이규채 신문조서｣, 193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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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내용은 제1차 쌍성보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개최된 한국독립당과 군의 간부연석회의에
대한 이규채의 증언인데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한국독립군 내부에서는 중국 관내로의 이동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총사령 지청천은 액목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王德林과
연합하여 계속해서 항전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규채 등은 한인들의 안정과 생계대책이 중요하며, 만
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더 이상 승산이 없음으로 중국관내로 들어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리고 의견이 양분되자 연석회의에서는 이규채를 선발대로 관내에 파견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한국독립군은 현지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다 패하면 관내로 이동할 것을 약속했던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５７)
이후 한국독립군의 이청천 이하 400여명의 병력은 8월 15일에 전개되었던 쌍성보 제1차 전투에서의
승리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9월 하순에 다시 雙城堡 제2차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이 전투에서는 일
본 공군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고 同賓縣으로 퇴각하였다.５８)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일본군의 대공
세를 견디지 못한 고봉림이 투항하고 휘하 부대가 흩어지게 되자 한국독립군은 이들과 결별하고 새
로운 항일투쟁의 전략을 모색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５９). 이에 한국독립군은 10월 23일 다시 군사회
의를 개최하고 심만호, 孔震遠, 姜鎭海, 馬蒼仁을 동녕현의 中國國民救國軍에 파견하여 합작문제를
협의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듬해 1월 중국 구국군 보병 제8연 23단(團長 柴世榮)과 연합한 中韓
聯合討日軍이 편성되었다.６０)
이후 한국독립군은 1933년 1월에는 시세영부대와 연합하여 영안현 黃家屯에 있는 조선인 자위단을
공격하였으며, 4월에는 영안현 柳家屯의 만주인 자위단을 습격하기도 하였고 5월 중순에는 영안현 馬
蓮河에 주둔 중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5시간 동안 교전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６１)
시세영부대와의 연합하게 된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하에 1933년 7월 대전자령전투에서 대
승을 거두었으며, 우선 이 전투는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이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토벌에 쫓기면서
벌인 전투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조선으로 귀환하던 간도임시파견대를 선제공격한 전투였다는

５７)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三회)｣, ‘雙城縣을 제一회 습격하고 귀환했을 때에 회의를 열었었다. 그 회의는 전후책을 강구하
기 위한 독립군 장교회의도 되고, 독립군 간부회의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총사령 李靑天은 아직도 계속해서 額穆縣 중심으로 자위군의 王
德林 軍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들과 연합하여 싸우자고 주장했고, 나는 지금은 독립당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위군에서도 양해하고
조선인 동포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아서 조선인 농부는 모두 수확을 끝내고 식량을 수습하여 피난했기 때문에 생활에는 도움이 되었고, 또 정
세를 보더라도 日·滿軍과 싸워도 승산이 없고 참패할 것이 틀림없으니, 그것을 중지하고 중국본토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자고 주장
했다. 李靑天 등 장교들은 참패로 끝날 때까지 반항하여 싸우자고 주장하므로, 그러면 나는 먼저 중국 본토로 가서 자금을 조달해 보낼 것이니
끝까지 싸우다가 패배하거든 본토로 도피해 오라고 약속하고 결정했던 것이다’.

５８) 앞의, 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이규채 청취서(제3회)｣, 1934년 12월 8일.

５９) 앞의,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252쪽.
６０) 한상도, 앞의 논문, 773쪽.

６１) 앞의, 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이규채 청취서(제3회)｣, 1934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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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대전자령전투에서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는데 ‘박격포와 각종 포 8문, 경ㆍ중기관총 110자

루, 소총 580자루, 탄약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상자당 50개), 권총 및 연발총 200자루, 도검 40자
루, 군용 비밀지도 만주 및 연해주 1/100,000지도 2,000여 매, 만주침략 관련 각종 비밀문서와 군용서

류, 陣中 장부 300여 부, 피복・담요ㆍ기타 군 장비 부속품 등 2,000여 건, 장갑차 2량, 탐조등 2기, 약품

50상자, 망원경 25개, 1개 營(대대급 부대)이 1년 동안 급양할 수 있는 식량 등’을 노획했다는 기록６２)

도 있고 ‘군복 3,000벌, 군량문서ㆍ기타 군용품을 실은 우마차 200대, 대포 3문, 산포・박격포 10여 문,
담요 3,000장, 소총 1,500정’을 노획했다는 기록도 있다.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
렵지만 노획물의 규모로는 독립군이 일본군과 치른 전투 가운데 전례가 없는 대승 거둔 것만은 분명
한 것으로 보인다.６３)
그리고 지금까지 대전자령 전투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독립군에게 대패했던 일본군대가 기존에

알려졌던 羅南 주둔 72연대인 飯塚朝吉(이츠카)부대가 아니라, 제19사단 예하 會寧 주둔 보병 제75연
대 부대장 池田信吉(이케다)를 중심으로 편성한 부대였으며, 약 1,500여명의 병력 규모였음을 밝힌 연

구가 있다.６４)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선중앙일보 등의 언론 보도기록과 기타 일본측 자료를 인
용하여 대전자령전투의 실제를 논증６５)하는 한편, 대전자령 전투가 조경한의 회고를 중심으로 일반
에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조경한이 한국독립군에게
참패한 일본군 부대의 이름을 飯塚부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회고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６６)

６２)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창간호, 1933, 71-72쪽.

６３)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90, 131쪽. 지헌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삼성출판사, 1949, 145쪽.

６４) 張世胤, ｢韓國獨立軍의 抗日武裝鬪爭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장세윤,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9. 이 논문에서는 ‘나남 주둔 72연대 飯塚聯隊가 아니라, 당시 羅子溝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는 한국주둔 제19사단 예하 會寧 주둔 보병 제75연대의 혼성연대이며, 연대장 池田信吉 大佐를 대장으로 하는 간도파견부
대였으며, 이 부대는 제19사단 管下 步ㆍ騎ㆍ砲ㆍ工兵 등의 혼성 2개 대대와 池田이 거느리는 주력부대 등 약 1,300여명 규모’였음을 밝혔다.
부대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준식, ｢항일운동사에서의 대전자령전투의 위상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
투, 20-22쪽, 2013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６５) 이준식, 앞의 논문, 15-22쪽, 2013. 당시 ｢羅子溝의 피난민, 도중에 습격되여, 30명 사상, 1,600명 四散｣, 조선중앙일보 1933년 7월 9일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조선군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회령발 羅子溝 수비대로부터 환송 화물 보호를 하려고 지난 6월 26일 百草
溝를 출발한 石井 조장 지휘의 27명은 29일 나자구에 도착 30일에 준비를 하여 가지고 오전 3시에 하차 1백 대로 백초구를 출발하였는데 일
행에는 나자구로부터 피난하는 피난민 약 4천과 피난민의 우마차 5백 대와 같이 7월 1일 局子街에 도착하고 동월 6일 오전 6시 30분에 회령
에 귀착하였는데 同隊 호송 중 전투 상황은 6월 30일 오전 6시 太平溝 부근에서 약 4천의 패잔병과 교전하여 이것을 퇴각하고 동일 오후 3시
40분경에 다시 구국군 4백과 교전하여 다시 퇴격하고 7월 1일 오전 8시에 張家店 부근에서 약 3백의 구국군과 교전 1시간을 하여 퇴격하고 2
일 오전 2시 노령 부근에서 4ㆍ5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하여 퇴격하고 4일 오후 5시 花家店에서 약 8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 격퇴하고 3일 오전
6시 화가점 서방에서 약 7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 패잔병이 유기한 사체 1백, 일본 부상 병대 2명,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실,
하차 14대 행위불명, 속행 피난민 20명 사망하고 경상 2명, 행위불명 50명, 병사자 40 명, 우마차 1백 대 행위불명으로 백초구에 도착할 때에는
4천 명의 피난민이 사산 또는 패잔병에게 납치되었다.

