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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 창립시기와 입회동기 및
신민회 규모에 관한 재검토
- 신민회 창립 110주기를 기념하며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올해로 신민회 창립 110주년을 맞는다. 익히 아는대로 신민회는 일제가 국권강점을
획책한 전후시기 태동된 대표적인 비밀 항일구국단체이다. 이 단체는 1905년 외교권
을 빼앗김으로 사실상 국권상실의 위기를 맞은 때 국권수호와 향후 실추될 국권회복
을 위한 독립전쟁 준비 등을 전망하면서 국내에 결성된 대표적 비밀결사였다. 그러나
신민회 조직의 비밀성과 엄격성으로 그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던 중 1912년 ｢105

인사건｣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가 조작날조한 사
건을 통해 ‘실제의 신민회’가 아닌 ‘과장, 왜곡된 신민회’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본 발
표에서는 3가지 점 즉 신민회 창립문제와 신민회 입회문제 그리고 신민회 규모 등에 대
해 재검토를 위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1. 신민회 창립 시기 문제

신민회가 정확하게 언제 창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설이 없다. 이는 신민회
창립 일자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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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회의 창립시기에 대해 여러 설과 주장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할 것이다.1
현재 신민회 창립을 1907년 4월 설로 추정하고 있다.2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민회
가 언제 창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철저한 비합법적 비밀결사였
기에 창립일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제가 날조 왜곡

한 ｢105인사건｣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신민회 ‘실체’가 처음으로 ’ 세상에 드러났기 때

문이다. ｢105인사건｣을 엮어낸 총독부 산하 경무총감부 경시(輕視)인, 구니토모(國友
尙謙)3 는 신민회가 1907년 2월에 조직되었다고 하였다.4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여러 설
중 하나일 뿐이다. 신민회 창립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 연구에서는 신민회 창립 자체를
부인하는 도전적 주장5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현재 학계에서 ‘정설화’ 되어 있는 ‘1907년 4월설’에 유념하면서 신민회 창립시

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 신민회의 국내 창립은 1907년 2월 20일 안창호(安昌

1 신민회 창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다.
이재순(李載順)씨는 1906년 설(李載順, ｢韓末新民會에 관한 硏究｣, 梨大史苑 제14집, 1997, 7쪽), 강재언(姜在彦)
씨는 1907년 2월 설(姜在彦, ｢新民會の活動と百五人事件｣,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390쪽), 김기석(金
基錫)씨는 1907년 8월로 보고 있다(金基錫, 南岡 李昇薰, 현대교육총서, 1964, 70쪽). 한편 <寺內總督謀殺未遂事
件> 신문조서 상에 나타난 피의자들 중 백용석(白用錫), 이기당(李基唐)은 1906년 8, 9월과 겨울에 입회했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최명식(崔明植)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06년 5월 최광옥(崔光玉)의 권유에 의해 신민회에 가입”했다고 했
다(崔明植, ｢安岳事件과 三一運動과 나｣, 兢虛傳記編纂委員會, 1970, 5쪽). 신용하(愼鏞廈) 교수의 1907년 4월 20일
경 설이 그동안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졌으나(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回復運動｣, 韓國民族獨立運動史硏
究, 乙酉文化社, 1985, 17~25쪽) 이 또한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1907년 4월 20일 경 설로는 신용하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回復運動｣,韓國民族
獨立運動史硏究, 乙酉文化社, 1985, 17~25쪽). 그러나 이 설 역시 정설로 확정하기에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3 쿠니토모(國友尙謙)는 1876년 일본 士族(사무라이) 출신으로 경찰감옥학교와 법률학교를 졸업한 후 경시청 순사 등을
거쳐 1905년 3월 한국에 들어와 경성 서대문 경찰서를 거쳐 1909년 평양경찰서 서장으로 진급했다. 1910년 8월 국권강점
이후 총독부 경무총감부 경시(警視)로 진급한 자로 ｢105인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안악사건, 양기탁 보안위반법사
건 등을 직접 다룬 철저한 직업경찰이었다.
4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シテ觀タル朝鮮人｣, 百五人事件資料集第2卷, 高麗書林 影印本, 1986, 68~69쪽.

5 최근 신민회 성립 자체에 강한 문제제기를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안창호 귀국 후 신민회 결성을 시도했
지만 실제는 신민회 조직은 유명무실화되어 사실상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신민회와 신민회 회원으로 알
려진 인물들은 청년학우회와 그 회원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키노시타 타카오(木下隆男), ｢新民會像의 형성에 관
한 비판적 고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431~469쪽; 키노시타 타카오, ｢105인사건과 청년학우회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40~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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浩)의 귀국6 직후인 동년 4월경에 ‘창립’한 것으로 비정해 왔다.7 그리고 안창호 귀국 2
개월 만에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은 신민회 창립의 모태가 될 만

한 국내 조직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왔다. 신민회 국내 조직의 토대가 된 대표적
인 국내 조직체로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와 그 인맥에 주목하였다. 신민회 조직의 발
기인으로 알려진 양기탁(梁起鐸), 이갑(李甲), 유동열(柳東說), 이동휘(李東輝), 이동
녕(李東寧) 그리고 목사 전덕기(全德基) 등 6인이 당시 상동교회(尙洞敎會) 안의 상동
청년회와 직･간접으로 연관 맺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8

상동청년회 혹은 ‘상동파’(尙洞派)로 지칭하는 이 단체는 교회 내에 조직된 기독교

단체이나 그 구성원의 성격과 활동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측면보다는 실추되는 국권
회복 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예컨대, 을사5조약이 늑결되자 매일 저녁 국가를
위한 기도회로 남녀교인 수천 명이 구국집회로 모였는가 하면 전덕기, 정순만(鄭淳萬)

은 평안도 장사 십수 명을 모아 박제순(朴濟純) 등 ‘을사5적(乙巳五賊)’의 암살 모의를
계획하기도 하였다고 한다.9 또한 상동파 일원으로 이후 신민회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준(李儁), 이동녕, 옥관빈(玉觀彬), 조성환(曺成煥), 김구(金九) 등은 “도끼를 메고
조약 반대의 상소를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10 뿐만 아니라 1907년 8월 헤이그 밀
사사건에 관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본 단체가 단순한 종교단체에 머물지 않았던 기
독교구국단체였음이 분명하다.11
안창호의 귀국 후 상동청년회 중심의 인사들이 비밀결사인 신민회 조직의 인적 토대
가 되었음은 사실이다. 당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등 기존의 합법적인 학회와 차별

6 朝鮮總督府編, 朝鮮の保護及倂合, 朝鮮總督府總務局印刷所, 1918, 54쪽; 大韓每日申報 1907.2.24, 제447호
잡보란 참조.
7 신용하, 앞의 책, 17~25쪽.

8 島山記念事業會, 〈安昌浩豫審訊問記〉 續編 島山 安昌浩, 1954, 86~87쪽; 주요한,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73~75쪽 참조; 신용하, 앞의 책, 18쪽.

9 “本國耶蘇新敎人 全德基, 鄭淳萬 等 自新條約調印後 每日會于尙政丞洞(在崇禮門內)內敎會堂, 自下午七時至九
時爲國家祈禱于上天 男女敎人至者數千 後德基淳萬 敎友平安道壯士 十人 屢廣欲誅朴齊純等數人”(鄭喬, 大韓
季年史(下),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74, 191쪽).
10 金九, 白凡逸志, 白凡紀念事業會, 1968, 162~163쪽 참조.
11 주요한,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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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극적이고 투쟁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등에 유념할 때 신민회 조직의
인적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안창호 귀국 2개월 만에 신민회가 국

내에 ‘창립’되었다면 상동청년회와 무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후술하듯 신민
회가 실제로 ‘창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일본 도쿄를 거쳐 1907년 2월 20일 5년 만에 귀국한 안창호는 석정동(石井洞, 지금의
조선호텔 지역) 송석준(宋錫峻) 집12 과 남대문 김필순(金弼淳)13 집에 기거하였다.14
그리고 일요일에는 상동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귀국 직후 안창
호는 상동교회 및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인맥(人脈)과 기맥(氣脈)을 맺어나갔던 것
으로 보인다.15 그러나 귀국 후 그의 거동은 매우 은밀하고 신중했다. 귀국길에 일본 도
쿄를 들러 한인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太極學會)에서 연설회를 갖는 등 일본 한인
유학생들16 과 국내외 사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내에서 신민회와 같은 비밀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귀국 직후 안창
호는 개별적인 은밀한 접촉을 통해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제 당국 또한 귀
국 후 안창호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래의 일제 측 보고는 이러한 사
정을 잘 시사해준다.

안창호는 이달(2월) 20일 일본을 거쳐 귀경(歸京)하고 남서(南署) 석정동(錫井
洞) 송석준(宋錫峻) 집에 2박, 그 다음에 남대문 김필순(金弼淳) 집으로 거처를
옮겨 체류 중이다. 그간의 동정을 살펴 본 바 어제 24일 일요일에 상동에 있는 기독

12 宋錫峻은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 共立協會 회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안창호와 가까운 사이였다.
13 金弼淳은 당시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그의 집은 세브란스병원 안에 있었다(｢鄭英道證言錄｣,島山安昌浩全集5卷, 島
山安昌浩先生全集編纂委員會, 2000, 324쪽).
14 1907년 2월 20일자, ｢安昌浩의 京城滯留｣, 韓國近代史資料集3: 要視察韓國人擧動, 170쪽.

