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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이동휘 선생은 1873년 함경남도(단천)에서 출생하여 1935년 1월 시베리아에서 病
死한 데다가 노령과 만주에서 1910년대와 1920년대에 全露韓族會가 개편된 大韓國
民議會와 북간도간민회가 大韓國民會로 개편된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군의 양
성 활동을 전개하였음.
▪ 그러므로 그의 독립군 양성 활동은 만주와 시베리아 한인사회에서의 활동이 중점
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연해주의 전로한족회가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될 때에 의장에는 文昌範을 선임했으
나 집행부의 선전부장에는 이동휘를 선임하여 나자구에서 독립군의 모군과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음. 그리고 북간도간민회가 대한국민회로 개편되자 소속 독립군을 전
투부대로 개편, 일본군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독립군의 편성과 훈련의
변화를 활발하게 주도하였음.

본론

1. 독립군의 양성 활동

▪ 독립군의 양성 활동에 영향을 준 요인은 ①일제의 식민지정책과 그에 대한 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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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책, ②한인사회에서의 종교와 교육활동의 영향, ③독립군의 기지건설 방략
(方略)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시 말하면 첫째, 1918년 1월에 일본군 28,000명이 시베리아로 출병하자 이에 대응
할 50여개의 韓人獨立軍團이 형성되었고, 둘째, 민족독립운동지도자들은 기독교와
대종교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문무쌍전의 민족
주의교육을 실시하여 독립군과 민족독립운동자를 양성했으며, 셋째, 1919년 9월 연
해주에서 合同한 박용만·이회영·신채호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과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빨치산부대를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여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방략을 추진 할 필요에 공감하게 되었음.
▪ 그러므로 1919년과 1920년에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수많은 독립군단의 조

직계통은 ①의병과 유생들로 구성된 독립군 ②종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독립군 ③
출신지방 별로 편성된 독립군 ④거주지를 중심으로 편성된 독립군 등으로 대별됨.

- 이 중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독립군은 기독교와 대종교의 선교활동의 결
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즉 북간도에서 이동휘·김약연·정재면 등이 전개했던
기독교와 선교활동은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전개한 것이었으며, 북간도의 나철·서
일·박찬익, 서간도의 윤세복·박은식, 연해주의 백순·이상설, 상해의 신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의 선교활동은 종교적 방법을 통한 항일투쟁으로서 민족의식
의 고조화 투쟁이었음.

- 그러나 3·1운동이 전개되어 대한국민회와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된 21개 항일군
단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국치(1910)를 전후하여 독립운동의 기본사조로 정립

된 ｢獨立戰爭論｣의 구현노력을 지속시키는 기반 위에서 독립군의 정예병 양성정
책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기지건설 방략과 관련하여 박용만(朴容萬)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
아 상해파 공산주의세력과 일그츠파 공산주의세력 간의 군사적 통합을 이룩하려
던 계획은 ①러시아 정부의 지원불이행과 ②한인공산주의세력의 비협조로 인해 실
패하였음. 이에는 ①1920년 4월의 ‘4월 참변’과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경신참

변’(간도사변), 그리고 1921년 6월의 ‘자유시 참변’(흑하사변)의 영향도 작용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박용만의 ｢對蘇 사고 및 매너｣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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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면(外面)한 것으로 보이는 바, 1923년 말 창조파 국민위원회로부터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최고 간부로 취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
은 박용만은 1924년 1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同會의 비서장에 임명되었
으나 이미 1921년 11월 박진순·한형권과 더불어 러시아 정부 대표들과 지원문제 협
의 시 러시아 측이 ‘독립군의 赤軍 배속’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수용할 수
없어 거절한 바 있는데다가 이번(1924년 1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러일조약의 체결
을 염두에 두고 한국독립운동자의 추방정책을 추진하려는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배신감을 느끼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바 있었음.

- 한편 상해파와 일그츠크파 간에는 1920년 가을 이후부터 당권과 군권의 장악
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렸고, 1921년 5월 일그츠크파는 「고려공산당」을 창당
하고, 고려군정회를 조직함으로써 전체 한인무장세력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
게 되었음.

2. 독립군의 양성 특징
▪ 1910년대 권업회의 경우를 보면

- 첫째,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쌍전의 인재를 양성했음. 즉 이동휘·이종호·김립·
이하석 등이 청도회의에서 결정된 독립운동의 방략에 따라 나자구에 대전자학교
라는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사관을 양성하였음.

- 둘째, 군용지의 확보를 위해 외국총독과 교섭활동을 전개하였음. 즉 권업회는 러
시아총독 곤다지와 교섭을 벌여 적당한 토지의 조차를 여러 곳에서 추진하였음.

- 셋째, 독립군 양성을 위한 비밀결사를 운영했는바, 겉으로는 養軍号·海島号 등 잡
화상 같이 보였으나 속으로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는 결사체
로 운영했다 함.

- 넷째, 권업회에서 사실상 독립군 양성의 책임자는 경찰부장 김홍도였고, 그가 회
장으로 있던 노동회는 군자금을 비축하여 후일에 대비키로 하였다고 함.

- 다섯째, 권업회는 대한광복군정부의 건립을 추진하였음. 당초 권업회에서는 이상
설과 의병장들의 연서로서 고종황제에게 내탕금에서 군자금을 보내주고 시베리
아에 파천하여 亡命政府를 세워 항일운동을 영도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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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會의 핵심인물인 이상설·이동휘·이동녕·이종호·정재관 등이 주동이 되어 그간
중·로(中·露) 양 령에서 규합한 독립운동자들을 단합시켰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
을 주도하도록 뒷받침하여 1914년에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출케 했
으나 그 해 9월 광복군정부의 수립은 러시아의 전시체제 확립에 따라 탄압을 받
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와해되고 말았음.

▪ 1920년대 중·로 지역 경우를 보면

- 첫째, 이동휘의 주도로 중국 땅 봉밀산에 설립한 東林武官學校는 1919년 말로부
터 1920년 초에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인재양성모델이 文武를 겸비한 양성모델로
확립케 되었음. 즉 이동휘의 주도로 동지들간에 지역분담을 통해 펼쳐진 학교설
립운동은 한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편, 각급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서 무
관후보생을 선발하여 확고한 군인정신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였다
고 함(윤병석 교수 주장)

- 둘째,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각지의 무장단체는 조직을 정비하여 수 개의 武裝
軍을 설립했는데, 이는 일제의 시베리아 파병과 청산리전투의 여파로 야기된 독
립군단의 공백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으며 주요한 무장군으로는
①최경천의 義軍府 ②강국모의 血誠團 ③김규면의 新民團 ④김하석의 國民議
會 등이었음.

- 셋째, 3·1운동 발발 직후부터 戰力(전력)이 우위에 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과 최진동의 「군부도독부군」의 국내진입작전이 빈번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외의
다수 군단들도 국내진입작전 수행에 유리하도록 Iman이남지역(즉 압록강과 두만
강의 접경지 북부)에 부대를 배치하고 진공훈련에 열중하였음.

- 넷째, 군사력이 약한 군단은 군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력이 우위에 있는 군
단과 연합작전 또는 통합작전을 전개하거나 공동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간부
훈련에 힘썼다고 하는데, 이는 國民會軍 전체로 볼 때에는 軍團의 上向平準化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섯째, 3·1운동 후 노령 각지로부터 來集하는 장정이 날로 증대하자 이들을 길목
인 연추·수청·간도에 집결시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고가의 무기로 장비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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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처럼 신편하는 군단에 훈련된 인력과 경비의 충당이 요구됨에 따라 노
령과 간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까지의 비귀화 한인에게는 징집령을 내리
는 한편, 경비의 모금운동을 벌렸다고 함.

3.양성론의 평가
▪ 첫째, 볼셰비키혁명이 야기되어 在露韓人이 볼셰비키의 연합운동을 활발하게 추진
함에 따라 독립군 양성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로인해 독립군을 동원하기
위한 기관도 要地에 설치되었음. 즉 1919년 볼셰비키가 35세 이하의 귀화한인에 대
하여 전면적으로 징집령을 내리자 한인들은 볼셰비키에 가담해 白衡軍과 싸우기 보
다는 독립군 부대에 참가하여 抗日戰을 전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독립군의 양성인원 목표도 10,000여명이 상정으로 집약되자 그 목표에 도
달 즉시 독립군부대를 동원해서 국내로 진격하여 일제 군경과 전투를 전개키로 했으
며(이는 1919년 11월 17일 임정의 국무회의에서 통과), 독립군의 동원을 위한 기관은
- 문창범을 중심으로 니콜리스크에

- 엄인섭을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 이동휘를 중심으로 蘇城에 각각 설치했다고 함.
▪ 둘째, 임정의 소속이 아닌 만주·시베리아 군단들은 군사통일회의의 결정인 ‘장교양
성계획안’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1920년대 초 國民會軍이 전력이 우위
에 있는 군단과 공동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했음을 감안한다면 사관양성계획이 이로

인해 증대되었을 것으로 사료 됨. 즉 군사통일회의가 ‘군사상 총기관 설립안’ 통과
에 이어 1921년 5월 31일 “중국·러시아 方面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6개월 혹은 1개
년 과정으로 매년 800명의 장교를 양성하는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실천력 있는 강
구우·남공선 등을 북간도와 러시아에 파견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았
을 것인데다가 당시 국민회군에서는 전력이 우위에 있는 군단과 공동으로 무관학교
를 설립하는 경향도 증대했기 때문에 양성된 사관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으
로 사료됨(예:동림무관학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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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동휘는 독립군의 양성에 진력했으나 만주와 시베리아에 산재한 한인공산주
의자들의 管理에 실패하고, 독립운동자금의 운영이 不正한 政治資金의 운영으로 비
추어짐으로써 임정과 공산당 내의 헤게모니의 장악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參考로 독립운동자금의 운영문제에 관해 논의하면
1920년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자금으로 200만 루블을 제공할 의사를 전해오자 임정
(국무총리 이동휘)에서는 한형권·여운형·안공근을 파견키로 했는데, 이동휘는 자의

적인 결정으로 한형권 만을 모스크바로 파견했다고 하며, 이때 한형권은 레닌으로
부터 1차로 받은 60만루블 중에서 40만 루블을 그의 수하였던 金立을 시켜 高麗共
産黨組織基金으로 사용키 위해 중간에서 빼돌리게 했음. 하지만 이 돈이 고려공산
당에도 전달되지 않고 행방불명되어 임정에서는 내분이 확대되었음. 비록 이 자금
이 1920년 말과 1921년 3월 上海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 시베

리아의 한인에 대한 管理에 ①다르뷰로 부설 한인부 ②극동공화국 정부 ③코민테
른 동양비서부 등 三者가 간여했으나 失敗하였음. 특히 이 三者의 기관 중 최고의 기
관이던 다르뷰로의 한인부에 간부들이 박애·계봉우·김진 등 이동휘계 상해파 공산
주의자 一色이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를 위요하고 그의 反對派에서는 不正한 정치자금의 운영이라고 비판을 제기하지만
支持派에서는 美洲의 동포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의 支援이 끊어진 상황에서 새로이
출범한 임정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시현되
어 왔음.