６６) 이준식, 앞의 논문, 17-20쪽. 이준식은 대전자령전투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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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청천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飯塚부대를 전멸시켰다는 기록은 조경한의 회고에서 뿐만 아
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보이고 있다.
1) 光復軍總司令李靑天將 歷
李字白山, 京城人, 現年五十三歲. 二十五歲畢業於日本陸軍士官學校步兵科, 服務於日軍, 以大尉
職 . 靑島之役後脫出軍隊, 至遼寧省柳河縣, 在韓人所設新興軍事學敎內任敎職. 三十四歲任高
麗革命軍官士學校校長, 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軍事部長, 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 鴨綠江沿
岸各地. 九一八後, 被任爲韓國 立軍總司令, 合東北抗日軍共同作 , 吉林省汪淸拉子◯一役, 使日
軍飯塚 隊全軍覆滅. 一九三三年應洛陽軍敎之聘, 訓練韓籍軍官, 任韓國革命 軍部長, 臨時政府
軍務部長, 韓國獨立 中央執行委員兼訓練部主任.６７)
2) 光復軍總司令李靑天將略歷
李字白山, 京城人, 現年五十三歲. 二十五歲畢業於日本陸軍士官學校步兵科, 服務於日軍, 以大尉
職 加. 靑島之役 後脫出軍隊, 至遼寧省柳河縣, 在韓人所設新興軍事學敎任敎職. 三十四歲任高
麗革命軍官士學校校長, 繼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 軍事部長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 鴨綠江
沿岸各地, 九一八後, 被任爲韓國獨立軍總司令, 聯合東北抗日軍共同作 , 吉林省汪淸拉子全一役,
使日軍飯塚 隊溝軍覆滅. 一九三三年應洛陽軍敎之聘, 訓練韓籍軍官, 任韓國革命 軍事部長, 臨
時政府軍務部長, 韓國獨立 中央執行委員兼訓練部主任.６８)
위의 두 자료는 모두 지청천의 약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1)은 臺灣의 국사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1940년 9월 18일 ‘重慶大公報 3판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필사한 것이며, ‘抗戰史料’로 정

리해 두었던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5년에 수집한 것이다.６９) 또한 2)는 1941년에 한국광복군총

論 창간호, 1933.이며, 이글은 조경한의 것으로 보이며, 조경한의 글은 중국잡지인 中華雜誌 제1권제4기(1934)에 다시 실렸다. 그리고 신
한민보에도 ｢동북통신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의 연합항일실기｣라는 제목으로 1933년 12월 28일부터 1934년 1월 18일까지 4회에 걸쳐 일
부가 한글로 번역되어 실렸다. 그리고 조경한의 회고는 一靑,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中國東北殺敵略史｣, 光復 제1권 제2기(1942)으로
이어지며, 해방 후에는 조경한, ｢지청천장군과 광복군(상)ㆍ(하)｣, 세대 1970년 10월ㆍ11월호, 조경한, ｢대전자 대첩｣, 군사1, 1980, 조경한,
백강회고록, 종교문제협의회, 1990 등의 회고록을 남겼다고 하였다.

６７) ｢抗戰史料李靑天將軍略歷｣, 국사편찬위원회 2005년 수집자료, 소장처, 대만, 國史館

６８) ｢光復軍總司李靑天將略歷｣, 光復 第1卷 第1期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 1941. 21-22쪽.

６９) 이 자료 앞면에서는 ‘錄自中華民國二十九年九月十八日重慶大公報三版’이라고 되어 있다. ‘大公報는 중국의 대표적 신문으로서 1902
년 6월 天津에서 창간되었으며, 처음 天津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天津大公報’로도 불렸다. 1936년에는 上海版을 발간하였고, 항일전쟁
기간에는 홍콩ㆍ漢口ㆍ重慶에서도 간행되었다. 1926~49년까지는 국민당 계열에 속했다. 발행부수는 10만부 정도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독자는 거의 지식계층이었다. 편집장 張季鸞(1888~1941)은 “親韓派”로서 1930~40년대 국민당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장세윤,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 독립운동 인식 -홍콩 華字日報ㆍ天津 大公報ㆍ上海時報ㆍ申報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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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광복 제1권 1기에 수록된 것이다.７０) 그리고 이 기록들은 각각 몇 군데에
誤字와 脫字가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만주사변 직후의 지
청천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청천은 9ㆍ18후 한국독립군총사령에 임명되어 동북의 항일군과 연합, 공
동작전을 벌였으며, 길림성 왕청현 납자구(나자구-필자)에서 한번 싸워, 일본군 飯塚聯隊 全軍을 覆

滅(철저하게 없앰-필자)케 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공보 중경판의 보도는 
광복에 수록된 것 보다 시기적으로 빠르며, 특히 대공보가 9월 18일을 기해 지청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전자령전투는 조경한만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 중국 언론과
임시정부가 모두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인정하고 있던 승리였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한편 대전자령전투 이후 한중연합군은 전리품의 분배와 이념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내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채로부터 이동자금이 전달됨에 따라 지청천은 조경한,
오광선, 공진원, 김창환 등의 중요 간부들과 사병 가운데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지원자 등 40여명과 함
께 북경을 거쳐 중국관내로 이동,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７１)

Ⅴ.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학을 배우겠다는 지청천의 일념을 처음부터 국가의 독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
함이었으며, 이는 3ㆍ1운동 직후 김경천과 부대를 탈출 만주로 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로 탈출한 지청천은 한족회가 설립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압록강을 건너

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75, 2013.
７０) 이 부분에 대해 독립기념관(http://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자는 백산(白山), 경성인, 현재 53세, 25세 일본 육군 사관학교 보병과를 졸업,일본군에서 복무했다. 대위의 신분으로 청도(靑島)의 역
에 참가하였으며, 후에 군대를 나와 요녕성(遼寗省) 유하현(柳河縣)에 이르러, 한인이 설립한 신흥군사학교에 교직원으로 일했다. 34세 고려
혁명군 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정의부 중앙 집행위원에 임명되었으며, 군사부장 겸 조선의용군 사령을 겸하였다. 군사를 거느리고 압
록강 연안 각지에서 전투하였으며 9․18 후 한국 독립군 군사령으로 임명되었다. 동북의 항일군을 연합하여 공동 작전을 벌였으며, 길림성(吉林
省) 왕청현(汪淸縣)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무덤을 도굴하려는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1933년 낙양 군사학교의 초빙에 응하여 한국인 군
관들을 훈련시키고, 아울러 조선혁명당군사부장과 임시정부 군무부장, 한국독립당 중앙 집행위원 겸 훈련부 주임을 맡았다’

７１) 조경한, 백강회고록, 종교문제협의회, 1990,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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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진공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서로군정서의 사령관으로서 경신
참변 이전까지 서로군정서의 군사활동을 지휘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정의부에 참여했던 지청천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장과 의용군 총사령및 심판원
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압록강연안 각지에 군대를 이끌고 군사작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유일당운동에서는 정의부의 중심노선이었던 단체본위조직론을 거부하며 정의부를 탈퇴하
였고 이후에는 혁신의회에 참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군정부를 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혁신의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근거지를 북만으로 옮겼으며, 1930년에
한인공산주의자들의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한국독립당의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휘하의
한국독립군총사령이 취임하였다.
이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지청천은 한국독립군의 총사령으로서 항일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는데 이규채의 재판기록을 통해서 보면 지청천의 활동에 대한 일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쟁 직후 지청천은 한중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한국독립군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한인사회의 안정
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60명의 병력
을 이끌고 10만여명의 중국군의용군과 연합하여 흑룡강까지 진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패전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400명의 대원을 인솔하여 돌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고봉림부
대와 연합한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하에 쌍성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시세영부대와 연합해서
는 몇 번의 소규모 부대전투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올리는 한편,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
대로 대승을 거두는 전과를 올렸다.
지금까지 대전자령전투에 대해서는 주로 전투에 참가했던 조경한의 기록에 의존하여 설명되어 왔
으며, 그 규모나 전투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전자령전
투을 이후 국내외에서 보도되었던 언론자료의 내용과 일본군측의 자료를 검토하여 일본군 간도임시
파견대가 한중연합군에게 패전하였다는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는 중경에서 발행되던 대공보가 1940년 9월 18일자의 보도와 1941년 한국광복군정