15 본래 안창호의 모교회는 새문안교회였다. 1894년 청일전쟁의 전화를 피해 상경한 안창호는 2년여 동안 새문안교회 안의
永信學堂(언더우드학당)에서 기거하며 접장 등으로 활동했다(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135~137쪽).
16 도쿄 연설회 때 참석한 유학생은 金鴻亮, 崔光玉, 張膺震, 申相浩, 洪命憙, 李光洙, 崔南善, 文一平 등으로 이후 안창
호와 인맥과 기맥을 맺은 인물들이다(文一平, ｢나의 東京留學時代｣, 湖巖文一平全集5卷, 民俗苑, 1995,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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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당에 참배한 외에는 외출하지 않았다. 아직 주의할 만한 인물과의 왕래를 보
이지 않는다.17

안창호의 귀국에 대해 일제 측이 이렇듯 촉각을 세웠던 것은 그의 귀국에 앞서 미국

에서 보내온 한 보고에 “미국체류 한국인들이 이토(伊藤博文) 통감을 암살할 목적으
로 ‘공립협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는데 그 회장인 안창호가 이토 통감 암살을 목적

으로 이번(1907년) 1월 하순에 미국을 떠나 귀국할 예정이니 경계 요함”18이라는 정보

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요시찰 대상자’라는 것을 안창
호 본인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칩거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귀경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양기탁(梁起鐸)이었다.19 양기탁을
먼저 찾은 것은 그가 안창호보다 연장(年長)이며 상동파 회원이었다는 이유뿐만 아

니라 당시 그는 대한매일신보의 총무로서 실제로 신문을 관장하고 있었으며 사회
적 지명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20 안창호와 양기탁의 첫 만남에서 무엇이 논

의되었을까. 양기탁은 ｢105인사건｣ 공판에서 당시 안창호와 나눈 담화를 다음과 같
이 진술하였다.

〈문〉 그대는 신민회에 입회하였는가?
〈답〉 안창호가 미국에 있는 신민회의 전권위원으로 파견되었다면서 위임사항을 실
행할 때 본인의 찬성 없이는 안 된다며, 나에게 규칙서와 세칙 등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을 보니 나의 의견과 일치하기에 찬성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해 주겠다고 말하
였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협립교회21의 일로 광고를 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

17 1907년 2월 20일자, ｢安昌浩의 京城滯留｣, 韓國近代史資料集3: 要視察韓國人擧動, 170쪽.

18 ｢金益完의 投書 報告｣, 韓國近代史資料集成 3 要視察韓國人擧動, 국사편찬위원회, 2001, 165~172쪽.
19 1907년 2월 20일 귀국한 안창호는 이틀 뒤인 2월 22일 〈대한매일신보〉로 양기탁을 방문하여 미주공립협회의 이름으로
국채보상금 35원을 전하고 있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4일자 (제447호) 잡보란 참조).
20 愼鏞廈, 앞의 책, 23쪽.
21 협립교회는 미주에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안창호가 창립한 교회로 교민들의 숙소, 일자리, 진학 등을 주선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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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번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권유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비밀리에
하면 당국의 오해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규칙서 1통을 받았다. 그 후 그가 다시 경성에 왔을 때 만나
그 규칙을 구두로라도 발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갑(李甲)과 상담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전에 놓고 갔던 규칙서까지 갖고 갔다. 그 후 다시 만나 그 일의 진

행상황을 물었더니 발표를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일단 ‘윤치호(尹致昊)와 상
담한 후 실행할 것이니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다.22
위의 내용에서 우선 주목되는 바는 안창호가 이른바 신민회규칙서, 곧 <대한신민회

취지서>(大韓新民會趣旨書)와 총칙문건, 곧 <통용장정>(通用章程)을 양기탁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안창호의 귀국 목적은 처음부터 국내에 비밀
결사체인 신민회를 조직할 계획을 품고 귀국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안창호의 1907
년 귀국 목적이 단순히 “사정 시찰과 을사5조약에 대한 본국의 세론(世論)을 조사하
는 데 있었다”23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바는 신민회 조직 준비가 안창호의 개별적 접촉
을 통해서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신민회 조직 문제로 안창호는 양기탁을 비롯
하여 이갑, 윤치호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양기탁과의 상담
에서는 신민회 규칙 시안을 검토하였으며 신민회 조직원칙에 합의했던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단체 결성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안창호는 당시 이갑 및 윤치호
등과의 개별적 접촉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타진했던 것 같다. 위 내용에서 양기탁의 경

그 실무를 임치정(林蚩正)이 맡고 있었다(<林蚩正 京城覆審 第22回 公判始末書> ｢尹致昊外 104人 謀殺未遂事
件｣ (第72卷), 國史編纂委員會 編,(이후 國編)『韓國民族運動史資料集』(1)(이후 資料集), (105人事件公判始
末書 1), 314쪽.

22 〈梁起鐸 京城覆審 第22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2卷), 大正元年(1912년) 12월 18
일 참조, 國編, 資料集(1), 310쪽.
23 안창호는 1932년 상해에서 압송되어 豫審調書를 받던 중 귀국 목적이 이와 같았다고 밝힌 바 있다. 續編 島山 安昌
浩, 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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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안창호와의 상담이 3회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여타의 인사들과도 여러 차례 비밀 접
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개별적 비밀접촉은 1907년 2월 22일 양기탁과의 첫 면담 24 이후 동년 3월 10
일까지 서울지역, 즉 남문(南門) 밖 자암(紫岩, 지금의 중구 봉래동)의 한양학교(漢陽
學校)에서의 귀국 강연 및 환영회, 강연회 등과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5
이어 1개월간 평양 일대를 순회하면서 또한 서북지방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바도 있
다.26 이렇게 볼 때 신민회의 발족 준비는 사실상 안창호의 귀국 직후인 1907년 2월부
터 시도되었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과 관련, 세 번째로 주목되는 바는 신민회의 성격,
곧 공개적인 합법단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결사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
렸다. 즉 양기탁은 본 단체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고 안창호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었다.
양기탁이 공개할 것을 주장한 데는 당국의 오해를 자초할 우려에서 뿐만 아니라 사
실상 안창호가 제시한 이른바 신민회규칙서가 내용상 결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안창호가 제시했던 신민회 규칙서 원안(原案)을
확인할 수 없으나, 안창호가 제출한 신민회 규칙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양기탁은 다음
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문〉 그 회의 규칙은 무엇인가?
〈답〉 재미 조선인 간에 조직된 회로서 한국 종래의 구습을 타파하고 실업을 장려
하며 또한 교육을 진행하여 문명한 국민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27

24 귀국 이틀 만의 양기탁과 첫 비밀회동이라는 점에서 회동 장소가 상동교회 안이었던 것으로 상정된다.

25 國史編纂委員會, ｢安昌浩의 歸國과 平安道民情에 關한 內田良平의 調査報告書｣, 韓國獨立運動史(Ⅰ) 資料
編, 1016~1017쪽 참조.

26 國史編纂委員會, ｢安昌浩의 歸國과 平安道民情에 關한 內田良平의 調査報告書｣, 韓國獨立運動史(Ⅰ) 資料
編, 1016~1017쪽 참조.
27 〈梁起鐸 京城覆審 第22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2卷), 國編, 資料集(1),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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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술 내용은 1909년 3월 일제가 포착한 대한신민회 통용장정의 내용과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하고 있다.28 이상과 같은 취지의 단체 창립이라면 기존의 합법적인 애국계
몽단체와 성격상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비공개 비밀결사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양기탁은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29 그러나 안창호의 생각은 달랐다. 위와 같은
양기탁의 주장에 대해 안창호는 일단 “요사이 여러 가지 ‘회’(會)가 많아 세상에 다시

발표하면 회의 성립에 반대가 많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자는 양기탁의 주장

을 거절하였다.30 다시말해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각종 단체의 ‘회폐(會弊)’를
들어 안창호는 이와 구분되는 비밀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는 다른 데 있었다. 즉 당시 발흥한 각종 회가 계몽단체
였던 데 반하여, 신민회는 비밀단체로 향후 국권상실의 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다시 말해 일제의 국권강점 이후에도 ‘대한민족의 자유 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의 정
치적 목적을 지녔던 것이다. 이 점은 아래와 같은 안창호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답〉 당시 인민의 정도가 유치하며 이를 표면단체로 하면 사회의 반감을 사서 방해
를 받을 것이요 또한 입회 희망자 전부를 참가시키면 어떠한 인물이 섞이는지도 모
른다. 따라서 동회(同會)의 진면목을 달성하기 곤란할 것이며 또 동회는 정치적이
므로 대한민족의 자유를 목적으로 함으로 총독부에게 해산을 당해서는 안 되겠는

28 일제가 1909년 2월 포착한 대한신민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목적은 아한(我韓)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야 국민을 유신(維新)케 하며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
야 사업을 維新케 하며 維新한 국민이 統一聯合하야 維新한 自由文明國을 성립케 함”이라고 되어 있다(韓國獨立運
動史(Ⅰ), 1028쪽, 〈大韓新民會通用章程〉 참조).