결론

▪ 선생의 독립운동자금 운영문제가 정치자금의 부정한 운영문제로 비추어지게 되자
- 러시아에서는 임정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 임정에서는 선생이 국무총리에서 사임·탈퇴하게 된 데다가

- 공산당에서 일그츠크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상태가 전개되었음.
▪ 그러나 선생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반대파와는 달리 민족운동의 전통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주류의식을 견지하고 있었고, 안정된 방법으로 방책을 찾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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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방법에 의해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信念을 지니고 있던 進步的 革命
家로 평가받고 있음(반병률의 글).
▪ 그리고 선생은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만주와 노령에서 활동
한 한인독립운동가 중에서 ‘제1의 독립군 양성가’로서의 位相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
가 받고 있음.

▪ 그러므로 선생의 활동은 그를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혁명가’로서, 군사적으로서는 ‘
제1의 독립군 양성가’로서 인정받고 칭송받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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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

이상설과
독립군 기지 건설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1. 머리말

1906년의 어느 무렵1 지금의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에 해당하는
간도 용정촌에서 서전서숙이 문을 열었다. 그러니 2016년인 올해는 서전서숙 개숙 110
주년이 된다. 서전서숙에서는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대식 민족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이 졸업한 뒤 민족운동에 투신할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하자는 것
이 서전서숙의 개숙 목표였다. 당시 용정촌은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에서 한인이 가
장 많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만주는 공간적으로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독립운동의 다
양한 방략 가운데서도 무장투쟁 방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실천에 옮겨
진 곳이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만주를 중심으로 정립된 무장투쟁 방침을 특히 독립전
쟁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하고 무장투쟁을 실천에 옮겨나갈 독립군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독립군 기지 건설 또는 독립운동 기지2 건설로 파악하고 있다.

1 여기서 어느 무렵이라고 에둘러 쓴 것은 서전서숙의 개숙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관련 자료
에도 1906년 8월, 10월, 12월로 개숙 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1906년 10월 무렵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보기를 들어 실제로 당시 간도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계봉우에 따르면 서전서숙은 “8개월 넘지 못한 단
기교육”을 했다고 한다. 四方子, ｢北墾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 사방자는 계봉우의 필명이다.
서전서숙이 문을 닫은 시기가 1907년 8월 무렵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1906년 12월에 개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독립군 기지와 독립운동 기지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독립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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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가시화된 독립전쟁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와 지역
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병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주
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
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실력을 쌓았다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러
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
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을 가리킨다.
서전서숙은 만주 민족교육의 효시이자 해외 독립운동기지의 효시였다.3 러일전쟁 이
후 한반도를 강점하기 시작한 일제에 을사늑약이 강요되면서 대한제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새로운 민족운
동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처음 보여준 것이 바
로 서전서숙의 개숙인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독립운동사에서 서전서숙의 개숙이 갖는 의미가 큰 주목을 받았
다. 그런데 정작 서전서숙과 관련해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서전
서숙이 문을 연 시기나 문을 닫은 시기도 특정할 수 없다. 서전서숙이 문을 닫은 것이
일제의 탄압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탄압의 구체적인 실상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서전서숙이 강제로 문을 닫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난 때문에 자의로 문을 닫은 것
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유는 바로 서전서숙과 관련된 자료가 별로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나마 서전서숙의
설립 주체가 이상설을 비롯한 이동녕, 여준, 정순만 등의 망명 애국지사였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상설을 꼽는

직접 관련된 활동(교육, 자치 등)이 벌어지는 공간인 데 비해 후자는 독립군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
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 보기를 들어 1907년 8월 통감부의 간도임시파출소가 ‘설치’된 이
래 일제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던 용정 같은 곳은 독립운동 기지는 될 수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독립군 기지라
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처음부터 독립군 간부 양성을 내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유하현 일대는 독립운동 기지이자 독립
군 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3 계봉우는 서전서숙의 개숙을 “효정(曉鐘: 새벽종-인용자)이 방성(放聲)”한 것으로 묘사했다. 四方子, ｢北間島(2)｣,
獨立新聞, 19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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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설은 서전서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댔고 실제로 숙장 겸 교사로 학생
들을 가르치는 데도 앞장섰다.
주지하듯이 이상설은 광무황제로부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임명되어
1907년 4월 무렵 서전서숙을 떠났고 나중에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활
동했다. 강제병합 이후 출범한 최초의 망명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광복군정부의 정
통령(또는 정도령)을 맡기도 했다. 국내 항일운동이 국외 독립운동으로 확대되는 단
계에서 항일투쟁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상설이었다. 이상설은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대한협동회 회장, 을사늑약 반대, 서전서숙
개숙, 헤이그 특사, 미주에서의 국민회 결성 주도, 연해주에서의 13도의군 활동, 성명
회·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 활동, 신한혁명당 본부장을 거쳐 1917년에 사망했다. 독립
운동을 벌인 기간은 10년 남짓이지만 초기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
하고 있던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계몽운동, 외교운동, 의병전쟁, 독립전쟁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06년 만주로 망명한 이후 이상설의 활동은 모두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의 개척자이기도 했다. 당연히 독립운동사에서 이
상설의 이름은 많이 거론된다. 그런데도 이상설의 행적 가운데는 아직도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많다. 사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일찍이 윤병석이 이상설의 독립운
동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저작을 출간4 한 이래 단 한권의 저작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은 독립운동사에서 이상설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할 정도이다.5이상
설 관련 논문도 다른 독립운동가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다. 물론 이상설에 대한 연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망명 이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록이 단절되어 망명 이전의 상소문 등 일부 자료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설은 신·구학문에 모두 밝았다.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평가했다. 실제

4 윤병석, 이상설전(일조각, 1984)
5 심지어는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100권 예정으로 펴내는 독립운동가열전의 대상인물에도 이상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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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있는 몇몇 자료를 보더라도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런데 이상설이 남긴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상설이 죽기 직전에 스스로 자신의
글은 물론이고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소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설과 같이 활동한
적이 있던 민충식의 회고에 따르면 “임종을 지켜본 동지 중의 한 분이 선생(이상설-인

용자)의 유품과 저작한 원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고 묻자 선생은 ‘모든 것이
미완성이며 또 내가 후세에 무슨 면목으로 무엇을 끼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 동
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모든 것을 이미 불태워 없애 버리고 말았다. 다만 지금 당
장 남을 것은 나의 죽은 시체가 있을 뿐이니 이것마저 불로 태워 바다에 뿌려 주기 바
라며 행여나 죽은 찌꺼기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 내 국토를 잃어버렸는
데 어느 곳 어느 흙에 누를 끼치리오’ 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6
그러다 보니 이상설의 행적을 밝히기 힘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아 있는 자료 가
운데는 서전서숙이나 이상설과 관련된 내용에서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
인 보기가 서전서숙의 개숙 시기이다. 이상설의 망명 동기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사망하기 전에 스스로 자료를 소각했는지 아니면 남은 사람들에게 자료 소각을 유언
으로 부탁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단순히 행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상설 정도의 인물이면 그의 사상이 어떠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상을
논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이상설의 행적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오늘 발표의 문제의식은 아니다. 실
제로 이상설이 벌인 독립운동의 큰 틀은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 대체로 해명되었다.7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려는 데 오늘 발표의 목
적이 있다.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 나는 이상설의 독립운동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6 민충식, ｢연해주 시절의 이 상설 선생｣, 나라사랑, 20(1975), 103쪽.

7 대표적인 보기로 윤병석, 이상설전(일조각, 1984/1998);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한울, 1998); 박걸순, ｢이상
설의 민족운동과 후인 논찬｣, 중원문화논총 10(2006); 박민영, ｢국치 전후 이상설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
립운동사연구, 29(2007); 룡정3·13기념사업회, 연변력사학회 편, 력사의 종소리: 서전서숙개숙 100주년 기념문집(연
변인민출판사, 2006); 윤병석 외,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사단법인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2006)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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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8 시기구분의 기준은 독립운동의 방략이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망명
이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이나 을사늑약 반대 운동, 그리고 망명 이
후의 헤이그 특사, 열강 순방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은 크게 보면 외교를 둘러싼 것이
었다. 물론 서전서숙 개숙은 예외로 계몽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외교운동
이건 계몽운동이건 공통점이 있다. 무장투쟁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이상설은 주로 만국공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구국운동을 벌였다. 만국
공법을 내세워 열강을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일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연해주에서의 활동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미주에
서의 활동을 거쳐 연해주로 다시 망명한 이상설은 무장투쟁 노선에 입각해 의병운동
과 독립군기지 건설 운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군주제에서 인민주권제로의 사상적 전
환의 편린도 보였다.
오늘 발표는 이상설의 독립운동 가운데 첫 번째 시기의 서전서숙 개숙과 두 번째 시
기의 독립군 기지 건설 활동을 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상설이 벌인 독립
운동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서전서숙 개숙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상설은 1906년 만주로 망명했다. 한 해 전의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게 넘어가는 등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동시에 을사
늑약에 반대하는 을사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등 항일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아직은 해외 망명이 봇물을 이루기 전인데도 이상설은 일찍이
망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8 이상설의 후손인 이완희는 일찍이 이상설의 독립운동을 ‘국내 구국 항쟁, 밀사 결행과 열강 순방, 노령에서의 활동’이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희, ｢溥齋李相卨先生傳記抄｣. 최근에는 박걸순도 이상설의 독립
운동을 ‘망명 이전 국권회복운동, 헤이그 사행과 구미 순방 외교, 연해주 망명과 독립운동’의 세 시기로 구분하는 글을 발
표했다. 박걸순, ｢이상설의 민족운동과 후인논찬｣, 중원문화연구,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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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 만주행과 관련해서는 광무황제의 특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만주
로 망명했다는 주장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와는 상관없이 민족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아 망명했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이회영의
측근 인물인 이관직9이 남긴 회고이다.