훈처에서 발행한 광복에 게재된 지청천의 약력에 관한 기록에서 모두 지청천이 대전자령전투에서
승리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전자령전투는 조경한의 체험과 기억일 뿐
만 아니라, 당시 중경의 독립운동세력과 중국언론이 모두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승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자령전투 이후 한국독립군은 다양한 문제로 중국군과 갈등을 겪고 이었으며, 이규채로부터 관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도착하자 북만주를 떠나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지청천은 관내
에서 임시정부와 함께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항일무장투쟁의 길을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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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토론문
이준식(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황민호 교수는 주지하듯이 만주지역 무장투쟁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황민호 교수의 오늘
발표는 지청천이 일본군을 탈출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된 이후 만주를 떠나 중국 관내로 들어가기
까지 만주지역에서 벌인 무장투쟁의 과정 및 역사적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토론자로서는 발표문
의 전체 논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론이 없다. 다만 평소 토론자가 갖고 있던 의문과 관련해 다음의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지청천의 일본육사 선배이자 망명 동지인 김경천의 인터뷰 기사나 김경천이 남긴

회고록 경천아일록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있다. 김경천 관련 자료는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 과

정이나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경천아일록』

의 경우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해 몇 차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실제로
발표문에서도 “올해(1919년-토론자)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가 독립선언을 이후로 그것을 전

부 폐지하고 군사학을 시작한 것이니 범사에 매우 유약하다”는 김경천 회고를 인용하고 있다. 과연 그

럴까? 신흥무관학교가 3·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김경천과 지청천이 교관을 맡

기 이전에는 ‘범사에 유약’했을까? 분명히 신흥무관학교는 설립 이래 대한제국 군대 장교 출신의 교
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경천이 이런 회고를 한 데는 일본육
사에서 제대로 된 군사학을 배운 자신들이 교관을 맡으면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육이 한층 더 체
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만약 그

렇다면 “신흥무관학교는 3·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3·1운동 이후 보통교육 전
부를 폐지하고 군사학에 집중하는 무관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서술에는 재고의 여
지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신흥무관학교가 김경천과 지청천이 교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군사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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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전제 아래 두 사람이 신흥무관학교에 온 뒤 군사학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를 보여주는 사료를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김경천과 지청천의 만주 망명,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취임이 만주지역 무장투쟁사에서 갖는 의
미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망명지로 만주를 선택하고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청천은 만주
에서의 무장투쟁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초 지청천은 노령으로 들어가 소비에트러시아
와의 연대를 모색했고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 참가한 이후에도 김규식 등과 함께 노령에 들
어가 임시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려고 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
져 있는데 노령과 상하이에서의 지청천의 활동을 만주지역의 무장투쟁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
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넷째, 발표문에서는 한국독립군의 활동과 관련해 이규채의 신문조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독립
당과 한국독립군의 간부로 활동하던 이규채는 일본경찰에 체포된 뒤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그 기
록이 대부분 남아 있다. 당연히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이규채의 신문조서가 자료집
으로 공간된 뒤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판결문도 아니고 신문조서를 적힌 그대
로 인용하는 데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신문을 받는 피의자로서는 형을 받지 않거나 가
벼운 형을 받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책임질 만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규채의 신
문조서도 마찬가지이다. 발표자는 이규채의 신문조서를 통해 쌍성보 전투가 끝난 뒤 열린 한국독립
당과 한국독립군의 연석회의에서 항전파와 중국 관내로의 이동파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
로 쓰고 있다. 나는 혹시 정말 한국독립군(당) 안에서 의견의 분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만주사변을 독
립전쟁의 호기라고 여기던 군인 출신들과 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주민생존권
차원의 자치를 중시하던 민정파(?)의 대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한국독립군
이 출범한 뒤에는 민정파(?)인 이규채가 한국독립군의 간부가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독립당 안
에서 독립전쟁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규채가 말한 의견대립이란 경찰
과 검찰에게 자신이 무장투쟁을 반대한 온건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진술이었을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상황에 밝은 발표자가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에 만
주 독립운동 진영 안에 무장투쟁 노선과 재만한인 생활 안정 노선 사이의 분화 내지 대립이 어느 정
도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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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김학규의 재만 무장투쟁과 한국광복군활동
김삼웅(전독립기념관장)

혈서 쓰고 무장투쟁 입신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재평가 우량주’ 인물 중의 한 분이 白波 金學奎 장군이다. 김학규는 문무
를 겸비하고,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무장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제에 맞서 가장 치열
하게 싸우고 해방 후 귀국해서는 이승만 정권에서 엉뚱하게 백범 김구 암살 배후로 몰려 옥고를 치룬
비운의 독립운동가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변변한 논문 한 편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900년 평남 평원군 서해면 사신리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학규는 20세 되던 해 국치를 당하
게 되자, 가족과 함께 1911년 12월 만주로 이주하여 통화현 이밀(二密)이라는 계곡에서 황무지를 일구
며 살았다. 열심히 땅을 파고 경작하여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이 되었다. 1919년 국내에서
3.1혁명의 봉화가 타오르고, 만주 곳곳에서도 동포들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김학규는 손가락을 칼로 베어 피를 내어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혈서를

쓰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압록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하룻동안 행군하였을 때에 한족회(당시 만주
한교자치기관) 중앙으로부터 행군 정지명령이 내려왔다.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청년 혈기로써 왜
적에게 달려드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었다.１)

이것이 김학규의 파란만장한 무장 독립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첫 ‘봉기’는 비록 좌절되었으나, 그 의

미는 적지 않았다. 의기에 넘치는 청년 김학규는 혈서를 쓰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을 비치겠다
고 다짐했고, 일제 패망 때까지 독립운동의 뜻을 한 번도 접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차에 걸쳐 실전을
치렀다.

１) 「백파자서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4~585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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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는 그 길로 통화현 합리하에 자리잡은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입교하였다. 김학규는 이 해
겨울에 속성과를 졸업하고, 만주에 조직되어 활동중인 한국의용대에 파견되었다. 여기서 소위 계급
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활동중에 1920년 가을 남북만주에 대한 일제의 대학살작전으로 부대가 해산
되었다.
일본군이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를 자행할 때 김학규는 적에게 포위되었으나 용케
탈출하여 살아남았다. 이 무렵 영국인 목사의 소개로 봉천 신민현에서 영국인 목사 오멜브나(Mr
Omelvena)가 경영하는 문화고급학교에 들어가 영국인의 보호하에 6년 동안 중국문학과 신학문을
학습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교포들이 세운 동명중학교에서 2년 동안 ‘교원급 교장’으