29 이강(李剛)의 회고에 의하면 발기인 모임에서 신민회규칙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불언찬(不言贊)으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하며 당시 법률을 잘 아는 이동작(李東作)이 그 내용을 보고 “당시의 법률로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
서 여간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민회규칙 원안은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續編 島山 安昌浩 〈李剛海雲臺座談記錄〉, 134~135쪽 참조).
30 〈梁起鐸 大邱覆審 第1回 公判始末書〉 ｢尹致昊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8卷), 1913.7.1. 國編, 資料集(2), 292
쪽. 당시 의병들의 창의가 가운데 “이 회 저 회 무슨 회가 왜 그렇게 많은가. 청년회도 생겨나고 동양회도 생겨나고 황국
회도 생겨나고 교육회도 생겨나고 일진회도 생겨났다”고 하면서 회폐(會弊)를 지적한 바 있다(<暴徒編冊 韓國駐箚憲
兵隊報告>, <憲機 第200號>, 車泰永軍案倡義歌 참조. 國編, 한국사(20),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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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실력이 생길 때까지는 비밀결사로 두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다.31
위에서 말한 신민회의 ‘진면목’이란 바로 공화정 수립과 항일독립군기지 조성을 암시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민회의 목적을 공개할 경우, 당시 국민의 정치적
감각으로는 ‘반감과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일제에 의해 해산될 것이 자명
했기에 비밀결사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32
이러한 안창호의 의사가 언제 어떻게 양기탁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
다. 그러나 앞서 양기탁의 진술에 따르면 안창호는 세 번째 상담에서 신민회를 비밀결
사로 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세 번째 접촉이 2차 상담 후 얼마나 시일이 지난 후였는

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년 4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공립협회의 상보(詳報)’라는 제하(題下)의 논설이 실린 점과 같은

날짜 광고란에 안창호의 이름으로 “북미 상항(桑港)에 공립협회와 공립신문을 국내
동포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 광고가 게재된 점 등으로 보아33 4월 11일 이
전에 양･안 사이의 이견은 일단 해소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바로 신민회 발기 모임이 비밀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4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기인으로 추정되는 6인과 안창호는 각각 전력이 다르고 따라서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자신의 계보를 대표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35
발기인 모임에서는 우선 두 가지 일을 처리한 것 같다. 첫째, 신민회 회칙을 확정하
는 일이었고, 둘째는 조직기구의 편성과 그 책임자를 선임하는 일이었다. 신민회 회칙

은 이미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숙지된 사항이었으므로 “불언찬(不言贊)으로 원안을

31 續編 島山 安昌浩, 89~90쪽.

32 신용하 교수는 신민회를 비밀결사로 한 이유를 ①신민회 활동에 대한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소화하며, ②법령 등으
로 해산당하지 않기 위함과, ③완전 식민지 후에도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함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愼鏞廈, 앞의
책, 33쪽 참조).
33 大韓每日申報 1907.4.11. (第483號) 광고란 참조.

34 이렇게 볼 때 신민회 조직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비밀리에 가진 것은 안창호가 서북지방에서 돌아온 1907년 4월 초에서
같은 달 11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5 신용하, 앞의 책, 18~19쪽; 이재순, 앞의 논문,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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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통과 시킨36 다음 조직책을 구성했다. 즉 총감독에 양기탁, 총서기에 이동
녕, 재무에 전덕기, 그리고 신입회원의 자격심사를 담당할 집행원(執行員)에 안창호
를 선임한 것이다.37
양기탁을 총감독에 선임한 것은 당시 그의 지명도로 보아 자연스럽지만 첫 신민회 임
원 구성에서 이갑, 유동열, 이동휘 등 이른바 무관 출신자들이 조직책에 참여하지 못
한 점은 주목되며, 이러한 사실에서 초기 신민회 성격의 일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초
기 신민회 성격은 신교육의 보급과 실업장려를 통한 국권회복론, 곧 실력양성론을 주
장하는 이른바 온건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듯하다. 이러한 성격은 앞서 언급한 신
민회 규칙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훗날 유동열은 ｢105인사건｣과 보안법위반 혐의로
취조를 받는 중 신민회 목적이 총독 등을 암살하려는 데 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최
초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바도 있지만,38 이와 같이
무관 출신자가 소외된 초기 조직책 선정 이후 신민회의 노선 갈등을 야기하는 한 요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대표적 예를 후술하는 청도･해삼위회담(靑島･海蔘
威會談)의 결렬에서 엿볼 수 있다.39
아무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민회 국내 결성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개별적 접
촉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하여 상기 7인이 신민회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발기인 7인’ 모임 후 신민회를 정식으로 창립했다는 사실 확인할만
한 결정적 자료는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다. 그동안 신민회에 관한 깊은 연구에도 불구
하고 신민회 창립설이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설 등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
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근본적으로 신
민회가 실제로 ‘정식창립’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지 않다.40

36 續編 島山 安昌浩, 134~135쪽.
37 위의 책, 87쪽.

38 〈柳東說 檢事訊問調書〉 ｢柳東說等保安法違反事件｣ (第24卷), 國編, 資料集(4), 277쪽.

39 ｢安昌浩豫審訊問記｣ 安島山全書, 856~857쪽 참조. 이 부분은 제3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0 기노시타 타카오(木下隆男).「105인사건과 청년학우회연구」, 박사학위논문(숭실대),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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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신민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모임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지만 비밀결사인 신민회
가 정식으로 창립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신민회

조직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때 ‘창립’했다는 문건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신민회 창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민회 조직이 현재 알려져 있는 만
큼 방대한 규모의 비밀조직체로 결성되고 활동했다는 기존 주장에는 상당한 의문점
이 없지 않았다.
이렇듯 신민회 창립문제 등 신민회의 실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신민회의 실상이 일제가 조작, 날조한 ｢105인사건｣에서 드러났다는 점에 특
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제 측이 신민회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과장했을 가
능성이 상당히 높다.41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신민회는 일

제가 ｢105인사건｣ 조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민회’, ‘부풀려진 신민회’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105인사건｣에서 나타난 신민회 상(像)을 사실 그대로 인정

하기에는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재검토를 요한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신민회의 입
회동기와 절차 및 신민회의 방대한 조직체계와 규모 등도 일제 측이 ｢105인사건｣의 조
작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2. 입회시기와 입회자격 및 입회절차에 관한 재검토

｢105인사건｣ 신문과 공판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신민회 입회경위는 입회자
마다 입회동기와 경위 등이 동일하지 않다. 이는 신민회 주요간부 및 일반 회원의 입회
동기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이승훈(李昇薰)의 경우, 안창호에게서 직접 권유를 받

아 입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승훈은 1912년 ｢105인사건｣ 경성복심법원 공판정에
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1 기노시타,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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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 41년(1908년)인가 42년 봄 경 안창호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신민회는 미

국 체류 노동자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생긴 회다. (중략) 그래서 유익한 단체
로 생각되어서 찬성했다. 그 후 그 회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그 회 원록
(原錄)에 정식으로 이름을 가입한 일은 없다. 따라서 회비를 낸 일도 없다.42

이 사건 피의자 전원이 거의 그러했듯 경찰과 검사신문에서는 신민회 가입과 ‘데라
우치총독 암살모의(寺內總督暗殺謀議)’ 사실을 시인했으나 1심 공판 진술에서는 앞
서 시인한 일부를 부인하였다. 예컨대 이승훈은 제1심 경성지법 공판진술에서는 “신민

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평안북도 감독은 아니었다”고 하여 신민회 가입은 시인했지만
신민회 평북 감독은 아니었다고 부인하였다.43 그러나 제2심 경성복심 공판에서는 ‘찬
성한 바는 있으나 신민회에 가입한 바는 없다’고 신민회 가입 자체를 부인하였다. 따라
서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후술하듯 신민회 가입여
부는 물론 신민회를 알게 된 시기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신민회 입회시기도 진술자에 따라 다르다. 1907년에 가입했다는 진술자가 없
는 것은 아니나 보다 많은 자는 1908년 이후 신민회에 가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1907년에 가입했다고 진술한 정원범(鄭元範)의 경우, 경찰신문 때 ‘1909년 3월에 입회

했다’고 진술했으나 “담당관이 1907년이 아니면 맞지 않다고 하여 그해(1907)에 입회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1909년 3월에 입회했다”44고 하는 등 입회시기도 각기 다르다.
그런가 하면 신민회 지도급 인사로 지목된 양기탁, 이승훈, 임치정, 안태국, 유동열, 장
응진, 김두화, 차리석 등이 공판과정에서 신민회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으나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민회조직이 정식 창립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도 의구심이 없지 않다.

42 〈李昇薰 京城覆審 第21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2卷), 1912년 12월 18일, 國編, 資
料集(1), 301쪽.
43 〈李昇薰 京城覆審 第11回 公判始末書〉 ｢梁起鐸 外 122人 謀殺未遂事件｣ (第59卷) 1912년 7월 10일.