1906년 여름 선생(이회영-인용자)이 광복운동의 원대한 소지(素志)를 행함에는
국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불리한 줄 각오하셨다. 선생은 이상설, 유완무, 이동녕, 장
유순 등 여러 선생과 심심밀의하시고 광복운동을 만주에 전개키로 하고 만주 택지
(擇地)와 도만(渡滿) 인물을 논할 새 북간도 용정촌은 교포가 이주하여 교육하기
최미(最美)하고 노령이 북통(北通)하여 외교가 편리하고 내지가 일위수(一韋水)
를 격하여 왕래가 역호(亦好)하니 택지는 용정촌으로 정하나 도만 인물을 고르기
어렵도다. (중략) 보재 이상설선생이 개연히 말씀하시되 수모(誰某)를 막론하고

인정상에 이친척(離親戚) 기분묘(棄墳墓)하고 황막새방(荒漠塞方)에 고주고로(
孤住苦勞)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마는 조국과 민족이 중대한지라 이제 이험(夷險)
을 어찌 선택하리오. 내가 불민하나 만주에 나아가 운동을 열고자 하노라 하신대
만좌제공이 보재선생의 기절(氣節)을 다 절찬하시더라. (중략) 선생(이상설-인용
자)은 용정촌에 기주(寄住)하시고 이곳에 서전의숙을 설립하여 교포자제를 교육
하시며 비밀리에 선생(이회영-인용자)과 기맥을 통하여 광복소지를 펴시도다.10

이관직에 따르면 1906년 여름 무렵 이상설, 이회영, 이동녕 등이 광복운동의 새로
운 활로로 용정에 근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이상설은 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
기 위해 만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서간도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
도하는 이회영이 이상설의 만주행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당시 만주야말

9 이관직은 1904년 이후 이회영과 같이 상동학원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벌였고, 1910년 이후에는 이회영과 같이 서간도에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 등에서 활동했다.
10 이관직, ｢우당이회영선생실기｣, 우당 이회영약전(을유문화사ㅡ 1985),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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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권회복운동 내지는 광복운동의 새로운 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상설은 그러한 생각을 일찍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국권의 타락됨을 분탄(憤歎)” 11 하여 망명길에 오른 이상설은 이동녕 등과 함께 상

해와 노령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용정으로 갔다. 망명에 앞서 자택을 처분한 것은
조국광복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 아래 망명이 결행된 것임을
보여준다.12
용정에서 이상설은 만주 최초의 근대식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을 열었다. 정확한 개
숙 시기는 알 수 없다. 자료에 따라 1906년 8월, 10월, 12월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
다. 폐숙 시기도 마찬가지이다. 1907년 8월이라는 기록도 있고 그 이후라는 기록도 있
다. 서전서숙의 존속 기간은 짧으면 8개월, 길어도 1년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
도 서전서숙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전서숙 개숙이 계기가 되어
서전서숙을 본뜬 학교가 만주 전역에서 문을 열었다. 이들 민족학교는 독립운동에 투
신하는 젊은이들을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서전서숙이 만주 독립운동 더 나아가
서는 국외 독립운동의 효시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전서숙 이전에도 만주에는 사립학교가 존재했다. 그런데도 서전서숙을 민족교육
의 효시라고 보는 이유는 처음부터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교육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상설과 동지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
다. 서전서숙 이전에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서당이 많았다. 대표적인 보기가 서전서
숙에 이어 만주 민족교육의 대표적인 보기로 꼽히는 명동학교의 전신인 주암재이다.
주암재는 김약연이 용정에서 연 서당이었다. 주암재에서는 한문 위주의 전통적인 교
육이 이루어졌다. 주암재 외에도 전통적인 서당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전
서숙은 근대적인 학교를 지향했다. 나중에 서전서숙의 영향으로 주암재가 명동서숙
을 거쳐 명동학교로 바뀐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서전서숙은 근대적이고 민족적인 학교

11 四方子, ｢北墾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

12 이관직, 앞의 글. 일제 자료에도 “국권이 회복 안되면 맹서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하고 남부 저동(苧洞) 저댁을 매각”
했다고 적혀 있다.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 및 嫌疑者 搜査에 關한 件｣,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안중근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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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주 교육기관의 주류로 자리를 잡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서전서숙에 관해서는 1907년 8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13(이하 간도파출소로 씀)

를 개설하고 서전서숙을 “시국상 의심할 점이 있어 취조’한 결과를 통감대리 하세가

와(長谷川好道)를 거쳐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사이토(齋藤季治郞)14 의 보고서
가 남아 있다. 이 보고서는 사이토가 나중에 간도파출소 총무과장을 맡게 되는 시노
다(篠田治策)과 함께 간도파출소 설치 이전에 용정을 비밀리에 방문해 서전서숙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밖에 간도파출소 경무과 서기관 김해
룡이 별도로 작성한 서전서숙 관련 보고서도 있다.15 김해룡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을 위한 정탐활동을 벌였고 1906년에는 일진회 북간도지부 회장을 맡은 친일인물이
었다. 1907년 대한제국 내부 서기관의 신분으로 간도파출소에 파견되어 간도 일대 한
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 업무를 맡았다. 1908년에는 국내진공작전을 벌이던 이범윤 부
대에 대한 정탐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했다.16 여기서 김해룡이 1906년부터 일진회 북
간도지부 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도파출소 이전에 이미 서
전서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서전서숙의 상황을 이미 꿰뚫고 있었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서전서숙 졸업생인 윤정희가 남긴 기록17도 서전서숙
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전서숙의 운영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숙장은 이
상설이었고, 이상설과 함께 망명한 이동녕과 정순만이 운영을 맡았다. 자금은 이상설
이 전액 부담했다는 기록도 있고 이상설 5천 원, 황달영, 정순만 각 5백 원, 김우용 3

13 간도파출소에 대해서는 권구훈, ｢일제의 통감부간도파출소 설치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992); 최장근, ｢일
제의 간도 ‘통감부 임시파출소’ 설치 경위｣, 한일관계사연구, 7(1997) 등을 볼 것.
14 사이토는 현역 일본육군 대좌로 간도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龍井村에 설립된 韓人學校 瑞甸書塾에 관한 統監府 派
出所長의 報告 送付의 건｣, 間島의 版圖에 관한 淸韓兩國紛議 一件 제2권
15 金海龍, ｢龍井村瑞甸書塾調査記｣, 間島在住韓人ノ親族慣習及其他

16 더 자세한 것은 ｢김해룡｣, 친일인명사전 1(민족문제연구소, 2009), 686-687쪽을 볼 것.

17 윤정희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전서숙에 관해 여러 기록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학연구, 3 별집(1991)에
영인으로 실린 간도개척사(1954?)이다. 이밖에 이상설의 후손인 이완희에게 필사로 남긴 네 장짜리 기록, 문재린에
게 쓴 편지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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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원, 홍창섭 백 원으로 분담했다는 기록도 있다. 어느 쪽이건 이상설이 서울의 집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 서전서숙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 서숙 안의 숙소도 제공되었다. 전면적인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는 이상설을 비롯해
여준, 황달영, 김우용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동녕과 정순만도 교사였을 가능성이 크
다.18 이들은 모두 일제와 현지 중국관헌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
명을 썼다. 이상설의 가명은 이당이었다.19 처음에는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다. 2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고등반에 해당하는 갑반과 초등반에 해당하는 을반의 두
반을 두었다. 나중에 학생들이 100명까지 늘어나면서 병반을 새로 만들었다. 이상설
은 갑반 산술, 여준은 법률과 경제대의, 황달영은 정치와 지리, 그리고 김우용은 산
술을 맡았다. 국사와 한문 과목도 개설되었는데 이동녕이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법률(만국공법), 습자, 독서 같은 과목도 개설되었다. 이상의 교과목은 대부분
근대적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서전서숙이 근대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교육보다 더 중시된 것은 민족교육이었다. 1907년 7월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참석했던 이준이 순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교사와 학생이 모두 대성통곡했
다는 일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광무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데 대해
교사들과 나이든 학생들이 분개했다는 일화, 간도파출소 설치에 앞서 용정 일대에서
사전 정보수집 작업을 하고 있던 사이토와 시노다 등이 서전서숙을 방문했을 때 문
전박대했다는 일화 등은 서전서숙 안에 어느 정도로 민족의식이 팽배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의외로 군사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체육도 개설과목에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설립자와 교사의 면면을 보아

18 이밖에 서전서숙 관련자로 이상설과 함께 용정에 도착한 박정서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 이동녕은 이량, 여준은 여조현, 정순만은 왕창동, 황달영은 전공달, 김우용은 김동환이라는 가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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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사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서전서숙을 바로 독립군 양성 교육기
관 내지는 독립군기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서전서숙 졸업생의
행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을반의 김학연은 사촌형인 김약연과
함께 명동학교를 꾸리고 교사로 재직했다. 남위언, 최기학도 명동학교 교사로 재직했
다. 최기학은 나중에 간도국민회 남부지방 총회 서기, 간도청년회 서기를 지냈다. 갑반
출신 이병휘는 국자가 와룡동에 창동학원을 꾸리고 부원장을 맡았다. 갑반 출신 남
세극은 1919년 3월 13일에 일어난 용정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간도국민회 남부지방총
회 재무로 활동했다. 을반 출신 구자익은 1919년 3월 26일 왕청현 만세시위를 주도했
고 나중에는 홍범도 등이 대한북로독군부를 출범시켰을 때 군무과장을 지낸 뒤 왕청
현의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을반 출신 박일병은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했
다. 을반 출신 오병묵은 훈춘 지역에서 기독교우회를 조직하고 사립학교 교사를 지내
다가 나중에 공산주의로 전환했다.20 따라서 독립군 활동에의 참여가 확인되는 것은
구자익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무장투쟁 이외의 다른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서전서숙은 채 1년이 되기 전에 문을 닫고 말았다. 설립자이자 숙장이던 이상설은
1907년 4월 용정을 떠났다. 같은 해 7월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던 만국평화회의에
광무황제의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전서숙을 지탱하던 큰 디딤돌이 빠지자
서전서숙의 운영은 점차 어려워졌다. 여기에 일제가 용정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전서숙은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07년 8월 용정에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었다. 말이 설치이지 일제가 중국의 허락
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간도를 침입한 것이었다. 간도파출소는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
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담당한 기구였다. 구체적으로는 간도파출소의 한 부서인 감찰
과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과장인 최기남을 비롯해 과원 전체가 일진회 회원이었다.21
일제는 헌병대와 친일단체 일진회를 내세워 한인들의 민족운동을 탄압하려고 했