로 교편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학 등
을 배우고 중국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움으로써 그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드물게 문무(文武)를 겸
비한 항일투사가 되었다.
1920년대 중반 만주에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정립하면서 지역에 할거하여 각기 무장 독립운
동을 전개하였다. 정의부는 1925년 1월 통의부를 중심으로 길림주민회, 의성단, 서로군정서 등이 통합
하여 조직되고 오동진ㆍ지청천ㆍ김동삼 등이 이끌었다, 신민부는 같은 해 3월 만주 영안현에서 청산리
전투 후 러시아 국경지방으로 이동한 북로군정서군 중 자유시로 들어가지 않은 김좌진 등이 중심이
되어 북로군정서의 후신으로 조직되었다. 참의부는 1924년 통화현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직속군사조
직으로 백광운ㆍ백시관ㆍ김소하 등이 군사책임자였다. 3부 모두가 겉으로 내세우기는 한인지역 자치
단체인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장전투 조직이었다.
김학규는 1929년 겨울 동명중학교 교편 생활을 마치고 흥경현 왕청문에 소재한 조선혁명당 및 국
민부의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혁명군 총사령부 부관장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는 각기 별개의 조직이면서도 상호 연계성을 가진 민족주의계열의 무장독립운동 단
체였다.
2년 후 김학규는 조선혁명군(조혁군) 총사령 양세봉 장군의 막료로서 참모장이 되었다. 1929년 정
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통합하여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산하에 조선혁명군을
편성하고, 양세봉 장군을 총사령으로 임명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은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학규는 서로
군정서에서 무장투쟁을 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로서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졸업생으로는 권계환ㆍ김동식ㆍ김우권ㆍ김철ㆍ김
하성ㆍ김학규ㆍ박명진ㆍ백광운ㆍ백기환ㆍ신용관ㆍ오광선ㆍ이덕수ㆍ이병철ㆍ현기전 등이 있고, 북로군정
서에서 활약한 졸업생으로는 강화린ㆍ김훈ㆍ박영희ㆍ백종열ㆍ오상세ㆍ이운강ㆍ최해 등이 있다. 이들이
훈련시킨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역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이 외에도 김경주ㆍ김종한 등 많은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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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학교 출신이 이 전역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만주지역의 대한통의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 등 주
요 무장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２)
김학규가 소속되었던 조선혁명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 독립을 완성함.
2. 노동자ㆍ농민의 민주정권을 수립함.
3. 대생산기관 및 금융기관 기타 일대(一大) 기업기관을 국유로 함.
4. 대소유의 토지를 농민에게 무보상 대여함.
5. 노동자, 농민에게 평행생활을 보지(保持)할 수 있는 노동시간과 임은(賃銀) 제도를 실시함.
6. 노동자ㆍ농민ㆍ기타 빈민에 대여하는 일체의 채권을 포기함.
7. 일체 잡세를 포기하고 단일 누진세를 실시함.
8. 부녀에게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일체 권리 평등제를 실시함.
9. 실업ㆍ질병ㆍ양로ㆍ고아ㆍ재해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함.
10. 의무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일체 경비를 국가의 부담으로 함.
11. 세계 피압박 및 무산계급과 공동전선을 취할 것.
12. 우경향 부르조아지의 자치파를 배격함.３)

조선혁명군참모, 일본군과 교전
1931년 9월 18일 만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유조구의 만주철도를 폭파하면서 이른바 ‘만주사변’
을 일으켰다. 중국의 항일운동이 만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일본의 전시체제로의 재편을 꾀하
여 우선적으로 만주점령을 계획하고 있던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등이 꾸민 음모였다. 일제는 철도 폭
파를 장학량(長學良) 군의 소행이라고 떠넘기며 독단적으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 곧 바로 봉천
을 시발로 전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이듬해 3월 괴뢰 만주국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
로써 만주 전지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김학규는 조선혁명군(조혁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만주에 근거를 둔 중국의 동북의용군,

２) 김재승,『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77쪽, 혜안, 2002.
３) 『사상월보』57, 1939, 3, 306, 국가보훈처,『한국독립운동과 대전차령전투』, 110쪽,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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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군, 민중자위군 마점산(馬占山)ㆍ왕덕림(王德林)ㆍ소병문(蘇炳文)ㆍ당취오(唐聚五) 등이 항일전
을 벌이자 당취오 부대와 연계하여 여러 차례 일군과 교전하였다.
국민당 특파원 왕육문(王育文)은 내가 신민현에서 공부할 때부터 중국 국민당 동북책임자 전공
래(錢公來) 씨를 통하여 당적 관계로 일찍부터 피차간 친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인연으로,
내가 조혁군 참모장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은 직접 나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 조혁군과 당군
(唐軍)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준 것이다.
나는 왕이 파견한 사신과 함께 1932년 4월 29일 당취오 군 사령부에 가서 당과 면담하고 금후 양
측이 군사적으로 일치한 행동을 취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동시에 대일 작전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하였다.４)
김학규와 당취오 중국의 동북의용군과 맺은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변도(東邊道) 일대 (즉 당군 관할지)에 조혁군의 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할 것.
2 당군 관할 내에 예속하는 각급 관공서 및 민중은 조혁군의 활동에 관한 일체에 대해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군사령부로부터 통령할 것.
3. 조혁군의 군량 및 장비에 관하여 중국 당국에서 공급할 것.
4. 일군을 향하여 작전할 때 쌍방이 호응 원조함으로써 작전의 임무를 완성할 것.
5. 조혁군이 일단 압록강을 건너 한국 본토작전을 전개할 때 중국군은 그 전력을 경하여 한국독
립전쟁을 원조할 것.５)
김학규와 당취오의 협정은 비록 일선 지휘관끼리의 협정이지만, 한중 양국 간의 항일전에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한중 두 나라 의용군은 그 해 10월 중순까지 일본군과 200여 회에 걸쳐 교전
을 하였다. 조혁군의 용맹은 널리 만주 전역에 알려지고, 이로써 만주에 거주하는 200만 교포들
의 민족적 지위는 한층 제고되었다. 학규는 당시 32세의 청년장교로서 조혁군을 진두지휘하여
명성을 날렸다.６)

４) 김학규, 앞의 책, 586쪽.
５) 앞의 책, 586쪽.
６)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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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는 양세봉 장군 휘하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조선혁명군 시절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혁명군은 1933년에도 요령민중자위군의 잔존 부대와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여러 차례의 연
합전투를 치렀다. 특히 7월 8일 양세봉은 일부 부대를 거느리고 왕봉각 산하의 부대와 연합하여
신빈형성을 공략하여 한때 점거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선혁명군은 끊임없이 국
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었는데, 1933년의 국내진격전은 10여 차례에 걸쳐 142명
의 대원이 참가한 것으로 일제측 기록에 나오고 있다.７)
김학규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조혁군 총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전과
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군이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중심세력이 붕괴되고, 당취오가 1932년 11월
단독으로 중국 관내로 들어가 장학량에게 의탁하고 말았다. 이어서 마점산ㆍ소병문ㆍ왕덕림 등도 차
례로 관내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학규는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 남경에 있는 김구가 중국 장개
석의 원조에 따라 낙양군관학교 내에 한인청년훈련반(한청훈련반)을 설치하고, 의열단장 김원봉도
중국의 원조로 남경에 간부훈련반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은 연
석회의를 열고 김구ㆍ김원봉 측과 협상하기로 하여,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지원을 하도록, 김학규를
전권대표로 남경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김학규는 참모장직을 사임하고 부인 오광심과 함께 남경으
로 떠났다. 이로써 김학규의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정치통합운동과 광복군 참여
당시 남경에는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김원봉의 조선의열단, 윤기섭ㆍ이청천 등의 신한독
립당, 김두봉의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의 대표부 등이 난립해 있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후 중
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김학규는 통합 회의를 추진하면서 만주지역 독립운
동의 동향을 보고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통합운동은 급속히 진