44 〈鄭元範 京城覆審 第9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69卷) 1912.12.5, 國編, 資料集(1),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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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창호가 신민회 조직을 위해 집행원(執行員) 자격으로 직접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사실과, 특히 신민회 조직의 취지를 설명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했
던 것 같다. 예컨대 이승훈이 실업에 관계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게는 신민회의 설립
취지를 주로 실업과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은 앞서
양기탁 등에게 설명한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이와 관련해
1908년 최광옥(崔光玉)의 권유에 의해 신민회에 입회했다는 안태국(安泰國)의 진술
은 주목된다.

4년 전(1908) 최광옥에게서 미국 체류 중인 조선인 사이에 신민회가 조직되었는데
본 단체에 가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니 교육과 실업을
진흥하는 것이라 하므로 입회 수속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다. 그랬더니 찬성금 1~2
원을 내고 그 회에서 발간하는 월보를 구독하면 된다고 하여 나는 2원을 출금하기
로 했지만 그 후 최광옥은 그 돈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내쪽에서도 출금을 한 바
없어 회원은 아니다.45

안태국의 상기 진술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회 경위와 조건이 언급되고 있다. 즉 입회
수속에 있는 찬성금 곧 입회비가 있었고 그 회비가 1-2원이었다는 점과 신민회에서 발
간하는 월보를 구입해 읽어야 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월보는 당시 최남선(崔南

善)이 편집 발간하고 있던 소년 잡지를 지칭한다. 당시 소년 잡지는 대한매일신
보와 같이 신민회의 기관지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46 소년 잡지의 창간이
1908년 11월이었던 점을47 고려할 때 안태국이 최광옥을 만난 시기는 1908년 12월 이전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승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태국 역시 신민회에 찬성은 했
으나 가입한 바는 없다고 했다. 신민회의 주요 간부로 되어 있는 임치정(林蚩正)의 경

45 〈安泰國 京城地法 第11回 公判始末書〉 (第59卷), 같은 내용을 <第20回 公判>에서도 진술하고 있다(第72卷 참조).
46 신용하, 앞의 책, 77쪽.

47 金允植, 近代韓國文學硏究, 一志社, 1973,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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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미주의 신민회에 가입한 바는 시인했지만48 국내 신민회 가입사실을 부인하였다.

신민회는 명치 36년(1903) 하와이에 체류한 조선인이 그곳에 조직한 것으로서 나
는 동 37년에 입회했고 안창호도 그때 입회한 바 있다. 그 후 동 39년(1906)인가 40
년인가 안창호가 조선에 돌아오고 나는 40년 겨울에 조선에 돌아왔다. 그 후 나는
대한매일신보사에 입사하여 회계사무를 보고 있던 중 동 41년 봄인가 여름경에 안
창호가 동 신문사에 와서 신민회 일에 대해서 진력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그 일을 양기탁에게 의논하자 동인(同人)이 나에게 회계사무 이외의 일에 관계하
지 말라고 하여 나는 안창호에게 거절하였다.49
이상에서 우리는 ｢105인사건｣ 피의자 중 지도급에 속했던 일부 인사들의 신민회 입
회여부와 입회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의 여러 피의자의 진술에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신민회 인지(認知) 시기 및 입회 시기가 1907년이었다고 진술한 인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신민회 입회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국내의 신민회에 대해 인지한 시기도 1907년이 아닌 1908년 이후로 기억하고 있다
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국내 신민회의 창립시기를 1907년으로 비정
해온 기존의 주장에 자연 의문이 없지 않다. 즉 1907년설보다는 1908년 설이 더 타당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신민회 조직이 ‘창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50

다음으로 ｢105인사건｣ 신문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신민회 입회 자격과 경위 등은 일

반회원의 진술을 통해 보기로 한다. 먼저 ｢105인사건｣ 기소자 중 한 사람인 차균설(車

48 임치정은 1907년 9월 현재 미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소를 두고 있던 <共立新報>의 회계로 있었다(崔起榮, ｢舊韓
末 〈共立新報〉･〈新韓民報〉에 관한 一考察, 東亞硏究 17, 1990, 587쪽; 韓國近現代史史料文選集 49, 2000,
153쪽.
49 〈林蚩正 大邱覆審 第1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8卷), 國編, 資料集(2), 295쪽.

50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기노시타(木下隆男)의 문제제기는 주목된다(기노시타, 앞의 논문 참조).

16

신민회 110주년 및 윤기섭 탄생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

均卨)은 경무총감부 경찰신문에서 자신의 신민회 입회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
한 바 있다.

〈문〉 어떻게 입회하였는가?

〈답〉 작년(1910)년 음력 정월 이후 이승훈이 대명학교에 찾아와서 (중략) 며칠 후
다시 양준명(梁濬明)의 집에서 다화회(茶話會)로 만났다.51

위의 진술이 강압적인 경찰신문조서 내용이라는 점에 유념해야겠지만 아무튼 차균
설은 신민회에 가입하기까지 3회에 걸친 자격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 점
에 주목할 때 신입회 회원가입이 얼마나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는가를 말해 준
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총감이었던 이승훈과 양준명이 직접 면담했다는
점을 보면 기존회원의 추천이 있더라도 상호 기맥(氣脈)을 통한 후에야 비로소 입회
가 허락될 만큼 매우 엄격했음을 말해준다.52 그러면 이와 같이 3회에 걸친 면담 때 어
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입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차균설의 진술 중 이 부분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이승훈이 대명학교에 찾아와서 내게 묻기를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처음에 나는 “실업을 경영하는 일”이라고 답하자 “그런 낡은 생각을 해서

는 안 된다. 고상한 생각을 가져라”고 말하였다. (중략) (그 후 양준명 집에서 다화
회로 만났을 때) 양준명이 “국가가 위태할 때는 국민 전체가 국권회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승훈이 “이전에 내가 말한 뜻을 잘 생각했는가”라고 물

51 〈車均卨警察訊問調書〉, ｢梁起鐸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1卷), 國編, 資料集(3), 1쪽.

52 ｢105인 사건｣ 피의자 취조의 실무를 맡은 경무총감부 경시 구니토모(國友尙謙)는 신민회 신입회원 가입에 대하여 “회원
은 지방의 부호, 명망자 혹은 학생들 중에서 모집했는데 수령 등은 서로 기맥을 통해서 그 선택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쉽게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각 수령은 회원의 추천이 있어도 길게는 1년, 짧아도 수개월간 그 행동을 살펴본 후 확
실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결코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과장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國友尙謙, ｢
不逞事件ニ依シテ觀タル朝鮮人｣, 百五人事件資料集 第2卷, 高麗書林 影印本, 1986,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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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가”라고 묻기에 나는 “그것은 국민으로서
의무이긴 하지만 미리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승훈이 다시 “국가를 위해서는 몸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기에 나는 “국가
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하였다.53

위의 진술에 따르면 신민회 입회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즉 입회의 기본
적인 조건을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자 중 선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투철한 국

가관이란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한’ 애국심과 담력과 희생정신을 의미
했다. 실업 장려를 일컬어 ‘낡은 생각’이라며 ‘보다 고상한 생각을 가지라’고 했다는 점

도 주목된다. 차균설이 이승훈, 양준명과 상담 한 때가 합방 직후인 1910년 9월 경(음
력 7월)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담화가 전혀 거짓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54
또한 위의 내용에서 이승훈과 양준명이 신입회원 자격을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집
행원으로 행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점으로 보아 집행원 역시 지방조직이 성립된 이후
부터는 지방별로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차균설은 3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한 후 비로소 신민회 입회가 가능했다는
것이다.55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 그리고 강한 담력이 신민회 입회조건이었다는 또 다른 사
례는 강봉우(姜鳳羽)의56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봉우는 국가를 위해 몸 바
칠 결의의 표시로서 단지동맹(斷指同盟)을 결행한 바 있다.57 1907년 음력 7월 김병권

53 〈車均卨警察訊問調書〉, ｢梁起鐸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1卷), 國編, 資料集(3), 1쪽.

54 구니토모(國友尙謙)도 신민회의 입회 자격 심사기준에 대하여 “국가 사상의 옅고 짙음을 문답하고 또 담력을 실험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시켜보고 이 일에 합격해야만 입회를 허용한다”고 했다(國友尙謙, 앞의 책, 121쪽).
55 〈車均卨 第1回 警察訊問調書〉 (第11卷), 國編, 資料集(3), 1쪽.