20 김철수, ｢서전서숙과 연변조선족들의 항일투쟁｣, 력사의 종소리: 서전서숙개숙 100주년 기념문집(연변인민출판사,
2006), 209-212쪽.
21 최기남에 대해서는 ｢최기남｣, 친일인명사전 3(민족문제연구소, 2009), 684-685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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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압의 대상에는 서전서숙도 포함되어 있었다. 간도파출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1907년 초 용정을 방문한 사이토와 시노다가 직접 서전서숙을 찾아와 서전서숙이 민
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 일제는 간도파출소 설치에 앞서
이미 서전서숙 탄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노다 등이 서전서숙을 방문해 정탐
활동을 벌인 것은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 활동을 위해 용정을 떠나기 전이었다. 그런

데 이상설이 떠난 후에도 “일본 사람들이 혹 상민 모양으로 와서 정탐도 하고 일본군
인은 혹 평복하고 다니면서 말하되 당신네 학교의 경비는 어느 곳에서 생기며 당신네
본댁은 본국 어디냐 하고 질문”22 하고는 했다고 한다.
그러던 가운데 1907년 8월 초에 일본군이 서전서숙 갑반 학생 윤규한의 집으로 쳐

들어가서는 “윤씨의 노부를 무수 난타하고 회령 일본 수비대 군중으로 잡아다가 악

형을 행하며 꾸짖어 가로대 북간도 서전학교는 곧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한국을 위하
는 파당이 모인 곳인데 그대가 어찌하여 아들을 그 학교로 보내었으며 또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지를 그 학교로 보내준다 하니 그대가 배일당이 아니냐 하고 무수 능장
질하여 옥중에 3일을 엄수하였다가 방송하되 이제부터는 너의 아들을 학교도 보내지
말며 신문지도 다시 상관 말라 하고 곧 사갈 같은 일본병으로 하여금 경외에 축출”23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배일학교 서전서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사와 학생에
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였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사이토가 이끄는 간도
파출소 요원들이 용정에 진주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육군중좌 제등이가 군마 이

백여를 영솔하고 곧 북간도 용정촌에 입내하여 한인가 일백이십여 호에 군대 마필을
나누어 주둔시키고 그 학교(瑞甸書塾)는 해 군대 사무실로 점령하매 그날에 학교 교
사와 사무원과 학생 등 합 일백십여 인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사산 분주”24했다고 한
다. 여기에 나오는 군대는 간도파출소에 딸린 헌병대를 가리킨다. 서전서숙 안에 헌병
대를 주둔시킨 것은 서전서숙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을 닫고 떠나라

22 ｢間島瑞甸學校瓦散實錄｣, 海朝新聞, 76호, 1908년 5월 26일.

23 ｢間島瑞甸學校瓦散實錄｣, 海朝新聞, 76호, 1908년 5월 26일.

24 ｢間島瑞甸學校瓦散實錄｣, 海朝新聞, 76호, 190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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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간도파출소 관련자들은 서전서숙 교사들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문을 닫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서전서숙이 문을 닫은 뒤 이동녕과 여준은 귀국했다. 그리고 신민회에 가입 간부로
활동했다. 1909년부터 신민회 안에서 시작된 만주 독립운동기지 건설 논의를 주도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 실제로 이동녕은 1910년 서간도 유하현을 사전답사했고 실제
로 1911년 6월 유하현 삼원포에서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 때도 여준과
함께 설립주체로 참여했다. 유하현은 거주하는 동포는 간도보다 훨씬 적지만 상대적
으로 일제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유하현을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로 선택한
데는 서전서숙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외교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의 전환

이상설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규탄하고 대한제국의 주
권을 지키는 데 열강의 지원을 호소하는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열강은 대한제국 황제의 특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국평화회의 회의에 참
석하는 것조차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상설은 외교운동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만국평화회의에서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한 여러 열강을 순방하면서
개별 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그 대상이
었다. 일제의 한국침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지 그리고 을사늑약이 어떻게 강제로 체
결되었는지를 설파하며 한국의 독립수호를 위한 국제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극동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영세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25 유럽의 스위

스와 같은 중립국이 한국의 모델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외교활동은 실패로 끝났
다. 어느 나라도 대한제국 전 황제 특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25 ｢密使發言｣,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27일; ｢密使渡美｣,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일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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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이상설은 만국공법의 힘을 믿고 있었다. 만국공법을 바탕으로 열강을 설득하면
대한제국의 주권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상설이 1909년 11월에 열린 예
정인 다음 만국평화회의에 다시 참가하려고 한 데26 서도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이
상설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국공법은 냉정한 국제관계 앞에 아무 소용
이 없었다.
열강의 냉대에 직면하면서 이상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미국에 머
물던 1908년 초부터 1909년 사이에 나타났다. 1908년 8월 이상설은 연해주 대표 자격
으로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열린 재미주 동포들의 모임인 애국동지대표회에 참여했다.
단지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임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 모임을 통해 이상설은 처음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이상설이 벌인 독
립운동에서 큰 화두가 되는 통합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주
동포사회는 아직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상설의 주도로 열린 애국동지대
표회를 통해 통합운동의 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제로 1909년 2월에는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가 국민회라는
한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이상설은 미주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국외의 한인동포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이미 국망이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열강의 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상대적으로 광복운동의 공간이 열려 있
던 국외의 동포들을 단합시켜 동포들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는 것이었다. 애국동지대
표회에 뒤이은 국민회의 결성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미주에서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에게 빼앗
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이 필요한데 미주가 무장투쟁의 본거지가 될 수
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설은 러시아의 연해주에 주목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에는 일찍부터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1869년에는 이

26

윤병석, 이상설,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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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숫자가 6천 5백 명에 이르렀다. 정착의 형태로 한인이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생
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이후였다. 이 시기 흉년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자 많
은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에는 의병 등 반일투
쟁을 위해 월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장투쟁을 벌이기에는 만주 못지않게 유리
한 조건을 갖춘 곳이 연해주였다.
여기에 이상설은 러시아가 러일전쟁의 결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에 한 번 차
질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태평양과 만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는 데 주목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야말로 ‘
광복군’을 앞세워 독립전쟁을 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이 이상설의 생각이
었다.27 곧 ‘광복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설이 강제병합을 앞둔 시점에 연해주에 사가
서 현지 정부와 긴밀한 유대를 맺으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상설이 꿈꾼 ‘광

복군’의 편성과 이를 위한 독립군기지 건설에 러시아 정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설이 연해주로 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연해주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상설이 연해주에 와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다. 일제 자료에 따르면 “(이상설은-인용자) 미국에 이르렀는데 최재형 등은 차(此)를
맞아서 모주(謀主)로 삼고자 여비를 보내어 블라디보스토크로로 오게 했다”28고 한
다. 실제로 이상설은 연해주로 가기 전에 미주에서 연해주에 파견한 인물들을 비롯해
연해주 한인사회의 인사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이미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인석이나 이승희가 이상설이 연해

27 연해주에서 이상설과 함께 활동하던 민충식에 따르면 이상설은 주위의 동지에들에게 “제국주의 국가들은 야욕을 달성키
위해 약소국의 원조를 미끼로 외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기야는 세계대전이 틀림없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
래의 이러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현명한 지략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민충식, ｢연해주 시절의 이 상설 선생｣,
나라사랑, 20(1975), 102-103쪽.
28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 및 嫌疑者 搜査에 關한 件｣,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안중근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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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가 연해주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데서도 확
인된다. 유인석은 1909년 1월(음력) 이승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참찬(이상설-인용

자)은 언제 오겠다고 하였습니까?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를 환영하는 것은 후의
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가을 원산에 있을 때 그가 항구(원산인지 블라디보스토
크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인용자)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궁핍을 면하기 어려
우리라 여겨 약간의 물건을 보내 정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풍부한 물자로 맞
이하여 이런 근심이 없으니 다행입니다”29 라고 한 대목이 이러한 정황을 잘 말해 주
고 있다.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그를 환영하는 모임까지 결성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상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는 이상설이 연해주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1904
년부터 이미 이상설은 뜻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상설의 상소가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일제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보안회의 결성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일제의 간섭으로 보안회가 해산된 뒤 그 후계조직으로 대한협동회
가 출범했는데 이상설은 대한협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대한협동회의 부회
장은 이준, 총무는 정운복, 평의장은 이상재, 서무부장은 이동휘, 편집부장은 이승만,
지방부장은 양기탁, 재무부장은 허위였다.30 대한협동회의 구체적인 실상은 아직 밝
혀져 있지 않지만 당시 국권회복운동과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망라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특히 나중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는 이승
만과 이동휘조차 이상설의 밑에서 부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결국 이
상설이 대한협동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국권회복운동기에 이미 상당한 정
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설은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
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며 국권회복운동의 전면에 나섰고 일찍이 독립운동계의 지도자

29 柳麟錫, ｢答李啓道(承熙)｣(己酉年 正月), 毅菴集 券12
30 柳子厚, 李儁先生傳(東邦文化社,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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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상설은 광무황제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에 참석해 외교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미주에서의 국민회 결성 직후에 이상설은 총회장으로 당선된 정재관을 대동하고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의 공동결의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중
임을 맡고 연해주로 갔다. 이때 국민회에서는 이상설에게 위임장을 주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아령(러시아-인용자) 원동 각처에 주재한 우리 동포를 규합하여 단체를 고결하
며 본 회의 종지를 창명하여 목적을 관철케 함이 현시의 급무인 바 본회원 리당(
李堂: 이상설-인용자)은 덕망이 귀중하고 경륜이 탁월하여 나라를 근심하고 동
포를 사랑하는 열심과 성력이 가히 우리 회의 포준을 지을지라. 그러므로 원동 방
면의 일체 회무를 전권 행사케 하기 위하여 본회 대표원을 추정하노니 왕재욱재
하여 중망을 극부할지어다.
융희 3년 5월 1일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최정익
국민회 포와지방총회장 정원명31

미주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상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보기가 있다. 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에 ‘창해자’ 또는 ‘창해자 웃손’이라는 필

명으로 발표한 논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창해자의 이름으로 쓴 ‘황실은 나라를 망
하는 이로운 그릇이 아니라(皇室非滅國之利器)’32 가 눈길을 끈다.
이 긴 논설에서 이상설은 인민과 군주,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견지한
주권재민의 인민국가설을 주장했다. 헤이그 사행을 위해 조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31 ｢國民會報｣, 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32 ｢皇室非滅國之利器｣, 新韓民報, 190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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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황제를 받들던 관인이던 이상설로서는 놀라운 사상의 전환이었다. 실제로 을사
늑약 반대 당시만 해도 이상설은 “현금 시대는 국가가 자립치 못하고 타국 보호하에
귀(歸)하면 국가가 전복할 뿐 불시(弗啻)라 전국인종이 거개멸망”33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상설이 말하는 국가의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주였다. 군주가
국가의 자립을 지키지 못해 나라가 멸망하면 인민도 멸망한다는 것이 이상설의 생각
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와 인민에 대한 이상설의 생
각은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인민의 분간치 못하는 바는 임금과 나라라. 임금과 나라를 분간치 못하면 임
금을 욕되게 하며 나라를 망케 함을 면치 못 하느니라 무릇 임금은 나라를 위하
여 둔 것이요. 나라는 임금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임금이란 것은 인
민이 자기의 사무를 위탁한 공편된 종 뿐이요 인민이란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저
의 직역을 진력케 하는 최초 상전이라. 종된 임금이 사무와 직역을 다하지 못할지