７) 강덕상ㆍ미촌수수,『현대사자료 30』, 341쪽,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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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5당과 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독립당 : 대표 김두봉ㆍ조소앙
한국혁명당 : 대표 최동오ㆍ김학규
조선의열단 : 대표 윤세주ㆍ진의로
신한독립단 : 대표 윤기섭ㆍ이청천
미주 대한인독립단 : 대표 김규식ㆍ신익희
1935년 7월 4일 5개 정당대표자회의는 민족혁명당(민혁당) 이름의 단일정당으로 통합을 결의하기
에 이르렀다. 김학규는 통합신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민혁당의 핵심이 되었다. 민혁당의 간
부는 다음과 같다.
중앙집행위원 : 김원봉ㆍ김두봉ㆍ김규식ㆍ최동오ㆍ김학규ㆍ신익희ㆍ윤기섭ㆍ이청천ㆍ성주식ㆍ조소
앙ㆍ진의로ㆍ윤세주 등.
감찰위원 : 양기탁ㆍ김창환ㆍ이복원ㆍ신악ㆍ김창제 등.
민혁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김학규는 1936년 1월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 노산특별
훈련반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장차 광복전쟁을 위해서는 최신 군사 교범과 전술이 중요하
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1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남경으로 돌아왔을 때 민혁당은 사분오열 상태에 빠
져 있었다.
흔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초기에는 외교론이나 실력양성론에만 치우쳐 있는 것처럼 인식되

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1919년 12월 18일 발표한「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와「동 임시육군무관학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사적 광복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7월 교령 제7호로「대한광복군

총사령규정」과 그 세칙을 공포한데 이어 1924년 8월에는 통수기관으로 대본영의 직제를 발표했다.

또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한국노병희는 1922년 10월 김구ㆍ여운형ㆍ이유필ㆍ조동호 등이 중심이 되
어 조국 광복을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노병(勞兵)을 양성하고 100만 원 이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으로 항일 전쟁을 통해 국토수복을 목표로 다양
한 준비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군무부장 노백린의 책임 아래 준비한 군사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상 수양과 경험이 있는 인물을 조사 소집하여 군사회의를 열고 작전계획을 준비하여 각종
군사직무를 분담 복무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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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ㆍ중국 각지에 10만 명 이상의 의용병 지원자를 모집하여 부대의 편의성, 병사의 직무와
야학개설, 군인의 군사훈련과 학식을 높이는 등 군사교육을 감독케 한다.
3. 러시아ㆍ중국 각지에 사법부를 분치하여 응모한 병사를 통설 지휘하며 군사교육을 감독 케 한다.
4. 군사적 기관을 조사하여 임정 군무부에 예속시킨다.
5. 국내 각지의 의용병을 모집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지 요새에 잠복시킨다.
6. 러시아ㆍ중국 각지에 사관학교를 설립, 사관을 양성한다. 이는 신흥무관학교의 건학정신을 계
승하는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
7. 미국에 청년을 선발, 파견하여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익히게 한다.
8. 내외에 모험 청년을 선발하고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여 그 시술을 습득시킨다.
9. 중국ㆍ구미 각국에 교섭하여 무관학생을 파견한다.
10. 청년을 선발하여 포창술, 화차기관술 등 전시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케 한다.
11. 미국 등 외국에 교섭하여 군물(軍物) 수입을 준비한다.
12. 국내의 주요 지점에 무역상의 명의로 양식을 준비, 전시에 충당한다.
13. 군사선전대를 특설하고 선전방법을 강구하여 각지에 선전물을 적견하고 전투적 정신을

고

취하여 무통일 무조직의 망동을 발생치 않게 한다.
14. 군법 등을 제정하여 군대의 절서와 기율을 엄하게 한다.８)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국노병회의 군사양성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력으로 조
국광복을 쟁취한다는 정신은 항상 이어졌고, 이것이 중경에서 이루어졌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이
시영, 교성대장 지청천, 교관 오광선ㆍ신팔균ㆍ이범석ㆍ윤경천과 김학규 등이 임시정부에 합류함으로
써 임시정부의 군사적 광복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천되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대한제국 군대해산 33주년에 해당하는 날에 맞춰 창군되었으나 그 준비
기간은 훨씬 소급한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김구가 장개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광복군

창군 지원을 요청했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2년 안에 일본, 조선, 만주 세 방면에
서 폭동을 일으켜 일본의 대륙침략의 다리를 끊어놓겠다.”고 제안했다. 장개석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청하고 김구는 준비한 창군계획서를 보내주었다.
김구는 때마침 만주독립군으로 활약하던 한국독립군총사령 이청천을 비롯한 황학수ㆍ오광선ㆍ이
복원ㆍ최용덕ㆍ김학규 등을 중국으로 초치, 광동에 있는 낙양군관학교 분교와 남경 중앙군관학교의

８) 박성수,「한국광복군에 대하여」,『백산학보』3,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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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군관훈련반에 입교시켰다. 교육과정은 교육정도에 따라 단기(보통반)와 장기(특별반)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이들 졸업생이 1936년 현재까지 250명에 이르렀다.９)
한국광복군 공작대는 일본군에 징병되어 끌려온 조선청년들에게 한국어로, 일본병사들에게는 일
본어로 만든 격문을 살포하였다.
조선동포들에게
왜적의 철체하에 압박받는 조선 민족이여!
왜적의 강박하에서 사선으로 나온 조선청년들이여!
제군은 야만적 강도 왜적을 위하여 가치 없는 육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독립의 기회는 왔다!
왜적은 이 침략전쟁에서 반드시 멸망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찾기 위하여 반전ㆍ태업ㆍ파괴ㆍ암
살 등으로 왜적을 타도하자. 조선의 청년아! 혁명정신을 부활하자!!
전조선에서 조직적 대혁명을 일으키자!!!
일본의 병사여!
제군은 일본군벌의 침략전쟁의 육탄이 되어서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가?
제군의 부모 형제 처자는 기한 속에서 울면서 제군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제군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삼정(三井), 주우(住友) 등의 번견인 일본군벌은 제군의 몸을 회적(
灰籍 , 유골재 상자)에 넣어서 군(君) 등의 고향에 보낼 것이다. 제군의 적은 군 등을 육탄으로 만
드는 일본군벌이다.
일본의 병사여! 제군은 단결해서 일본군벌을 타도하여 일본 민중을 구하는 것이 실로 일본을 사
랑하는 것이다. 군벌의 명령을 지키지 말라! 반전 투사를 지지하라! 일본군벌의 침략전쟁을 반대
하고 군벌을 타도하라!! 혁명을 일으키라!!!１０)
김학규는 광복군창설 직후 중국 국제방송을 이용하여 총사령부 참모의 자격으로 국내외 동포들

９) 『한국일보사 편』,『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2, 198쪽, 1988.
１０) 『독립운동사』6권,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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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운동은 환경상 또는 모든 사정상 선전공작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동정세가 널리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못하였고 일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운동의 결함이니, 우리는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널리 선전하여 여
론과 동정을 많이 끌도록 하려 합니다.１１)

광복군 군사위원으로 활동
일제가 1937년 7월 7일 북경 교외 노구교의 군사도발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임시정부는 동년 7
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군무부장 조성환에게 군무부관할
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다. 군사위원회는 군사활동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를 편
성하고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등 모든 군사문제를 포괄하는 책임을 맡겼다.
군사위원회는 이청천ㆍ유동렬ㆍ이복원ㆍ현익철ㆍ안공근ㆍ김학규 등 직접 대일실전을 치룬, 군사에 밝
은 6명이 선임되었다. 군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정부에서 직접 선임하였다.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 주
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장 김구는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 창설을 내외에 선포하
였다. 이어서 9월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거행되고, 광복군이 창설
되었다. 김학규는 광복군을 창설하는 핵심멤버가 되었다.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고 교섭하는 일은 김구를 비롯하여 박찬익ㆍ이청천ㆍ유동렬ㆍ김학규ㆍ조경
한ㆍ이범석 등이 맡았다. 당시 김구는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 겸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박찬익은 중
국측 인사들과 비교적 폭넓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교섭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청천ㆍ유동렬ㆍ김학규ㆍ조경한 등은 만주에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조직 운영하면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던 군사간부들이었다. 이범석은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던 중 여기에 참여하였다.１２)
창설시기 광복군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총사령 : 이청천