56 강봉우는 함남 함흥 출신으로 당시(22세) 이동휘가 설립한 함흥 보창야학교에 수학 중 1907년 학교가 폐쇄되자 국가를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뜻으로 단지동맹(斷指同盟)을 결성하고 있다. 그는 1920년 이후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
여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광주 서중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57 〈姜鳳羽 第1回 警察訊問調書〉 (第11卷), 國編, 資料集(3), 36~37쪽; 〈姜鳳羽 京城覆審 第13回 公判始末書〉 ｢尹
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0卷), 國編, 資料集(1),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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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秉權), 장석함(張錫咸), 오임규(吳任奎) 등 17명이 보창야학교(普昌夜學校)58 재
학 중 단지동맹을 결행한 일이 있다.59 그리고 이 사실을 높게 평가받아 이동휘와 이승
훈의 추천으로 곧바로 평양 마산동 자기회사 입사를 허락되었고 잠정적인 신민회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너는 신민회원이 아닌가?
〈답〉 그런 것은 모른다.
〈문〉 너는 자기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답〉 지금부터 4년 전(1907년) 음력 5월 거촌 보창야학교에서 학문을 해서 국가를
위해 일할 약속을 하고 17명이 오른손 무명지(無名指) 제1관절을 절단했다. 물론
무명지뿐만 아니라 무지(拇指), 식지, 소지(小指)를 모두 끊은 자도 있었다. 그런즉
그 행위를 김병권이 이동휘에게 알리자 이동휘가 다시 이승훈에게 추천하여 자기
회사에 들어간 것이다.60

강봉우 등 17명의 단지동맹은 안중근(安重根)의 그것보다도 1년 반 전에 결행된 일
이다.61 따라서 용기와 담력이 이동휘와 이승훈을 감동시킬 만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이들 단지동맹자 중 5명은 특별한 입회 테스트 과정을 생략한 채 이동휘의 추천
을 받아 바로 자기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62 그러나 이들에게도 신민회라는 회명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58 보창학교는 이동휘가 1908년 2월 18일 강화도에 세운 이래 전국에 100여 개의 보창학교를 세운 바 있다(신용하, 앞의
책, 63~67쪽 참조).
59 단지동맹을 한 17명 중 강봉우가 진술한 사람은 이상 3명 외에 김창현(金昌鉉), 최구덕(崔九德), 한용복(韓用福), 백
명락(白明洛), 강상황(姜尙璜), 김봉서(金鳳瑞), 김동록(金同綠), 장호섭(張昊燮), 김재수(金在洙) 등이다(國編,
資料集(3), 36~37쪽).
60 〈姜鳳羽警察訊問調書〉 (第11卷)과 〈姜鳳羽 京城覆審 第13回 公判始末書〉 (第70卷), 國編, 資料集(1), 183~184쪽.
61 안중근을 중심으로 12명이 단지동맹을 결행한 것은 1908년 10월 12일이었다. 韓國獨立運動史(資料 6), 246쪽 참조.
62 〈姜鳳羽警察訊問調書〉 (第11卷), 國編, 資料集(3),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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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러면 너는 이동휘의 수하인가?
〈답〉 그렇다.
〈문〉 그렇다면 이동휘가 담임하고 있던 신민회원이 아니었는가?
〈답〉 그런 것은 모른다. 다만 동인(同人)의 부하가 되어 국가를 위하여 일하였을
뿐이다.
〈문〉 너는 신민회 이야기를 하면 형벌이 강하게 될까 봐 그렇게 진술하는 것인가?
〈답〉 단체는 있으나 이름은 몰랐다.63

훗날 위의 취조 실무를 담당했던 경무총감부 경시 구니토모(國友尙謙)는 신민회의

비밀조직에 대해서 “쉽사리 신민회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단지 국권회복을 목적으

로 한 표면의 회명만을 고지(告知)함으로써 신민회 및 그 내용을 알기에는 (중략) 빠
른 경우도 입회 후 1년을 요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64 한편 그는 신민회 입회의 엄격성

못지 않게 입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할 수 없는 장치까지 있었다고 한다. “입회 허용 조건

으로 실시된 시험이라는 것은 대개 ‘강탈’과 같은 것으로서 입회 전에 이미 ‘강도행위’
를 하게 함으로써 대다수는 이미 ‘흉도화’되어 자승자박에 빠지게 만들어 입회 후 수
령의 명을 듣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65 또한 “입회의

제1조건으로 만일 관(官)에 발각되었을 때 죽음을 결심하고 자백치 않을 것을 서약시
켰으며, 만일 자백할 경우는 풀려났을 때를 기다려 다른 동지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
이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66

구니토모는 바로 이러한 강고한 조직과 응집력으로 “5, 6년 전부터 이미 신민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하며, “그들 흉도

63 위의 주.
64 쿠니토모, 앞의 책, 120~121쪽.
65 위의 책, 122~123쪽 참조.
66 위의 책, 123~124쪽. 한편 신민회원 중 배반한 동지를 실제 살해한 예가 있다고 그 실례를 들고 있다. 1911년 5월 경 홍
학진(洪學鎭)은 회원 중 배반한 최창선(崔昌善)의 부덕의 책임을 물어 서간도에 가서 그를 생매장한 일이 있었다는 것
이다(國友尙謙, 앞의 책,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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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들의 위인됨을 볼 때 그 교묘함에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술회하였다.67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우선 구니토모의 주장은 뒤늦게 신

민회의 실체를 파악한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한편 ｢105인사
건｣의 ‘사실성’의 전거로서 신민회의 성격을 좀 더 강고한 비밀조직단체로 규정할 필요

성에서 이같이 왜곡,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는 신민회를 철저한 비
밀조직체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인의 심성을 다음과 같이 매도하기까지 했다. 즉 “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군왕을 퇴위시키는 일에 추호도 거리낌이 없으며, 돈을
버는 일이라면 군신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왕과의 비밀도 이를 팔아먹는 종래의 조
선인의 심성에 비할 때 이번 신민회 조직은 예외였다”고 매우 악의적으로 매도했다.68

여기서 잠시 구니토모가 작성한 ｢수고｣, 곧 ｢不逞事件ニ依シテ觀タル朝鮮人｣에 대

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수고｣를 구니토모가 집필한 시기는 ｢105인사건｣에 대한 1
심 공판이 진행되던 1912년 7월 17일 이후부터 같은해 9월 말까지로 추정된다. 452쪽

에 달하는 방대한 ｢수고｣를 짧은 기간에 집필한 동기는 이러하다. 1912년 7월 17일 경
성지방법원 13회 1심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 등이 재판부에 의해 기
각되자 오가와(小川平吉)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미 마음으로 피고

들을 죄인으로 보고 피고 측의 증인신청은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라면서 “변호인단은 이 법정이 공정하지 못하며 피고 측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강
한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므로 ‘재판기피신청’(exclusion of the Judges)을 요청했고 이
를 재판장이 받아들여 이후 재판이 무기 연기된 ‘사건’ 69이「수고」집필동기였다는 것

이다. 말하자면 ｢105인사건｣ 일체의 ‘시나리오’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재판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그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건 구성

67 위의 책, 126쪽.
68 위의 책, 125~126쪽.
69

K.C.T.(1912), p.83; 윤경로 옮김, 105인사건 공판 참관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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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구니토모는 이 사건이 결코 조작, 왜곡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
수고｣ 집필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노시타 타카오(木下隆男)는 그의 논문에서 구니토모의 ｢수고｣ 집

필 당시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침식을 잊은 듯이 취조하고

그 결과를 정리, 기록해서 쌓고 쌓아 온 노력의 결정(結晶)인 신문조서를 공판에 이르
러 다 철회한다거나 하물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관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따위
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에게는 그토록 엄격하게 대하면
서70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에게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은 ｢105인사건｣ 직전 일본에서
있었던 ‘타이갸쿠지켄’(大逆事件, 幸德秋水事件), 곧 ‘청황암살음모사건’의 경우 비공

개재판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한 달 만에 피의자 26명 중 2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 중 11명을 사형에 처한 ‘엄격성’을 의미한다고 했다(키노시타 타카오(木下
隆男), 앞의 박사학위논문, 40쪽 참조). 왜 ‘센진(鮮人)’에게 이렇게 만만하게 하느냐?

자신의 공적이 무너지는 답답한 심정에서 이 ｢수고｣를 집필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71

이와 같은 기노시타의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반면 바로 이러한

집필 동기, 곧 ‘자신의 공적이 무너지는 심정’에서 기술된 것이기에 더욱 그 내용을 사
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검증이 요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구니토모의 ｢수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을 구

성할 때 앞서 언급했듯 그의 ｢수고｣ 내용이 반인륜적인 모진 고문과 허위자백을 근거
로 조작,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5인사건｣의 신문과정을 통해 밝혀진 신민회

원들의 입회경위와 그 절차 등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단지 ｢105인사건｣ 조작

70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에게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은 ｢105인사건｣ 직전 일본에서 있었던 ‘타이갸쿠지켄’(大逆事件, 幸
德秋水事件), 곧 ‘천황암살음모사건’의 경우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한 달 만에 피의자 26명 중 24
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 중 11명을 사형에 처한 ‘엄격성’을 의미한다고 했다(기노시타 타카오(木下隆男), 앞의 박사
학위논문, 40쪽 참조).
71 기노시타 타카오, 위의 논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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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신민회 가입 등과 관련해 어떻게 진술했는가를 밝힐 뿐이다. 차