면 상전된 인민의 책망을 도망키 어려우니 (중략) 루소는 철학의 대가로되 나라
는 백성의 계약으로 좇아 됨이라는 자유 평등의 원리를 설명하여 나라를 보호하
지 못하며 인민을 구조하지 못하는 자는 임금이 아닌 증거를 표하며 사무와 직역
을 다하지 못하는 임금은 인민의 책망을 도망키 어려운 사실을 나타냄이라. (중략)
우리 인민은 임금과 나라를 하나로 알아 임금으로 하여금 직책을 다하지 아니케
하여서 나라를 망케 하는도다. 슬프다 우리 인민이여. (중략)

창해자 가로대 나는 또한 주권이 있는 곳에 임금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주권이 없
는 곳에는 임금이 또한 있지 아니한 줄로 생각하노라.(강조-인용자)

한마디로 군주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인민주권설의 편린도 보인다.
군주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대목이나 군주가 나라를 지

33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와 박은식의 韓國痛史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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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하면 인민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더 이상 군주에게 기대지
않고 인민의 힘으로 주권을 지키고 회복하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결국 이상설은 인
민의 존재를 새롭게 자각함으로써 광복운동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연해주에서 인민을 바탕으로 한 무장투쟁을 추진하게 되는 데는 이러한 사상의
전환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론 연해주에 간 뒤에도 이상설은 13도의군 상소문, 신한혁명당 광무황제 망명 및
옹립 기도 등에서 드러나듯이 광무황제에 대한 일련의 기대를 끝내 버리지 못했다. 그

래서 흔히 ‘군주론자’로 규정되고는 한다. 그러나 이상설을 단순히 복벽주의자 내지는
보황주의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광무황제를 독립운동의 한 상징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4. 연해주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

이상설이 연해주에 도착한 것은 1909년 중반 무렵이었다. 이때 이상설을 접촉한 사
람들은 이상설이 무장투쟁에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얼빈에서의 의거를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떠나기 전에 이

상설과 만난 적이 있던 안중근은 “이상설은 이토가 한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중외에 선전하고 있는바, 의병봉기는 그것을 반박하는 좋은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양인간에 불화를 초래한 결과 인심의 일치를 맺지 못하게 되어

동양평화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고 보았다.34 이는 이 무렵 일제가 이상설에 대해 “
블라디보스톡의 재산가 김학만의 원조를 얻어 봉밀산(니코리스크 서북 약 삼백여 리)
개척업에 종사한다. 동인(이상설-인용자)은 주의로 폭동 암살 등의 비문명적 행위에
반대하고 오로지 문명적 행동에 의해 한국의 독립을 기도하고 있다”35고 파악한 것과

34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국사편찬원회, 1976), 408쪽.

35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 및 嫌疑者 搜査에 關한 件｣,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7권 안중근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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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는 이상설의 진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다. 연해주
에서 이상설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데 그 핵심은 광복군이라는 이름의 독립군을 양
성하는 것과 이를 위해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곧 일제가 말하는 비문명적
행위를 추구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급진론과 완진론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고 한다. 급진론
은 일제와 바로 전쟁을 벌이자는 입장을 가리킨다. 초기의 대표적인 급진론자는 의병
세력 가운데 국내진공작전을 고수하는 강경파이던 이범윤 등이었다. 완진론은 전쟁
을 벌이되 실력을 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리킨다.36 이상설은 무장투
쟁, 독립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광복군의 양성을 위한 교육운동을
더 중시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완진론자였다고도 할 수 있다. 연해주에서의
이상설의 여러 활동은 독립전쟁론자이면서도 완진론자로서의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는 새로운 독립군 부대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무장력
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설은 후자와 관련해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에 주목했다. 1909년 8월(음력) 당시 멍고개(孟嶺)에 머물고 있던
유인석을 찾아가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37 의병세력의
통합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상설은 유인석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해주와 간도 일대에 걸친 의병세력의 통합 노력은 1910년 6월 13도의군
의 편성으로 구현되었다.
이상설은 13도의군의 편성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과정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설의 직책은 자료에 따라 외교통신원,38 외교대원,39 도통
신(都通信),40 별지휘(別指揮)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상설은 13도의군의 가장

36 진론과 완진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등장한 이동휘 계열의 즉각개전론과 안창호 계열의 실력양성론으로 각
각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37 ｢年譜｣, 毅菴集 附錄 券55
38

龍淵金鼎奎日記 中, 1910년 6월 3일.

39 ｢年譜｣, ｢行狀｣, 毅菴集 附錄 券55
40 ｢散｣, 毅菴集 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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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세력이던 이범윤과 유인석 사이를 절충하면서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실질적 책임
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던 이상설이야
말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설이 13도의군의
편성과정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은 러시아측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곧 “중앙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150명의 대표위원이 참석하는 빨치산대회를 소집하였는데 이 중앙
부는 모든 빨치산 부대를 통솔하게 될 것이다. 대회에서는 의장 이범윤, 군지휘관 유
인석, 군대훈련 교관 이상설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41 단 한번도 의병은 물론 군대
에 관여한 적이 없던 이상설이 13도의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데다가 당시 연해주
에 머물고 있던 안창호까지 동의원으로 참가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3도
의군이 단순히 기존의 의병세력만에 의한 의병부대가 아니라 계몽운동 계열도 합류
한 새로운 형태의 의병부대 곧 직후에 등장하게 되는 독립군부대의 한 원형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아마도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상설었을 것이다.
13도의군을 편성한 목적은 국내외의 의병 전력을 단일 군단으로 통합한 뒤 대규모
항일전을 전개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상설이 유인석과 함께 강제 퇴
위당한 광무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군자금의 지원과 연해주로의 파천을 강력히 주장
한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의 태도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광무황제의 파천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위된 광무황제는 여전히 한민족의 정신적 구심체였고 대
한제국의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파천을 통해 국제적 공론을 제창할 수 있고 국내
인심을 일거에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광무황제를 내세워 의병부대의 통합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무장력을 갖추
겠다는 구상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13도의군 결성 직후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것
이다. 이제 당장은 강제병합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41 박보리스, ｢국권피탈 전후시기 재소한인의 항일투쟁｣,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탐구당, 1992), 1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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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상설은 연해주 일대 한인들의 힘을 한데 모아 성명회를 조직했다.

성명회는 국망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병’의 무효를 선언하고 병탄 반대투쟁

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만든 단체였다. 이상설을 비롯해 유인석 등 13도의군을
주도한 인물들이 성명회의 주축이었다. 성명회는 국망을 목전에 두고 13도의군의 활
동이 새로운 형태로 전이된 것이었다.
이상설은 성명회를 조직하고 서명록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인석측

의 기록에 따르면 “이상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모아 끝

내 대한의 백성이 될 것과 대한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맹세하고, 1만여 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각국 정부와 신문사에 보내 저 왜적의 죄를 성토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밝
혔다. 선생(유인석-인용자)이 그 시행을 허락해 선생의 성명을 가장 앞에 두었다” 42
는 것이다.
성명회 선언서를 기초한 것도 이상설이었다. 성명회의 병탄반대 선언서는 성명회에
서 발표한 여러 문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상설이 선언서를 한문으로 기초한
뒤에 한학자이던 유인석의 윤문을 더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선언서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과업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

유에 도달할 때까지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중략)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진정한 인민인 한국 인민은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44 라고 쓴 마지막 대목이다. 이상설은 연해주 한인사회를 대표
해 인민의 죽음을 각오한 투쟁으로서의 무장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했다. 나
라는 망했지만 인민의 무장투쟁으로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성명회
선언서에 담긴 진정한 의미였다.

42 ｢年譜｣, 毅菴集 附錄 券55

43 중국 정부에 보내는 선언서 초고의 서두에 “이상설이 기초한 것이며 유인석이 약간의 윤문을 가하다”라고 적혀 있다.

44 ｢성명회선언서｣, 민족사랑, 20(1975), 172-173쪽. 선언서는 원래 한문으로 쓰여 있다.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국
민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설이 당시 인민이란 표현을 더 즐겨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민으로 쓰는 것
이 맞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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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은 13도의군과 성명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연해주 독립운동 세
력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도
끊이지 않고 벌였다.
독립군기지 건설이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연해주와 만주의 접경 지대인 봉
밀산 일대였다.45 북만주 밀산 관내의 봉밀산 일대는 러시아와 중국에 걸친 항카호(
興凱湖)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광활한 황무지가 펼쳐진 곳이었다. 이주 한인이 일대
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근거지가 없고 생활기반이 없어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태였다.46
이에 이상설은 영남 유학의 대가로 연해주에 망명해 있던 이승희47와 함께 봉밀산
일대를 개척해 한인촌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에 착
수했다. 이상설과 만난 뒤 이승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7백 리가 넘는 봉밀산 현지
를 1909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면밀히 답사했다. 그리하여 그 해 겨울에 이주단과
함께 봉밀산 아래 백포자의 비옥한 토지를 사 들이고 마을을 건설하는 데 힘썼다. 이

승희는 1백여 가구의 한인을 이주시키면서 마을의 이름을 ‘한국을 부흥시키는 마을’
이라는 의미로 한흥동으로 명명했다. 이승희는 한흥동에서 4년 동안 거주하며 한인
의 터전을 다지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흥동 개척사업에는 미주 국민회로부터 송금된 5천 원(5천 불로 보임-인용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다.48 이상설은 한흥동 일대에서의 사업을 확대하려는 구상
을 갖고 있었다. 이승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문찬의 땅과 팔포항지 2단을 함께 사기

로 결정했으나 팔포항지 값은 모름지기 얼마의 선금을 주고 그 나머지 돈은 내년 봄에

45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1909년 중반 무렵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을 인솔하고 청령 수분하(綏芬河)의 북방 일
본 이정으로 약 사십리되는 포미산자이란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여 그 땅을 보기 위해 갔”다는 안중근의 증언도 있는 것으
로 보아 여러 후보지를 물색한 끝에 봉밀산 일대를 선택했을 것이다. ｢安重根 및 共諆嫌疑者에 대한 訊問에 關한 件｣,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권 안중근편Ⅱ
46 ｢年譜｣, 韓溪遺稿 7, 550쪽.