１１) 김광재, 『한국광복군』, 187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１２) 앞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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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 : 이범석
참모처장 : 채원개
부관처장 : 황학수
정훈처장 : 조소앙
군법처장 : 홍 진
관리처장 : 김붕준
군수처장 : 차리석
군의처장 : 유진동
특무대 및 노사령(路司令)
제1대 대장 : 이준식
제2대 대장 : 김학규
제3대 대장 : 공진원
제4대 대장 : 김동산
이상 4대 대원 60명씩 도합 240명
제1로 동북사령 박대호, 제1로 현재 인원 5,800명１３)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부는 “우선 제1기 임무로 장병을 급속 모집 단기 훈련을 실시하여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 항일전선에 참가한다는 방침하에, 군사특파단이 근거지를 마련해 놓은 서안으로 총
사령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40년 11월 29일 서안으로 이전하면서 황학수가 총사령 대리가 되
고 김학규는 참모장 대리가 되었다. 서안총사령부의 조직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안총사령부 잠정부서
총사령 대리 황학수
참모장 대리 김학규
참모조 조장 이복원, 참모 : 이준식ㆍ고운기
부관조 조장 조경하, 조원 : 민영구ㆍ이달수ㆍ전태산
선전조 조장 김 광, 조원 : 지복영ㆍ조순옥ㆍ오광심

１３)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편,『국민정부한국독립운동사료』, 김광재, 앞의 책, 6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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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조조 조장 송동산, 조원 : 조시제１４)
광복군 창설에 핵심적 역할을 한 김학규는 제3지대 책임자로 임명되어 일본군 점령 지역과 인접한
안휘성 부양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자신과 부인 오광심 외 5명의 소규모였다. 광복군 각 지대의 간
부 및 활동구역은 다음과 같다.
광복군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구역１５)
제1지대
지대장
간부
근거지
활동구역

제2지대

제3지대

제5지대

이준식

고운기

김학규

나일환

노태준 안춘생 노복선
조인제 이석화 김자동

나태섭 고시복 지달수
유해준

오광심 신송식 신규섭
김광산 오영희 지복영

이하유 박기성
김동수 이해평

산서성 대동

수원성 포두

안휘성 부양

서안

차하르성 및 하북성

안휘성 강소성
산동성 일부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김준엽ㆍ장준하 등이 만난 ‘김학규 주임’
김학규가 책임을 맡은 제3지대의 주둔지역은 국내와 가까운 산동반도였다. 하지만 일본군의 점령지
여서 이곳을 통과 하기 어려워 산동성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안휘성 부양에 근거지를 설치하였다. 서
주ㆍ귀덕ㆍ회양ㆍ제남ㆍ청도 등지가 관할지역이었다.
제3지대 전신은 광복군 징모 제6분처이다. 동처 주임위원 김학규는 단기 4252년(1919년) 만주 신
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서로군정서 간부로써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국민
부 등 단체의 전권대표로 남경에서 대일전선통일동맹에 참여하였고, 한국광복군 창립당시부터
기간요원의 한 사람이다. 단기 4257년(1942년)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은 광복군 참모 제6분
처 주임위원으로 김학규를 임명하였으며 간부 김광산ㆍ서파ㆍ오광심ㆍ박찬열ㆍ이복영 등을 인솔
하고 하북 산동 안휘 등 제성에서 초모ㆍ선전ㆍ파괴 등 항일공작을 위하여 안휘성 부양에 근거를

１４) 한시준,「몽호 황학수의 생애와 독립운동」,『사학지』 제31집, 578쪽, 단국사학회, 1998.
１５) 앞의 책,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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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하여 수 백명에 달하는 애국청년을 초모하여 광복군 정예부대를 편
성하였다.１６)
김학규가 안휘성 부양을 초모 공작지역으로 선택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징모 제6분처의 공작지점은 산동반도를 목표로 하였다. 산동반도는 화북지역의 요충이자 국내
와 만주지역의 교포들과 상호연락이 용이한 지점이었다. 또 그곳에는 김학규를 잘 아는 중국군
제51군의 우학충(于學忠) 장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산동반도를 향해 서안을 출발한 김학규 일
행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중간지점인 안휘성 부양에 정착하고 말았다. 이들이 부
양에 도착했을 때, 일본군과 팔로군의 협공을 받아 대 타격을 입은 우학충의 제51군이 부양으로
철수해 있었다.
이로써 이들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고, 징모 제6분처의 거점은 안휘성 부양에 마련되었다.
당시 부양은 지형상으로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 있던,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
역이었다. 때문에 적후에서의 초모공작을 전개하는데 있어 부양은 더 없이 유리한 지점이기도
했다.１７)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파견되어 ‘탈출학병 1호’인 김준엽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곳은 김
학규의 부대 한국광복군 제3지대였다. 김준엽의 기록이다.
우리가 감격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간 곳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 후신)인데, 그

안에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이 특설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광반’이라고 약칭하고 있었다. 우리

는 드디어 우리 독립군의 품안에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독립군인가! 나의 가슴
은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임천은 안휘성 부양현에 속하는 소도시인데 중국 제10전구(사령관은 李品汕장군) 관할지역으
로서 제10집단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임천 한광반엔 김학규라는 분이 주임으로 있
었고, 이평산ㆍ진경성(일명 신송식)이란 두 교관이 주임을 돕고 있었다. 김학규 장군은 이 때 44
세의 중년신사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품이었으며 군인이라기보다는 학교선생과 같은 인상을 받

１６) 김승학,『한국독립사』上권, 296~297쪽, 독립문화사, 1971(증보판).
１７) 김광재,『한국광복군』,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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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１８)
김준엽은 회고록에서 김학규의 독립운동 전력을 기록하면서, 한광반의 사력을 자세히 소개한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파견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우리 임
시정부와 광복군에서는 이들을 광복군으로 초모하는 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중국정부의 협력을

받아 중요한 지역에 ‘초모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김학규 장군이 광복군 제6초모 분처의 책
임을 맡고 안휘성 부양에 도착한 것은 1942년 4월로서, 그는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 점령지
구에 대한 지하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자발적으로 탈출하는 학병외에도 지하공작에 의하여 넘어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증
가하자 김장군은 이곳 중앙군관학교 임천 분교에서 한국청년들을 광복군의 장교로 만들 계획
하에 중국측과 교섭한 결과, 우리가 도착하기 약 4개월 전에 특설된 것이 바로 ‘한광반’이었다.１９)

김준엽의 글을 통해 ‘한광반’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하루의 일과는 중국 국기의 게양식과 하기식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하루 한 두 시간 정도의 도
수제식 교련이 있었고 김학규 주임의 한국독립운동사 강의를 들었으며, 이평산 씨의 세계 혁명
사라는 강의를 2,3일에 한 번씩 듣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어 왼종일 편하게 노
는 것이었다.(⋯)

김학규 주임의 ‘한국독립운동사’의 강의는 나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었다. 우리 독립군이 만
주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또한 광복군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소득이었다.２０)

1944년 여름 중국 서주(徐州) 쯔까다 부대에 예속되어 군병생활을 하던 장준하 일행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곳 역시 김학규가 주임으로 있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였다.
우리가 떠밀려 들어간 곳은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로서 그 안에 한국 광복군 훈련반이 특