균설의 경우와 같이 ｢105인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경무총감부에서 신민회 입회여
부를 신문받을 때 홍성린(洪成麟), 선우훈(鮮于燻) 등 수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피의
자가 신민회 가입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72 이 중 신민회 입회를 시인한 49인
을 선별, 분석한 결과73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민회원을 제일 많이 입회시킨 신민회 간부는 이승훈, 최광옥, 양준명, 안창호
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순위는 당시 서북지역에서의 개인별 활동 및 지명도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대로 이승훈은 당시 서북지방의 대표적인 상인이
자 기업가였다. 그가 운영하던 유기공장은 그 판매망이 서북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까지 미치고 있었다.74 따라서 그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넓었으며 지명도도 높았다. 이
승훈이 가입시킨 회원이 수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입회자의 직업 또한 다양
하며,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했던 점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광옥은 1906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평양 숭실학교와 서울의 경신학교 교사
를 거쳐 의주 양실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75 1908년 여름부터 1910년까지 안악면학회(安
岳勉學會)의 이름으로 양산학교에서 구국교육운동의 일환인 하기사범강습소를 개설
한 당대 대표적인 교육계몽가의 한 사람이었다.76 한때 안창호는 그에게 신민회의 일을
일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77 양준명은 지금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

72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의 경찰검사신문과 공판진술에서 시종일관 신민회 입회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이재희(李在
熙)(第11卷), 이순구(李順九)(第12卷), 정덕연(鄭德燕)(第13卷), 선우훈(第14卷), 차영준(車永俊)(第18卷), 홍성
린(第34卷) 정도이고 나머지 사람은 경찰검사신문에서는 입회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정에서는 입회 사
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심한 고문에 견딜 수 없어 허위자백한 것이며 신민회란 말은 경무총감부
의 취조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73 신민회 입회를 시인한 49인의 구체적 <표> 내용은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개정증보판),2012, 한성대학
교출판부, 206-209쪽 참조.
74 金道泰, 南岡李承薰, 敎文社, 1950, 42~43쪽. 한편 이승훈의 권유를 받은 입회자의 직업을 보면, 학감(學監), 교사,
잡화상, 무역상, 대금업, 이발업, 학생 등 다양하여 이승훈의 인간관계를 시사하고 있다(<표1> 참조).
75 愼鏞廈, 앞의 책, 53쪽.

76 崔明植, ｢安岳事件과 三･一運動과 나｣, 19~20쪽; 安岳郡民會編, 安岳郡誌, 101~102쪽; 崔以權, 崔光玉略傳과
遺著問題, 東亞出版社, 1977, 20~29쪽 참조.

77 〈梁起鐸 京城覆審 第22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2卷), 1912.11.26, 國編, 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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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시 선천지역에서 그에 대한 신망과 지명도는 대단히 높았다. 양준명은 선천의 상
무동사 총지점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훈에 이어 정주의 이용화(李溶華)와 함
께 평안북도 신민회 공동 총감대리를 맡았다.78 선천지역의 신민회원 중 유력자인 최덕
윤(崔德潤)과 일반회원이었던 김현식은 양준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문〉 양준명은 어떤 자인가?
〈답〉 신용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복종한다.79
〈문〉 암살의 선천 수령은 누구인가?
〈답〉 양준명, 선우혁, 곽태종, 홍성익(洪成益), 정시욱(鄭時郁), 최덕윤, 이용혁(李
龍赫), 윤산온(尹山溫)인데, 그 중에서도 양준명은 각 사회에 교제가 있고 학교와
교회일을 주선하고 있어 이들 중 양준명이 제일이다.80

둘째 신민회 입회절차와 입회 동기 등이 앞서 언급한 차균설, 강봉우(姜鳳羽)의 경
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용환(金龍煥)의 경우 1910년 10월(음)에 차
균설과 곽태종에게서 일단 상담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5개
월 후에야 입회가 허락되었고,81오학수(吳學洙)의 경우에도 김시점(金時漸)이 이승훈
에게 추천한 후 양준명과의 문답을 거쳐 비로소 입회가 가능했던 점이 치균설의 경우
와 유사하며,82 김인도(金仁道), 차리석(車利錫)과 같이 특별한 테스트 과정 없이 입
회한 경우는 강봉우의 예와 유사하다. 또한 이승훈, 양준명은 물론 여타 권유자들의
활동을 볼 때 이들이 단순히 입회 권유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원의 역할을 한다
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신민회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집행원제가 지역별로 확대되었

(1), 310쪽.

78 〈梁濬明 第1回 警察訊問調書〉 ｢梁起鐸 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3卷), 國編, 資料集(3), 111~112쪽.
79 〈崔德潤警察訊問調書〉 ｢梁起鐸 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4卷), 國編, 資料集(3), 175쪽.

80 〈崔德潤警察訊問調書〉 ｢梁起鐸 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4卷), 國編, 資料集(3), 203쪽.
81 〈崔德潤警察訊問調書〉 ｢梁起鐸 外 81人 謀殺未遂事件｣ (第14卷), 國編, 資料集(3), 63쪽

82 〈吳學洙 第1回 警察訊問調書〉 ｢鄭周鉉 外 40人 謀殺未遂事件｣ (第34卷), 國編, 資料集(4),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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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주목되는 바는 이상의 입회자와 권유자 사이가 평소 인척관계이거나 사업 등
의 일로 밀접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시점이 오학수를 천거하여 입
회시키고 있는데, 김시점은 이근택(李根宅)의 외삼촌으로서 당시 한서상점(韓西商店)
을 함께 운영하는 한편,83 오학수와는 금광업에 함께 관계하여 각각 3만 원, 1만 원씩
투자하는 등 사업상 긴밀한 사이였다.84 양준명의 경우도 그의 6촌동생과 사업상 관
계 있던 사람이나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동년배의 교사 및 목사들을 입회시켰으며, 선
우혁(鮮于爀)도 자신이 근무하던 신성중학교의 학생과 선천군 내의 교직에 몸담고 있
던 사람들을 입회시켰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민회가 비밀조직이었으므로 이와 같
이 입회 방법이 자신과 평소 밀접한 인맥과 기맥을 맺고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은밀하
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넷째는 신입회원의 입회시기 문제이다. 우선 백용석(白用錫), 이기당(李基唐)은
1906년에, 변인서(邊麟瑞), 백일진(白日鎭), 차리석(車利錫), 정원범, 양준명, 임경엽

(林冏燁), 김시점(金時漸), 송자현(宋子賢), 김일준(金一濬), 강봉우, 김재건(金載健)
등은 1907년에 입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피의자들은 1908~09년
에 입회한 것으로 경찰신문 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착각 및 오기(誤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판과정 신문에서는 입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과

검사신문 때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가혹한 고문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하이 하이’(네,
네)라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경찰과 검사

신문에서 시인했던 것은 억지로 ‘강요된 시인’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따라
서 공판정에서 신민회 자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신민회에 가입은 더더욱 사실이 아
니라는 이들의 공판정 진술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83 〈李根宅 第2回 警察訊問調書〉 (第34卷), 國編, 資料集(4), 90쪽.
84 위의 주. 國編, 資料集(4),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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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5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과 검사신문에서 신민
회 회원이라고 시인한 것은 고문에 의한 강요된 허위자백이라 할 것이다.
신민회 입회시기가 밝혀진 40여명 분석을 신민회 전체의 성향으로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략적인 성격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06~09년의
입회자는 거의 직업인인 데 반해 1910년 이후의 입회자는 12명 중 6명이 학생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신민회 입회가 후술하는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와 같은 신
민회의 외곽단체로 알려진 여러 단체의 회원을 곧 신민회 회원으로 화대시켰을 가능
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즉 1909년 8월 청년학우회 등이 신민회의 표면단체로 생겨나
자, 이에 가입한 일반인과 학생 모두를 신민회 회원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예컨대 오대영(吳大泳), 옥관빈(玉觀彬), 김응봉(金應鳳,雲泉) 등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공판정에서 청년학우회 입회는 시인하나 신민회 가입은 부인하는 것이 확
인된다.85 또한 일제의 재판부 역시 청년학우회와 신민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점도 이
를 뒷받침한다.86
한편 입회 당시의 연령 분포는 10대-1명, 20대-26명, 30대-17명, 40대-5명으로 평
균연령은 30대를 넘지 않는다. 특히 1910년 이후부터는 연령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 또
한 대체로 연대가 내려갈수록 입회자 수가 줄고, 특히 1911년 이후에 입회한 자는 단 2
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상의 입회자들이 모두 서북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105인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서북지역 출신이었기에 평양, 선천 및 의주 등 서북지역
출신자들이 주된 신민회 회원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5 〈吳大泳警察訊問調書〉 ｢鄭周鉉 外 40人 謀殺未遂事件｣ (第35卷).
〈玉觀彬 大邱覆審 第3回 公判始末書〉(玉觀彬 진정서),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78卷), 國編, 資料
集(2), 272쪽, 335~340쪽 참조; 〈金應鳳 京城覆審 第11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69
卷), 國編, 資料集(1), 153쪽.
86 〈尹致昊 大邱覆審 第1回 公判始末書〉 ｢尹致昊 外 104人 謀殺未遂事件｣ (第69卷), 國編, 資料集(2),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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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민회 조직과 회원규모에 관한 재검토

일제 측이 ｢105인사건｣을 통해 밝혀낸 신민회 조직체계87는 매우 방대한 조직을 갖
춘 비밀결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05인사건 관련 피의자들
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왜곡, 과장되었기 때문이다. 105인사건을 엮은 실무책임자, 쿠니