47 이승희에 대해서는 이윤갑, ｢한말 일제초기 이승희의 민족운동｣, 인문학연구, 47(2013) 등을 볼 것.
48 李相卨, ｢與剛齊李承熙書｣ 민족사랑, 20(1975),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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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록 약속해 두는 것이 어떠한지요? 이 두 땅은 우리의 요지라 타인의 선점을 용납
할 수 없” 49다라는 대목이 정황을 짐작케 한다.
이상설이 봉밀산 일대에 건설하려고 하던 독립군기지는 단지 한흥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다.
(이상설은 독립운동기지를-인용자) 우수리강 및 흑룡강 양안 남북 일대로 옮길
것을 결정하고 중아(中俄: 중국과 러시아-인용자) 양국 정부에 양해와 지원을 얻
어 교포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일대 독립기지를 형성하여 놓았다. (중략) 이리하여

항카호 연안의 이류가(伊柳街)와 그 대안 괘상별(快常別) 백포자(白泡子)의 일대
에 각각 수백 호를 이주시켰으며, 다시 흑룡강과 송화강의 합류되는 양강구(兩江
口) 서북쪽 오운현(烏雲縣) 전역에 긍(亘)하여 올라까하(烏拉카河)를 중심으로
수백 호를 정착시켜 개간케 하였으니 오운현 올라까하 저 서북 쪽 대흑하(大黑河)
와 흑룡강 북안에 있는 노령 도시 블라고웨센스크와의 삼각형 정점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남으로 송화강을 건너 만주의 전략도시 양강구를 액(扼)하고 있어서 지
리적 조건이 독립운동의 기지로 적(適)한 곳이다.50

이 기록에는 몇 곳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류가, 쾌상별,51 백포자, 올라까하가 그것
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올라까하를 제외한 세 곳이 모두 봉밀산 일대의 지명이다. 이
는 봉밀산을 낀 밀산에서만 모두 세 곳의 독립군 기지 개척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시
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봉밀산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있으며 앞에는 흥개호가 가로 놓여 있으며 북쪽
은 청림이 꽉 들어섰다. 교통은 소왕령으로와 목릉현으로 가야 철도가 있다. 조선

49 李相卨, ｢與剛齊李承熙書｣, 민족사랑, 20(1975), 127쪽.

50 姜相遠, ｢李溥齋先生略史草案｣; 尹炳奭, 國外韓人社와 民族運動 , 一朝閣, 1990, 쪽에서 재인용.
51 쾌상별은 백포자의 서남방에 인접한 당벽진(當壁鎭)의 다른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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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들 중에서 안창호의 주선으로 산 십리와에 토지 30여 팍지(한 팍지는 대상
으로 32일경임)를 구매하고 그 토지의 주인으로는 김성모(김성무-인용자)를 지
적하였으며, 또한 이상설의 주선으로 산령남 백포우즈(白泡子-인용자)에 토지 12

팍지를 구매하고 토지 주인으로는 김학만(해삼시에 사는 자)으로 지적하였다. (중
략) 이전 교원이며 나재거우 사관학교 출신인 정태라는 자가 홍범도가 군인을 데
리고 봉산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큰 희망을 품고 홍범도의 뒤를 따라 산으
로 1916년에 들어갔다. 그러나 희망하던 바와는 딴판이었다. 홍범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태를 교육사업에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영남 백포우자 한흥동에 고
등소학교를 설립하고 또한 십리와와 쾌상별이에 소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홍범도는
한흥동 학교에 교장과 교감으로 책임을 맡았고 삽리와와 쾌상별이 학교에는 찬성
장으로 사업하였다.52

홍범도 밑에서 활동하던 정태의 회고에 따르면 봉밀산 일대에는 백포자 한흥동, 십
리와, 쾌상별이의 세 한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앞의 자료와 비교해 보
면 백포자, 괘상별이라는 두 지명이 일치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의 자료에서 언
급한 이류가 대신에 십리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현재로서는 이류가와 십리
와가 같은 곳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곳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09년에서 1916년 사
이에 봉밀산 일대에 적어도 세 곳 이상의 한인 마을이 독립군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
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태는 십리와와 한흥동이 안창호 계열과 이상설 계열이라는 서로 다른 갈래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사실 이상설은 안창호계열의 봉밀산 일대 개척사업
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안창호계열과 긴장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승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당·평인’ 곧 평안도 출신

들이 “호상(항카호 주변의 백포자-인용자)에 발을 딛게 하면 며칠이 가지 않아서 우

52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洪範圖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8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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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네 사업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53라고 쓴 것이 이러한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
시 이상설은 연해주 기호파의 영수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상설이 편지에서 평당의 대
표적인 인물로 꼽은 것이 국민회에서 같이 파견된 정재관이었다. 이상설은 안창호계
열의 정재관 등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갈등이 밀산의
한인촌 개척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관계
는 1910년 말에 가서야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54
이상설은 중국 영토인 밀산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 외에도 연해주에서 독자적으

로 독립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 회(권업회-인용자)의 명의로써 리만(利滿) 라
불유라는 대지단(大地段)을 총독 곤닷지의 인허로 령유권을 득하야 아국(俄國: 러
시아-인용자)에 입적한 우리 동포를 이주하게 하고 군사교육의 실시상 예정까지 유
하였고 신한촌에는 한민학교를 양제로 대건축하야 남녀교육의 모범이 되게 하매 차
를 종(從)하야 각지방에 학풍이 크게 진흥하엿고” 55 라는 계봉우의 글은 군사교육과
연계된 독립군기지 건설이 이상설이 주도하던 권업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최근 한인은 활발하게 학교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 관헌은 이를
보호, 비군인 80인을 교사로 공급할 것을 승낙하였다. 한인은 그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러시아 영사 내 대부분의 한인으로부터 돈을 모금 중에 있다. 또한 한

편으로는 한인에게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하기 위하여 러시아 관헌의 승낙을 얻어 ‘원
동임야회사’라는 것을 설립하였고 (중략) 한인으로 이 사업을 담당한 이는 이상설이

고, 이상설은 혼자 극동총독부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략) 이주민의 편의를 도
모하였다”56 라는 일제 정보문서에서도 확인된다. “대동공보는 한국인인 최재형의 출
자에 의하여 경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노국 관헌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노국인 니코라

53 李相卨, ｢與剛齊李承熙書｣, 민족사랑, 20(1975), 127쪽.

54 “안창호, 이갑 일파와 이상설과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11월 6일 정오 안창호, 이갑 등은 이상설과 만나 기존의 노선을 바
로잡고, 향후 협동해 한국의 독립회복을 위해 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는 일제의 정보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排日朝鮮人ニ關スル情報｣(安昌浩李甲等李相卨ト會見)(憲機第2418號 1910. 12. 6), 日本外交史料館資料
55 뒤바보, ｢俄領實記(9)｣, 독립신문, 1920년 3월 30일. 뒤바보는 계봉우의 필명이다.

56 ｢伊藤公暗殺犯安應七(中根)二對スル調査報告｣(警秘 1909. 10. 25), 統監府文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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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가이라는 자의 발행명의였다. 더욱이 그 지휘자는 전 극동헌병대장 예비대좌 현
금 변호사인 미하이로프라는 자로 최재형 리상설은 동인에 의하여 한인학교에는 교
사로 예비노국군인 18인을 공급하는 약속까지 되어 학교설립중이라는 설이 있다. 또
리상설은 극동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한인에게 토착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원동림야
회사를 일으키고 현재 그 경영중”57이라는 정보문서도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곧 이상설이 중심이 되어 극동 총독부로부터 원동임야회사의 설립을 인가받았으
며 이 회사의 설립취지는 한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군인을
민족학교의 교사로 채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은 군사훈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설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이 상
당히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 연해주에서 이상설과 함께 활동한 민충식의 회고이다. 길지만 그대
로 인용해보자.

러시아는 당시 러일전쟁의 패전국이었지만 태평양 진출을 위한 욕망을 버리지 않
고 있었다. 러시아가 종전 즉시로 내륙 철도(만주횡단선)의 부설을 시작한 것도 언
젠가는 필연적으로 대일 전기(戰機)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정세를 간파하는 이 상설 선생은 러시아가 일본과 다시 개전할 경우 한국의 협
력을 구할 것이고, 한국도 이 기회를 타서 항일 결전을 치러야 한다고 보스타빈 총
독에게 설명하였다. 많은 한인 애국지사들이 러시아 영내와 만주 일원으로 이주
망명해 들어와 극렬한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희생만 거듭되고 국부적인 활동
에 그치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한인의 군사 교육과 군대 양성소의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총독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총독도 이 상설 선생의 이 제안에 즉각 공명
하였으나 한인 독립군 지원 사실이 대외로 알려지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되
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57 ｢伊藤博文 被擊事件 眞相調査 및 嫌疑者 搜査에 關한 件｣,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권 안중근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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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상설 선생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극비의 방안을 역설하여 끝내 총독을
납득시켰다. 이 상설 선생은 우선 독립군 양성소의 후보지를 시베리아 동북 야블
로노이 산 북단에 있는 레나강의 상류로 가정하였다. 이 곳은 궁곡(窮谷)이면서
도 목재가 풍부한 광산 지대로써 짧은 시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인력
과 양도(糧道)는 독립군이 자작농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그 외 1천
여 명의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건물 등속은 러시아 관에서 조달키로 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다만 연습용 병기는 러시아군의 구식 총검과 포륜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
군기품만은 러시아군으로 불하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형식상 최소한의 댓가로 10
만 루블을 납입키로 하였다.
보스타빈 총독과 위와 같은 협약을 하고 난 뒤 이 상설 선생은 이의 실현을 위해
여러 방면에 걸쳐서 신중히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때 나도 각처로 연락하는 일임을
담당하였다. (중략) 나는 러시아 관리로 봉급을 받기로 하고 역시 비밀직을 맡았
으며 북만주 전역과 중동 시베리아 지역을 활보하게 되었다. (중략) 나는 각 지역을

자유로이 순방하였고, 또한 우리 결사 단체의 지령을 수행키 위해 한인 거주 부락
의 방문과 독립군의 연락을 수시로 취하였다. 그러던 중 1914년 10월부터 이상하게

도 본부로부터 모든 지시와 연락이 끊어져 (중략) 러시아 정국의 소란으로 말미암
아 관직의 인물이 교체되고 또한 기구의 변경으로 인해 보스타빈 총독과 협약하여
결탁한 일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동지들은 실직이 되어 각처로 이산한 것이었다.58

이상설은 직접적인 독립군기지 건설 외에도 연해주 각지에서의 민족교육을 후원하
는 데도 적극 나섰다. 스스로 신한촌의 한민학교 교감59 을 맡을 정도로 민족교육에 대
한 애정과 관심은 남달랐다. 이상설이 연해주에 도착하기 전 연해주 지방의 학교는 11
개에 지나지 않았다.60 그런데 이상설이 온 뒤 민족학교 설립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58 민충식, ｢연해주 시절의 이 상설 선생｣, 나라사랑, 20(1975), 101-102쪽.
59 ｢학교의 임원 선정｣, 勸業新聞, 1912년 9월 8일.