１８) 김준엽,『장정(1)-나의 광복군시절』, 215~217쪽, 나남, 1988.
１９) 앞의 책, 218쪽.
２０) 앞의 책,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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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부설되어 있었다. 이 훈련반엔 김학규라는 분이 주임으로 있었으며 이평산ㆍ진경성이란 두
교관이 주임을 돕고 있었다. 약 4개월 전에 설치되었다고 했다.
일본에 징병되어 중국지역으로 파견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작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로부터의 명을 받은 김학규 씨가 안
휘성 부양이란 곳에 주재하면서 약 1년 전부터 각종 공작을 폈으며, 탈출학병 외에도 한국청년
들을 모병하여 상당수가 되자 이곳 임천분교에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요청하여 특설한 것이 이
훈련반이었다.
그동안 한국청년은 80여 명이나 집결하였다. 계속적인 모병공작과 격증하는 탈출학병으로 해서
훈련반은 열을 띠었다.２１)
장준하와 그 동지들은 임천분교에서 몇 달 동안 기거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김학규는 탈출해온 한
국청년들에게 독립운동사와 중국의 정세 등을 가르쳤다. 장준하는 이 부대에서 김학규를 처음 만났
을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얼마 뒤에 우리는 주임에게 신고 겸 인사를 하러갔다. 주임의 인상은 퍽 좋았으나 주임실의 그
초라함은 우리를 상심시켜 주었다. 아무리 남에게 얹힌 덧살림이긴 하지만, 하나의 초라한 토막
방이어서 80여 명 한국청년들의 주임실로 사용되는 것은 생각을 깊이 부어주는 새로운 사실이
었다.
우리들의 내무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임은 한 마흔 남짓한 중년의 신사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품을 풍겨주었고, 나는 믿음직한 인물로 속셈을 치고 있었다.

“얼마나 수고했소⋯⋯ 동지들, 참 장하고도 장하오.”

그는 극구 우리를 칭찬해 주었고 우리의 용기를 치하해 주었다. 이곳서 우리는 ‘동지’라는 접미 호
칭을 처음 들었다. 우리에겐 무엇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２２)
환영식이 열렸다. 김학규는 의기에 넘치는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다.
석탄 백탄 타는 데 연기가 펄펄펄 나고요

２１) 장준하,『돌베게-장준하문집』2, 98쪽, 사상, 1985.
２２) 앞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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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 가슴 타는 덴 혁명의 불길이 오른다
에헤야 에헤야 혁명의 불길이 오른다.
사쿠라 밭이 떠나서 태평양 보탬이 되고요
무궁화가 피어서 삼천만 기쁨이 되누나.２３)

광복군 3지대장으로 맹활약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 청년들은 광복군에 편입되어 김학규의 지휘 아래 소정의 훈련을 받고 각기

지원에 따라 임시정부와 총사령부로 떠나고 김우전 등 12명이 부양에 잔류하였다. “이들이 제3지대 창
설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은 본부요원과 신입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대부

분 적 점령지역으로 나가 초모공작을 전개하는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초모공작은 더
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２４)
김학규는 1941년 봄부터 1945년 7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때까지 5년 동안 주로 부양을 중심으로 특
무공작을 벌였다. 특무공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전공작이다. 적치하에 있는 한국인들은 일제의 허위선전에 기만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인들에게 연합국의 승리와 임시정부 광복군의 사정을 선전한다.
둘째, 정보공작이다. 적의 정보를 탐지한다.
셋째, 적 후방에 있는 인력ㆍ물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넷째, 사보타지 공작이다.
다섯째, 적에 대한 공포공작이다. 적의 사기를 저상시키고 민중의 사기를 진작시킨다.２５)
김학규는 실제로 적 후방에 지하공작원을 밀파하여 선전 작업을 진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중국군
사위원회와 곤명 미군 제14항공사령부에 제공하였다. 또 각종 선전 비라를 살포하여 임시정부와 광
복군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일본군에 징병되었던 한국 청년들에게 탈출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렇게 하

２３) 앞의 책, 100쪽.
２４) 김광재, 앞의 책, 159쪽.
２５) 김학규, 앞의 책,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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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학규가 담당하는 구역인 부양에는 50여 명의 탈주 한인 병사들이 넘어왔다.
김학규는 이들에게 정신교육과 기술 무장이 급선무임을 판단하고 1943년 임천(臨泉)에 설치된 중
국중앙훈련단 임천분단 내에 한국광복군 훈련반(한광반)을 설치하였다. 제1기에 50여 명을 훈련하
여 졸업생 절반과 기타 인원 등 50여 명을 중경의 임시정부로 보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시정부 직원
으로 채용되고 일부는 서안(西安)에서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이 미국 OSS부대와 합작하여 경영하
는 훈련반으로 편성되었다.
제1기의 남은 요원과 제2기, 제3기 훈련은 부양 제3지대 본부에서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일본군을
한국광복군으로 개조시켰다.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은 대부분 적 후방으로 파견되어 지하공작을 실
시하였다.２６)
김학규는 부양에서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제14항공대 책임자 비치 대위와 긴밀한 연락을 취
하면서 협력하였다. 비치의 소개로 제14항공대 사령관 시노트 장군과 OSS부대 책임자들과 만나 대
일 첩보활동과 후방교란 작전을 전개하였다. 시노트의 주선으로 미군 비행기로 중경과 곤명을 왕래
하면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김학규는 곤명 OSS와 협력하여 한
국인 훈련반을 설치한 일이다.
나는 1945년 5월에 버치 대위와 함께 곤명에 가서 시노트 장군과 면담하고 또 OSS기관에서 약
1주일간 유숙하면서 그 기관과 더불어 공작 연락에 관한 일을 상확(商確)하였다. 나는 그동안
OSS막료들과 범수(凡數) 10차의 회합을 가졌다. 그때 나를 친히 접대해 주던 스미스 중령이 아
직도 기억된다.
내 일을 맡아 취급한 분은 한국어에 능통한 웬쓰 대위였다. 양측이 접한한 결과, 한미 양측이 합
작하기 위해 먼저 한국청년에게 기술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때 이 훈련종목은 적후
인 한국 본토에 잠입하여 정보공작할 정보원을 양성함이 첫째요, 둘째로서는 만일 미군이 필요
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상륙작전을 하게될 때 한국 내에서 미군을 호응해 줄 적후 파괴 및 게릴라
발동을 전제로 그에 대한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 등이었다.
정보원에게는 무선전의 기술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3지대로부터 한인 연락원 약간명을
OSS사령부에 파견하여 일면 나의 공작과 연락을 지으며 일면 OSS사령부 공작에 협조해 주기
로 하고, 우선 연락원 김우전 대위를 파견하였다.２７)