토모의 ｢手稿｣ 곧 ｢不逞事件ニ依シテ觀タル朝鮮人｣에 신민회의 조직과 규모 등이 매
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한다. 그 이유는
｢105인사건｣ 취조과정에서 일제 측이 ‘부풀려 놓은 신민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제 측 주장에 따르면 신민회 조직체계는 크게 국내와 국외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조직은 다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되며, 미주와 노령 등 국외에도

상당히 조직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일제가 ｢105인사건｣ 피의자들의 ‘자백’을 토대로
재구성한 신민회 중앙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를 총회라 지칭했으며 그 안에 회
장, 부회장, 협찬원, 평의원, 대의원, 사찰, 감독, 서기 및 회계 등의 역원을 두고 최고지
도부를 구성하여 신민회 전체 조직을 관장한 것으로 되어있다.88 중앙총회 밑에는 각
도별로 1개의 도지부가 있었는데, 이를 감독부라 하고 그 책임자를 도총감 혹은 정감
독이라 했으며 그 아래 다시 부감독, 협찬원, 평의원, 이재원(理財員), 장서원(掌書員)
등을 두었다. 이외에 대의원제가 있어 이들이 평의원 이하 모든 역원을 추천하고 서무
를 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89
감독부 밑에는 다시 총감소를 두었고 총감소는 5개 군에 1개씩 설치하였다. 총감소
의 역원으로는 역시 정총감, 부총감, 찬무원, 평의원이 있고 이들 중에서 대의원과 협
찬원을 선출하여 상부인 감독부(도) 및 총회(중앙)에 파견하였다. 또한 협찬원 1명씩

87 ｢大韓新民會의 構成｣, 韓國獨立運動史(Ⅰ), 1023쪽, 안창호(安昌浩)는 신민회 조직체계에 대하여 양기탁(梁起
鐸)이 중심이 되어 총감독에 양기탁, 총서기에 이동녕(李東寧), 재무에 전덕기(全德基), 집행원은 안창호가 맡았으며,
각 지역에 지부를 두었다고 하였다(續編 島山安昌浩, 87쪽 참조).
88 國友尙謙, 앞의 책, 79~80쪽.
89 위의 책,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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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원(定員)이라 하여 감독부 및 총회에 상무케 하였으며 총감소의 기능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았다. 90 총감소 밑에는 다시 군단위로 사감소가 설치되었
고 그 역원은 정사감, 부사감, 사감 그리고 그 밑에 정반장, 부반장 및 반장 제가 있었
다.91 그런데 사감소의 경우는 이상의 직책이 회원 숫자별로 구분되었다. 즉 회원 5인당
반장, 20인당 부반장, 60인당 정반장, 그리고 사감 경우는 120인 중 한 사람이 임명되
었고 부사감은 240인당이었으며, 정사감은 500인당 1인을 두었다.92 한편 1912년 현재
총감소는 경성, 개성, 안악, 해주, 평양, 안주, 선천, 강계 등 주요 도시에 설치되었으며,
그 밑에 군지부 곧 사감소가 군별로 조직되었다.93
또한 도지부 곧 감독부가 각 군의 사감소에 명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도내 수
개의 지회를 두었다.94 총감소와 사감소가 설치되었던 지역으로는 평양 총감소 산하
의 평양, 상원, 중화, 진남포, 함종, 숙천, 순안, 강서, 강동, 삼등, 순천 등 11개의 군과 선
천 총감소 산하의 선천, 의주, 용천, 철산, 정주, 가산, 구성, 곽산 등 8개 군이었던 것
으로 되어 있다.95
중앙총회와 감독부 곧 도지부별 조직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에 따르면 중앙총
회는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두고 경기 이남의 서무 및 각지의 업무는 기독교청
년회 및 경신학교에서 보았고, 이북지역의 서무는 평양 대성학교와 숭실중학에서 취
급하였다고 한다.96 한마디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신민회 조직망이 펼쳐져

90 위의 주.
91 위의 책, 82쪽. 한편 양기탁은 공판정에서 신민회규칙 중 반장제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梁起鐸 京城覆審 第22
回 公判始末書〉 (제72권) 참조. 국편. 자료집 제1권, 311쪽.
92 위의 책, 82쪽. 옥성빈(玉成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50명에 1명의 장이 있었는가?
〈답〉 그렇다. 그것을 반장이라 한다. 반장으로는 변인서(邊麟瑞), 차리석(車利錫), 이덕환(李德煥), 김두화(金斗和),
김동원(金東元), 박상순(朴尙淳), 나일봉(羅一鳳), 안경록(安慶祿), 김근영(金根瀅), 김진후(金鎭厚), 장명환(張明
煥) 등이다(<玉成彬 警察訊問調書> (제35권), 국편, 자료집 제4권, 202쪽).
93 위의 책, 83~84쪽 참조.
94 위의 책, 84쪽.
95 위의 책, 84~85쪽.
96 일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등을 신민회의 표면단체로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제4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위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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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중앙총회의 임원진을 보면, 회장은 윤치호였고, 부회장은 처음 안창호였으나
1911년 이후 유동열로 교체되었으며, 그 외의 중앙총회 역원은 사망 혹은 취형 등으로
불분명하고, 평의원은 30여 명이었다.97 그 밑에 도별 책임자로는 전덕기(서울), 이승만
(삼남), 남궁억(강원), 노백린(황해), 장응진(평남), 양준명(평북), 이동휘(함경) 등이

었다. 이 중 장응진과 양준명은 1912년 현재 ｢105인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동휘도 1911
년 6월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그간 한진대가 대리로 있었으나, 1912년 7월 풀려
나자 이동휘가 다시 맡았다는 것이다.98
다음으로 일제가 주장하는 신민회 국외조직 규모는 더욱 방대했던 것으로 매우 과
장, 왜곡되어 있다. 신민회의 총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클라멘토에 두고 국내 총본
부와 포와(布蛙; 하와이) 및 포석(浦汐; 블라디보스톡) 등지에 지회조직이 있었다.99
미주 본토의 책임자는 이대위, 양주삼이었고, 하와이에는 전유순, 블라디보스톡에는
김성무가 조직책으로 구성되어 있다.100

이상이 ｢105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의 취조를 전담한 경무총

감부 경시 쿠니토모의 ｢手稿｣에 나타난 신민회 조직체계다. 일제측이 ‘부풀려 놓은 신

민회’ 조직체계와 신민회 간부명단 등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군(郡)단위마다 신민회원수가 무려 500명씩이나 된다고 했다. 즉 군단위 조직
인 사감소 밑의 정사감부터 반장까지 조직원을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500명에 이르러
이를 모두 합치면 국내의 신민회원수가 12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강제자백으로

97 위의 책, 80쪽.
98 위의 책, 81쪽. 옥성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문〉 신민회의 수령이 누구인가?
〈답〉 회장은 윤치호, 부회장은 유동열, 함경도 수령은 이동휘, 평안북도는 이승훈(李昇薰)에서 양준명, 황해도는 김구에
서 노백린, 경기도는 최병헌(崔炳憲), 삼남에는 이승만, 강원도는 없다. (<玉成彬警察訊問調書> ｢鄭周鉉外 40人 謀
殺未遂事件｣ (제35권), 국편, 자료집 제4권, 202쪽).
99 위의 책, P.79. 변인서는 신민회 국내외 조직체계에 대해서, 신민회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이대위, 양계삼이
주관하며, 〈新韓民報〉와 〈大東報〉를 발행하고 만주에서는 김성무가 주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邊麟瑞警察訊
問調書〉 ｢鄭周鉉 外 40人 謀殺未遂事件｣ (제35권)), 국편. 자료집 제4권, 182쪽.
100 위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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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경찰신문조서에서 장응진이 국내의 신민회원수를 12만 명이라고 진술한 것이
며,101 옥성빈 또한 평안북도 회원수만도 3만 명이라 하였고102 나일봉도 신민회원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을 근거로 국내 신민회 회원수를 12만 명으로 부풀
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103 국외 신민회 회원수 역시 북미주 멕시코 8천 명, 하와이 4천
명, 시베리아 만주지역 등이 8만 명에 이르러 국내외 신민회 전체 회원수가 무려 22만
명에 달했다는 것이다.104

이상과 같은 일제 측 주장은 사실로 믿을 수 없다. 당시의 주･객관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다시 말해 당시 일제의 ‘기포성산’(碁布星散)적인 무단통치 하에서 그와 같
은 방대한 조직이 꾸려진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민회의 입회가 대단히 엄격하였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념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실제 신민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안창호는 그가 망명하기
직전(1910년 4월 현재) 신민회원수를 300명 정도였다고 했고,105 양기탁은 신민회 전
체 회원이 100여 명이었다고 했다.106 김구 또한 신민회 회원수를 400명 정도로 추정했
다.107 이 같은 신민회 간부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할 때 국내 신민회 회원수는 300
명 선을 크게 넘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한다.108

101 〈張膺震 京城地法 檢事訊問調書〉｢鄭周鉉 外 40人 謀殺未遂事件｣ (제44권)과 國友尙謙, 앞의 책, 119~120쪽 참조.
102 〈羅一鳳 京城地法 檢事訊問調書〉 (제44권), 국편, 자료집 제4권, 202쪽.
103 〈羅一鳳 京城地法 檢事訊問調書〉 (제44권).
104 國友尙謙, 앞의 책, 119~120쪽.