60 ｢各地程度의 進步狀況｣, 海潮新聞, 1908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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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인 출신 교사 80여 명 운운한 앞의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수의 학교
가 새로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대체로 민족교육 더 나아가서는
독립군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독립군기지 건설이나 민족학교 설립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
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상설은 한편으로는 국민회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했지
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연해주 동포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었다. 원동임야회사 등의 회사를 통해 고본(股本)61 곧 자본을 확보하기에 온힘
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 싶다. 이상설은 1911년 권업회를 만든데 이어 1914년에는 제2의 러일전쟁 가능
성을 전망하고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이름의 망명정부 62를 세웠다. 대한광복군정부는
이상설을 정통령(또는 정도령)으로 추대했다. 최초의 망명정부라는 평가를 듣는 단
체의 수반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상설이 군주제와 거리를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군을 양성해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방
침이 이상설 등 연해주 독립운동세력 사이에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동휘 등에 의해 1914년 무렵부터 왕청현 나자구 일대에서 추진된 대전
학교(도는 나자구사관학교) 설립이다. 이 학교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목표로 했다. 나
중에 대한광복군정부의 두 번째 수반이 되는 이동휘가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였다.
실제로 이동휘 계열의 인물들이 대거 학교에 참여했다.63
두 번째는 박용만의 주도 아래 미주에서 진행된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이다. 이와 관

61 이상설이 이승희에 보낸 편지에서 쓴 표현이다. 李相卨, ｢與剛齊李承熙書｣, 민족사랑, 20(1975), 127쪽.
62 대한광복군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군정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63 뒤바보, ｢俄領實記(9)｣, 독립신문, 1920년 3월 30일; 뒤바보, ｢金알넥산드라傳(續)｣, 獨立新聞, 19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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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이용화 64라는 인물이 주목된다. 이용화는 1910년부터 이상설이 죽을 때까지 “7
년 동안 가까이 모시며 선생의 통신 사무를 전담하다시피 했”65다. 대한광복군정부가
조직된 1914년에 하와이에서는 대조선국민군단과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가 출범
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913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의 회원이자 이상
설의 측근인 이용화가 미국을 방문했다. 이용화는 1913년 10월 미국에 도착해66 하와
이에서 주로 머물다가 1914년 8월 무렵 중국으로 떠났다.67 이용화가 블라디보스토크
를 떠나 미주로 출발한 시기인 1913년에 권업회는 각 지역의 독립군조직을 연계한 대
한광복군정부를 계획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용화가 미주와 하와이에 도착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1913년 12월에 하와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 대조선국민
군단과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1914년 4월과 8월에 각각 국민군단과 사관학
교가 설립된 것이다. 박용만은 이용화를 통해 연해주에서 이상설 등이 추진하던 대
한광복군정부의 계획을 알고 하와이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권업회에서 대한광복군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처군

용정형상세’라는 문건에 미주의 박용만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68
5. 맺음말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로 체포되어 여순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범윤과 같은 인물

64 이용화(李容華: 1890~1980)는 원주 출신이다. 1910년 무렵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해 이상설과 만났다. 이후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면서 미주에서 발간되던 신한민보, 국민보등의 총지국을 운영하는 한편 이상설 등 독립운동가
들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권업회 창립에도 참여했고 나중에는 시베리아에 주둔하던 체코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북
로군정서에 제공하는 역할도 했다. 1919년 이후 박용만의 장녀와 결혼한 뒤 박용만을 지원하며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
다. 1927년에는 중국의 유력한 군벌이던 염석산 등의 원조를 받는 군사학교 설립을 계획했다. 1929년에 일어난 공명단
사건에도 관여했다.
65 이용화,｢항일 투쟁의 원로 이 상설 선생｣, 나라사랑, 20(1975), 109쪽.
66 ｢량씨 상륙｣, 新韓民報, 1913년 10월 24일.

67 ｢이용화 씨는 신병 중에 환국｣, 國民報, 1914년 7월 15일.

68 ｢各處軍容情形詳細｣, 朝鮮保安法違反事件,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5, 韓國史料硏究所, 1970, 644-665
쪽. 이 문건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무기관 이상설, 미국 주무기관 박용만으로 적혀 있다. 이상설의 활동이 박용만과 관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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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을 모아도 이상설 한 분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69 “석오 이동
녕 선생도 우당 이회영 선생도 의지로나 지모로나 당당한 지도자이시지만 그 두 분
은 처음부터 합심이 되지 않았다. 그 두 분은 오직 보재 선생이 생존해 계시어야 그
두 팔과 같은 활동을 하실 수 있던 것이다” 70 라는 평가도 있다. 이상설과 같이 활동
하던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이상설을 비슷하게 생각했다. 이상설이야말로 독립운동
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왜 이상설이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독립군기지 건설이라는 측면에 국한
해 살펴보았다.
이상설은 1906년 만주로 망명한 뒤 첫 사업으로 서전서숙이라는 근대적 민족학교
를 열었다. 서전서숙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효시가 되었다. 헤이그 특사 활동
이후 한동안 외교운동을 벌이던 이상설은 1909년 무렵부터 정치적으로는 인민주권
설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독립운동 방략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아
래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무장투쟁론을 받아들였다. 1909년 연해주에 간 이후 이상
설의 활동은 독립전쟁을 위한 독립군 양성과 독립군기지 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상설이 밀고나간 독립군기지 건설 운동은 미완의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된 데는 거기에는 일제의 간섭과 러시아 정부의 탄압이 크게 작용했다. 이
상설은 연해주에 갈 때부터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아래 독립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구
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안팎의 정세가 변함에 따라
수시로 이상설을 비롯한 연해주의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했다. 성명회가 발족하자마
자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이상설을 비롯한 유력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한 뒤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유폐시켰다. 이상설도 우스리스크로 추방되었다
가 이듬해에야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올 수 있었다.71 권업회도 해산명령을 받았고

69 ｢安重根獄中評｣, 윤병석, 이상설전(일조각, 1998), 189쪽.

70 權五惇, ｢溥齋小考｣, 윤병석, 이상설전(일조각, 1998), 186쪽.

71 박보리스, ｢국권피탈 전후시기 재소한인의 항일투쟁｣,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탐구당, 1992), 1079-1081쪽; 宋相燾,
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 1955),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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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군정부도 탄압을 받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연해주 현지 정
부는 한인의 정치·사회 활동을 탄압했다. 독립군기지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
이 벌어진 것이다.
이상설의 구상에 장해가 된 또 하나의 요인은 한인사회 안에서 벌어진 대립과 갈등
이었다. 늘 한인사회의 통합을 바란 이상설이었지만 현실은 이상설의 바램과는 달랐
다. 기호파, 평안도파, 함경도파가 서로 갈려서 싸우고, 급진론과 완진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인사회의 힘을 하나로 합하기는 힘들었다. 이상설이 1913년 일제의 밀정
으로 몰려 하바로프스크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도 이상설은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애썼다. 1917년 이상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면 1919년에 출범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수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
었다. 이상설의 너무 빠른 죽음이 이후 독립운동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는 말로 오늘 발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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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

서전서숙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1. 서전서숙 표지석 설치지점에 대한 의문

서전서숙(瑞甸書塾, 간도
용정촌)은 1906년 10월에
서 1907년 8, 9월경 사이에
존속했으며, 설립 당시 천
주교도 최병익(崔秉翼)의
집을 매입하여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서전서숙의 옛
모습에 대해서는 독립기념
서전서숙의 옛 모습(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원출처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에서
간행한 간도사진첩, 1909로 확인)

관 소장자료에 포함된 사
진 한 장이 널리 알려져 있

을 뿐 구체적인 소재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1

현재 간도 용정에 있는 ‘용정실험소학교’ 구내에는 이곳에 서전서숙 옛 터가 있었음을

1 서전서숙의 옛 사진자료가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1986년 8월 19일자에 수록된 ｢이상설 선생
유품 51점 美서 환국, 유족 독립기념관 기증 뜻 밝혀｣ 제하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40 서전서숙 설립 1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알리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아마도 이 학교가 서전서숙 이후 간도보통학교로 이
어지는 맥락의 후신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의당 서전서숙의 옛터로 간주
한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참고로 이 학교의 연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서전서숙(1906.8~1907.9) → 간도보통학교(1908.7) → 간도공립보통학교(1911.6)

→ 간도중앙학교(1921.7) → 용정가공립홍중국민학교(1937.11) → 삼일소학교
(1946.9) → 용정소학교(1946.9) → 연길현용정중심완전소학교(1948) → 현립용정

소학교(1950) → 용정시제1완전소학교(1951) → 용정소학교(1956) → 용정학교2분
교(1960.6) → 용정소학교(1962.6) → 홍광소학교(1966.6) → 용정소학교(1973.8)
→ 용정시용정실험소학교(1988.3)

이 자리가 정말 서전서숙에 있던 곳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간의 논란이 없

지도 않았는데, 가령 주성화 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산과글, 2014) 20쪽
에서도 “일제는 1908년 7월 서전서숙 옛터에 간도보통학교를 개교했다. 훗날 간도중
앙학교, 용정홍중소학교로 개명되었고 광복 후에는 용정3.1소학교로 바뀌었다.”고 소

개하고 있으며, “또 서전서숙 옛터는 현재의 기념비 자리가 아닌, 운동장 건너편 동서
방향으로 앉은 교사 자리라는 설도 있지만 당시 건축관습으로 보면 남향으로 앉은 현
교학(학교?) 주청사 자리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간도사진첩(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에 표시된 서전서숙 터의 위치

서전서숙이 있던 정확한 지점이 어디였는
지는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의 하나
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자료에 포함된

간도사진첩(1929년경 추정)이다. 이 사
진첩은 간도 오자키사진관(間島 尾崎寫
간도 오자키사진관에서 펴낸 간도사진첩(1929년경)의
표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眞館)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행시기에 대
한 표시는 따로 없으나 수록내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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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회철도(吉會鐵道)의 개통을 보고 앞으로 천도철도(天圖鐵道) 노두구와 돈화간에
가까스로 70마일을 남겨두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길림 돈화간
철도개통시점인 1928년 11월 이후의 것이라는 알 수 있다.