２６) 앞의 책, 19쪽(요약).
２７) 앞의 책,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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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협력으로 훈련반은 안휘성의 임시수도 입욱(立煜)에 설치하였다. 그곳에 미국 제14항공대
의 연락치첨이 있었기 때문이다. 드르먼드 대위가 책임자였다. 학생은 약 20여 명이었는데, 주로 무선
연락 통신기술을 배우면서 국내로 침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학규와 미제14항공대 사령관 첸놀트 장군은 <한미군사합작 합의사항>을 체결, 본격적인 한반도
에 진격하여 일제를 추멸할 준비를 갖추었다.
1. 한미 양군은 공동의 적인 일본군을 박멸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공동작전을 전개한다.
2. 한국광복군은 미군으로부터 무전기술과 기타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고, 적진 한반도에 잠입하
여 연합군 작전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한다.
3. 미군은 공동작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 기재 및 군수물자를 한국광복군에게 공급한다.
4. 미군은 한국광복군에게 육ㆍ해ㆍ공 교통통신의 편의를 제공한다.
5. 기타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상호 지원한다.
6.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기 상부의 재가를 받고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데
상호 적극 노력한다.２８)
제3지대의 초모, 정보 활동 중에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몇 사례만 소개한다.
1943년 조성산을 비롯하여 조동린ㆍ윤창호ㆍ김광선ㆍ박해근 등이 일본군 점령지로부터 속속 탈
출하여 동처에 가담하였다. 박해근은 김학규의 지시에 따라 적후방 공작 지령을 받고 귀덕ㆍ서
주ㆍ개봉 등지에서 초모 반일 선전유격대 첩보를 전개 중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0년 형을 언도
받고 북경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해방 후 석방되었다.
조동린ㆍ김기옥은 적후 지하공작 특파원으로 천진ㆍ북경 등지에서 청년동지 10여 명을 초모공
작 중 조동린은 1943년 8월 5일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경형무소로 압송 수감되었으며 해방 후 석
방되었다.
화중지구 특파원 윤창호는 서주ㆍ제남 일대를 누차 왕래하면서 초모ㆍ선전첩보 등 공작을 적극
추진하고 수 십명에 달하는 한적 사병 및 교포 청년을 초모하여 본처에 후송하였으며 1943년 3
월 중앙군 황학수 장군 휘하 유격대 소속 진강천 상위 등 3명과 모의하고 귀덕역 구내에 정차 중

２８)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6, 6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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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왜적 탄약 수송열차를 시한폭탄 장치로 폭파시키는 등 전과를 거두었다.２９)
김학규의 징모 6분처의 초모, 정보활동 등은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다음은 임시정부 군무부의 보
고서다.
부양 초모위원 김학규 부(部)의 성적이 최가(最佳)하여 51명의 제1기 한광반 필업생을 산출하였
고, 지금 부양에 50여 명이 주유(住留)한 외에 내지 만주 윤함구(倫陷區) 등 각 주요 거점에 50여
명의 공작 동지가 선전 초모 등 공작에 적극 노력 중임.３０)
당초 6명으로 시작한 징모 제6분처는 3년여 동안 160여 명의 인원을 초모하여 광복군 전체 초모 인

원(1945년 3월말 현재) 339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징모 제6분처의 인원이 크게 증가
하게 되자, 총사령부에서는 징모 제6분처를 제3지대로 개편하였다. 총사령 이청천은 군무부 및 통수
부에 제3지대 편설을 요청하였고, 통수부 판공청에서는 제3지대의 편설을 승인하였다”３１)
통수부 판공청의 제3지대 편설 승인서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제10전구 지대에 김학규를 초모원(招募員) 명목으로 파견한지 3년 유에 비용은 공작할만치
지급 못하였지만, 이미 초모청년이 70여 인이오, 내외 각지에 연락과 선전과 초모 등 공작이 날로
전개되어감에 따라 군사기지가 있어야 할 필요가 많으므로 총사령의 요구에 의하여 광복군 부
대 편제에 있는 제3지대를 편설하고 지대장은 김학규를 임명하기로 하였음.３２)
광복군 제1,2지대가 기존의 병력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면 제3지대는 순전히 김학규의 노력으로 편
설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 성립식은 1945년 6월 30일 부양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일제항복 3년 후 귀국, 이승만에 투옥당해

２９) 김승학, 앞의 책, 297쪽.
３０) 「군무부공작보고서」(국회도서관),『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826쪽, 김광재, 앞의 책, 149쪽 재인용.
３１) 앞의 책, 160쪽.
３２) 「통수부사무보고」(국회도서관),『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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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일전의 준비 중 8월 15일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한국광복군은 모든 작전계획이 중지되
었다. 김학규는 8월 19일부터 중국 각지에 특파단을 파견하여 교민의 안전과 한적 장병의 보호에 나
섰다. 9월 12일부터는 중국군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지원하였다. 중경의 광복군 총사령부가 남경으로
이전하면서 제3지대는 본부요원으로 상해에 판사처를 조직, 김학규는 판사처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광복군도 ‘군의 편제’로 귀국을 불허하고, 중국 국민당정부도 광

복군의 중국내의 확군활동을 금지하였다. 광복군은 일제와 치열하게 싸우고도 승전군의 대접을 받
지 못한 채 임시정부, 교민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김학규는 주상해판사처 주임으로 임명되어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3만여 명의 교포를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데 전력하고, 1946년 9월에는 김구의 한국독립당 만주특별당 부위원장에 취임
하여 교포 1만 2천여 명을 천진에서 귀국시켰다.
김학규는 1948년 4월 환국하여 한독당 조직부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던 중 1949년 6월 26일 이승
만 정권의 김구 암살사건의 배후로 몰려 수감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김구 암살을 한독당 내분으로 몰
기 위해 김학규 등을 제물로 삼았다. 평생을 조국광복을 위하여 독립운동의 대부분을 무장투쟁으로
일관해온 그가 해방된 조국에서 엉뚱하게 존경하는 김구 주석의 암살 배후라는 절통하는 혐의로 15
년 형을 선고받았다. 1년여 만에 출옥한 김학규는 은둔생활을 하던 중 4월혁명과 함께 재건 한독당 대
표위원에 피선되었으나 옥고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67년 9월 20일 향년 68세로 서거하였다. 파
란많은 그의 생애는 20세기 한민족의 고난과 모순을 집약해 보여준다.

김학규는「30년대 한국혁명운동 재중국동북」과 『백파자선진』그리고 미간행으로 김구 암살 배

후로 몰려 옥고를 치룬 후 쓴「혈루의 고백」이란 증언록을 남겼다. 이 원고는 김학규의 손을 떠난 후
김구 암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4~11절 부분이 망실되었다. 손 모씨의 소행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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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의 재만 무장투쟁과 한국광복군 활
동｣에 대한 토론문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오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의 글에 대해 논평을 맞게 된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
시다시피 선생님께서는 최근까지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인물 평전을 출간하셨거나 하시고 계십
니다. 예를 들어, 이회영, 신채호, 김원봉, 안중근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선생님의 붓끝을 통하여 그
일생과 활동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사까지 합치면 수십 종의 인물 평전을 내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필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일련의 독립운동가 평전들이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를 대중화하는데 큰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오늘 발표문의 주인공인 김학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연구에
서도 만주 독립운동이나 광복군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평전은 고사하고 변변한 단독 논문
한 편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많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김학
규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선
생님의 글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즉 김학규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김학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나 인물 평
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논평자 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선생님의 글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해되던 김학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학규는 만주 및 관내지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청천 등과 더불어 몇 안 되
는 군사지도자였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김학규를 한국독립운동가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비운의 독립
운동가로 소개하셨습니다. 논평자도 그동안 김학규의 사진을 접할 때마다 두꺼운 검은 안경 때문인
지는 몰라도 무인이지만 문인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김학규의 일생과 독립운동이 선생님의 평이한 필치로 알기쉽고 생생하게 복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평자는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의 글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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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도 느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늠하고자 합
니다.
첫째, 선생님은 김학규에 대해 아직까지 변변한 논문 한 편이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소회를 피
력하셨습니다. 자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논문 말미에서 이승만정권시기 김학규가
김구암살사건의 배후로 몰려 수감되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인지 모
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지금까지 김학규에 대해 전혀 연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
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김학규가 출옥 후 <혈루의 고백>이라는 증언록을 남겼다고 하셨
습니다. 항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증언록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가 김학규의 손을 떠난 후 김구 암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4-11절 부분이 망실되었
으며 이것은 손 모씨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여운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모씨가 누
구이며 어떤 의도로 원고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1934년 김학규가 만주에서 관내지역으로 철수하였는데, 발표문에서는 “이로써 김학규의 만

주지역 무장투쟁은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김학규
가 관내지역으로 간 것은 관내지역 독립운동진영의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다시 만주로 돌아갈려고 했
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관내지역에서 조선혁명당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되어 관내지역에 남
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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