이 사진첩에는 특히 ‘간도공회당(間島公會堂)’2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용정시 광동

가(龍井市 廣東街)에 있고, 중앙부를 공회당(公會堂)으로 하며 좌우 양측을 내선인
거류민회사무실(內鮮人居留民會事務室)로 충당한다. 이 부지는 명치 40년경(1907년
경) 서전서숙(瑞甸書塾)의 소재지이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자료는 서
전서숙의 존재가 소멸된 지 고작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에 제작된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던 시점인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
는 만큼 사실관계의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간도사진첩의 ‘간도공회당’ 항목에는 이곳이 “1907년경 서전서숙의 소재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아일보 1922년 1월 21일자에 게재된 간도의 공회당 쟁의근근해결｣ 제하의 기사에는 간도공회당의 건립 위치와 신축
공사비에 관한 논란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동아일보 1923년 11월 22일자에는 최근간도소식｣ 제하의 기사에 용정공회
당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공회당임에도 불구하고 낙성 이래로 일본인측에서만 여러 번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간도공회당은 1923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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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전서숙 터로 여겨지는 간도공회당이 있던 자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일까? 이에 관한 해답은 역시 간도사진첩에 수록된 여타의 사진자료에 고스란히 포
함되어 있다. 우선, 간도총영사관의 옥상 위에서 담아낸 용정시가지의 전경사진을 보
면 간도공회당의 위치가 옛 조선은행 용정지점의 건너편에서 약간 비껴난 곳에 있었
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또한 조선은행 지점은 지금도 잔존한 건물이므로 서전서숙
이 있던 곳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셈이다. 다만, 지번
위치와 같은 세부적인 자료검증은 현지 조사를 곁들여 확인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간도총영사관 옥상에서 포착한 용정시가지 전경사진이다. 사진의 중앙(동그라미 표시)가 서전서숙이 있던 ‘간도공회당’이고,
그곳의 길 건너편에 조선은행 용정지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의 맨 오른쪽 끝에는 간도보통학교의 후신인 ‘간도중앙학교’의
건물도 눈에 띈다.

옛 조선은행 용정지점 터 주변풍경사진(2016.8.31일 촬영)

옛 조선은행 용정지점(현재 중국농업발전은행)
입구사진 (2016.8.31일 촬영)

3 간도총영사관은 원래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1922년 11월에 불타 사라진 것을 1925년 12월에 신축 재
건하였으며, 현재 건물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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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간도공회당 터 주변풍경사진 (2016.8.31일 촬영)

경성일보 1931년 9월 22일자에 보도된 만주사변 관련내용에는 간도사진첩에 수록된 ‘간도공회당’ 모습과 동일한 사진도
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또 하나의 유용한 참고자료, 간도사진첩(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발행)

서전서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자료의 하나는 1909년 11월에

통감부 간도임시파출소에서 펴낸 간도사진첩 (서울 이와타사진관 제작)이다.4 여

4 이 사진첩은 국내에 극소수의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희귀본으로 대중에서 소개될 기회가 거
의 없었으나 이번에 컬럼비아대학교도서관의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박환‧박호원 엮음, (만주, 제국주의 시선과의 첫 만
남) 간도사진첩 (민속원, 2016)이라는 영인해설본이 새로 출간되어 관련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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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서전서숙과 직접 관련된 몇 장의 사진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다
음과 같다.

도판 제13 신축 간도보통학교(명치 42년 8월 촬영)

도판 제14 해아평화회의에 밀사였던 이상설이 용정촌에서 경영했던 서전서숙 (명
치 41년 9월 촬영)

도판 제25 간도보통학교 개교식 (명치 41년 7월 1일 거행)
도판 제26 간도보통학교생도의 학습
여길 보면 ‘도판 제14’는 이미 독립기념관 소장자료로 많이 소개된 바 있는 것과 동

일한 것으로 원래의 자료출처가 이 사진첩이었음을 새삼 알게 해준다. 그리고 ‘도판

25’는 서전서숙 터를 재활용하여 들어서게 된 ‘간도보통학교’의 개교식 상황을 담고

있는데, 사진의 수록내용을 보면 앞선 ‘도판 제14’와 동일한 공간이라는 것이 확인되
고 있다. 이를 테면 서전서숙 자리가 곧 간도보통학교의 개교식이 거행된 곳이라는 점

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진촬영일자의 순서로 보면 ‘도판 제13’은 명
치 41년(즉, 1908년) 9월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건물의 변형형태로 보아 간도보통학
교의 개교식이 거행된 명치 41년 7월 이전인 것이 더 맞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부
분에 대한 기록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진첩에는 신
축된 간도보통학교의 모
습(도판 제13)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서
전서숙의 위치 고증과 관
련하여 다소간 혼선을 주
는 대목인 듯이 보인다. 즉,
간도보통학교는 서전서숙
간도사진첩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1929년경)에 수록된 간도중앙학교의 정
문 모습(오른쪽 아래)이다.

자리에서 개교한 것까지는
분명히 맞지만, 새로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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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그 터에 지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 건립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셈이다.

1929년경에 발행된 간도사진첩에 표시된 바에 따르면 서전서숙 터(간도공회당 위

치)와 간도보통학교의 후신인 간도중앙학교 5는 별개의 공간인 것이 분명하지만, 단
순히 간도보통학교와 간도중앙학교가 서전서숙 터를 승계했다는 식으로 인지한다면
이 학교가 들어선 자리가 곧 서전서숙 터라고 오인할 만한 여지를 준 것이 사실인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간도보통학교의 신축지가 애당초 별개의 공간이라는 부분이 명
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5 매일신보 1937년 11월 25일자에 수록된 간도성내의 본부(本府)시설 폐청식｣ 제하 기사에는 치외법권의 철폐에 따라
만주국측에 이양될 간도성내에 있는 조선총독부 함경북도의 시설인 용정, 연길의 도립 양병원 및 용정의 간도중앙학교, 연
길의 국자가보통학교 외 4교의 합동폐청식이 거행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매일신보 1938년 4월 2일자에도 
간도총영사관, 작일 폐관식 거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간도총영사관이 도문분관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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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이동휘 선생의 독립군
양성 활동｣토론문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동휘는 시종일관 무장투쟁론을 독
립운동의 방략으로 삼아 투쟁해온 독립운동가였다. 무장투쟁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립군의 양성을 통한 무장부대의 조직이다. 이 발표문은 1910~1920년
대 이동휘의 독립군 양성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 글다. 기왕에 이동휘의 활동에 대해
서는 적지 않은 연구성과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리된 글
이라고 생각된다.
글의 요지와 주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발표문에 대한 비평보다는 몇 가
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에서는 이동휘의 한인사회당 조직과 활동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
동휘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 당시 부서가 조직부, 선전부와 함께 군사부가 있
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정당, 특히 무산자의
대중봉기를 통해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당에서 군사부를 두는 것은 적
절치 않다. 그럼에도 한인사회당에 군사부가 두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한인사회당이
민족해방투쟁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당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이동휘는 1919년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후 이듬해인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그런데 단순히 정책방향을 독립전쟁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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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독립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는 “대한국

민회와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된 21개 항일군단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 ｢독립전쟁
론｣의 구현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동휘가 간도지역 독립군부대의 통
합을 위한 주체로 대한국민회와 북로군정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토론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다.

셋째, 대전자사관학교, 동림학교, 한인사회당 군사부 사관학교 등 이동휘가 독립
군 양성에 시종일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발표자 역시
“1920년대에 만주와 노령에서 활동한 한인독립운동가 중에서 ‘제1의 독립군 양성가’
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사관학교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소망한 기대를 완수하
지 못하고 중도에 없어지고 만다. 독립운동의 과정이라는 것이 늘 그래오기는 했지
만... 그래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동휘의 독립군 양성 활동은 늘 중단되거나, 실
패로 끝나고 말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두서없이 견강부회한 토론이라 부끄럽다. 열심히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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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이상설과 독립군기지
건설｣토론문

황민호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논문은 서전서숙 개설 110주년을 기념하여 이준식선생님께서 이상설의 독립군
기지 건설 활동에 대해 정리하신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구한말
의 국권회수호동과 1910년대의 항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상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이준식 선생님께서 이상설의 독립군
기지 건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 자체가 연구사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준식 선생님께서는 일제시기 한국사 및 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워낙 많은
논문과 좋은 업적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연구자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원고 내용
과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로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단하
게 질문하는 것으로 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우선 논문 2쪽에서 보면 선생님께서는 한말의 국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의 경력
을 정리하시면 계몽운동, 의병전쟁, 외교운동, 독립전쟁 등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활동에서 보면 이상설
은 이범윤, 유인석, 이승희와과 깊은 교류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유인석과는 나름 절
친한 사이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애국계몽적 개화지식인 혹은 선각자로 이해되는 이
상설이 어느 지점에서 유인석, 이범윤, 이승희 등 위정척사 혹은 유림의 보수세력과도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인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실제로 이상설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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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대적 지식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궁금해 진다는 생각입니다. 선생
님의 설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2. 선생님의 논문 10쪽의 밑줄 친 부분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인민이 자기의 사무를
위탁한 공편된 종’이라고 하여 인민주권의 편린이 보인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서 광무황제 망명 및 옹립기도 등에서 들어 나듯이 광무황제에 대한 기대를 끝내 버
리지 못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벽주의자 혹은 보황주의자로 보아서
도 않되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상설의 주권론에 대해 대체로 입헌군제적 관점에서 이해
고 계시는 것인지요?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
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906년 만주로 망명한 이상설은 서전서숙을 개설하였으나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에는 미국을 거쳐 주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론자의 생
각으로는 이상설이 김약연 등에게 간도지역 중요 인사들의 독립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헤이그사건 이후 일제에게 쫒기는 처지가 된 상황에서
만주보다는 러시아가 활동하기에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구체
적인 자료를 보신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선생님께서는 1909년 11월 이상설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시점에서

는 ‘만국공법의 힘을 믿고 있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보면 공식
적으로 러시아황제가 주관하던 만국평화회의에 러시아가 우리를 초청했던 것은 만
주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던 러시아측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
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만주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
와 일본의 협상이 회의 이전에 타결되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긴장이 일정하게 정리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 황제로부터 초청은 받은 우리로서는 열강에 우리의 처지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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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상설
이 만국공법의 힘을 믿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선택적(기회의)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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