105 ｢安昌浩豫審訊問調書｣, 續編 島山安昌浩, 87쪽.

106 〈梁起鐸 京城覆審 第22回 公判始末書〉 (제72권), 국편, 자료집 제1권, 310쪽.
107 김구, 白凡逸志, 195쪽.

108 일반적으로 신민회원수를 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朴殷植), 韓國痛史. 신용하, 앞의 책, 36쪽) 실제 신민회 입회
의 엄격성과 비밀성 특히 일제의 삼엄한 감시에서 단기간에 그만한 수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민
회의 간부였던 안창호, 양기탁, 김구 등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할 때 300명 선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실에 근접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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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이상에서 신민회 창립시기와 입회 동기 및 신민회 규모 등에 관해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지금까지 신민회 ‘창립’시기를 1907년 4월경으
로 비정해 왔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민회 창립은 1908년 이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과연 신민회가 정식으로 ‘창립’의 단계까지 갔는가 하는
문제이다. 1907년 2월 안창호의 귀국 이후 신민회 창건을 위한 ‘발기인 7인’ 모임이 있
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나 일제 측이 주장하듯 전국 규모의 비밀결사로서 신민회 조직
이 정식 결성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신민회 조직의 비밀결사 여부문제이다. 안창호가 귀국할 때 신민회와 같은 비
밀결사의 조직을 목적으로 규칙서를 작성해 왔으며, 신민회 결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서 양기탁, 윤치호, 이승훈 등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비밀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

단체로 할 것인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아 신민회 ‘
발기인 7인’의 성향과 이후 진행된 추이로 보아 구국계몽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
된 점 등에 주목할 때 철저한 비밀결사로 신민회가 결성되었는지의 여부도 좀 더 천착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민회 조직은 이른바 신민회 ‘외곽단
체’ 곧 청년학우회, 태극서관, 평양마산동자기회사 등 신민회 표면단체와 기왕의 여러

민족주의 계 및 기독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진행되던 중 「105
인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넷째 ｢105인사건｣ 경찰조서와 검사신문조서 및 공판시말서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신

민회 입회절차는 매우 엄격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신민회 정식 회원으로 입회하
기까지는 수차에 걸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수개월 만에 비로소 입회가 허락되었던 것
도 되어 있다. 또한 일단 회원이 되면 일정한 입회비외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 한
편 신민회 주요 간부 중 회원을 가장 많이 입회시킨 인사는 이승훈, 최광옥, 양준명 순
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이들의 사회적 활동 및 지명도와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신민회 입회시기와 자격 등 문제다. 일반 회원 입회 시기는 일정치 않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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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민회 실체가 ｢105인사건｣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근거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 또한 이른바 신민회의
지도부 인사들도 국내의 신민회를 인지한 시기가 대체로 1908년 이후로 되어 있는 점
에 주목할 때 신민회 국내 조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08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밖에 일제가 파악한 신민회 조직과 회원이 십 수만에 달할 정도로 부풀려진 문제
다. 그것도 국내만이 아닌 국외 반일민족세력까지로 확대시켜 놓았다. 국내조직 또한

신민회의 외곽단체 혹은 표면단체라는 청년학우회 등의 회원을 신민회 회원으로 ‘포
장’ 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신민회 입회의 까다로운 절차와 수개월에 걸친 테스트 과
정 등이 실제 그러했는지, 특히 이들이 실제 신민회 회원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
은 검증을 요한다.

｢105인사건｣을 조작, 날조한 구니토모가 뒤늦게 신민회의 실체를 파악한 자신의 실

책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신민회의 성격을 좀 더 강고한 비밀조직단체로 왜곡, 과
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학계에서 실제의 신민회 회원 수를
600-700명정도 추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300명 선을 크게 넘지 못했
을 것으로 본다. 1910년 4월 망명길에 오르기 전 안창호는 신민회원수를 300명 정도라
하였고, 양기탁은 전체 신민회 회원을 100여 명이었다 했으며 김구 또한 회원 수를 400
명 정도로 추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신민회 회원 수는 300명 선을 크게 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신민회는 일제가 ｢105인사건｣ 조작 과정에

서 ‘만들어진 신민회’라 하겠다. 따라서 ｢105인사건｣에서 나타난 신민회 상(像)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재검토가 요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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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들어가면서 – 두 가지 논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주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일제 침략의 핵심 기구로 통감
부가 설치됨에 따라 국내에서 국권회복운동 등 민족운동을 펼치는데 많은 제약이 따
르게 되었다. 이에 일제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윤병석 교수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설정으로 설명했다. 윤교수는 1977년에 쓴 한 논문에서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를 설정하는 문제는 초기 한국독립운동사의 중요 특징이라고 지적했다.1 필자는 윤교
수의 지적을 이어받아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에서 이러한 운동을 독립운동 기
지 건설운동 또는 국외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이라고 불렀다.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이라고 한 것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에 독립군 기지 건설운
동이 포함되지만,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에서 두드러진 활동이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일이어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운동의 선구자인 이상설이 잘 정리

한 바 있다. 이관직의 우당 이회영 실기에 따르면, 1908년에 이회영이 몰래 블라디보

1 윤병석, 증보 이상설전, 일조각, 1998,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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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에 가 이상설을 만났을 때 러시아 미국 중국이 일본의 세력이 동북아시아에서 강

성해지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또 다시 전운이 일어날 것이다. 바
라건대 우리 동포들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한 몸이 되고 내외가 서로 호응하며, 모든
국력을 저축하여 좋은 기회를 잡아 의로운 깃발을 높이 들면 조국 광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이회영은 가슴 속이 시원해졌고, 두 사람은 토
의 끝에 국민교육을 장려하고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할 것,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운
동자금을 준비할 것 등 네 가지 방책에 합의했다 한다.2 이상설이 언명한 것에는 1970
년대 이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주목한, 힘을 비축해두었다가 일본과 중·러·미 등
이 전쟁을 할 때 독립군이 일본과 교전을 한다는 독립전쟁론이 잘 함축되어 있고, 이
상설 이회영의 네 가지 합의는 신흥중학·신흥무관학교-경학사가 말해주듯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윤교수는 독립운동 기지에 대
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기지에서 한민족의 근대적 역량을 길러 그 힘으로 기회를 보아 일제와의 독립전

쟁을 수행하는 것이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
지에는 국내외에서 민족정신이 투철한 한인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거기에서 산업을 일으켜 생활안정과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한편으로 청소년을 모
아 근대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켜 민족의 군대인 광복군과 민족운동의 전위대를 양성
하는 것이었다.”
윤교수는 독립운동 기지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져 있었다면서, 그것으로
1)압록강 너머 만주와 러시아땅으로 1860년대부터 한인이 이주해 기반을 닦고 있었던
점, 2) 그 지역에는 미처 개간되지 않은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3) 이 지역에
는 ‘겨레의 옛땅이라는 역사의식이 애착심과 함께 있었던 점을 들었다.3

신흥무관 기념사업회에서 지난해(2016년)에 답사를 갔던 왕청현 수분대전자 라자

2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 을유문화사, 1985(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 이 해에 출간한 것임), 134-138쪽
3 윤병석, 앞의 책,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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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의 옛 무관학교 터, 밀산부 봉밀산의 한흥동과 한민학교 터는 모두다 드넓은 땅
을 부근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집단적으로 한인을 이주시켜 생활안정과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곳에 한인촌을 개척하고 무관학교 등을 세
워 근대적 교육과 군사교육을 시켜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활동을 전개
해 언젠가 일본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독립전쟁을 벌이려 했던 곳을 우리가 탐방
한 것은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에 우리 탐방단은 이 지역은 그 당시에는 일제 관헌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국경지역이어서 피신하기가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그 이전에 갔었던 추
가가는 약간 떨어져 있었어도 삼원보에 한인이 많이 살았다. 그러나 가장 오래 신흥무
관학교가 존속했던 합니하는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험지에 있었다.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하려면, 또 중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그러한 벽지의 천험 요새에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소론은 신민회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을 살펴보고 있거니와 신민회
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 있다. 신민회원이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
을 경우 그것을 모두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 하
는 문제다. 필자는 비록 신민회원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신
민회에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이 경우 신민회에서 언제부터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했느냐가 중요하다. 신용

하교수는 신동아 1969년 6월호에 실린 원의상의 ｢신흥무관학교｣에 근거를 두어 1909
년 봄으로 보고 있고, 그것과 연관지어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연 것을 제시

하고 있는데,4 이 경우 확인이 안 되므로, 이 시기를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

4 신용하,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창건 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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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교수는 최명식이 쓴 안악사건과 3·1운동
과 나(프린트본)를 근거로 하여 신민회는 1909년 10월에도 만주이주계획의 준비의 일
환으로 최명식 등을 남만주 일대에 파견하여 사정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기술했는데,5
이 부분도 신민회의 조직적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채근식은 무장독립운동비사에서 1909년 봄에 양기탁의 집에서 독
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기술했는데,6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1909년은 1910년으로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오는 김구가
백범일지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더 검토해야 할

주장이다. 신민회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제기되고 논의된 것은 일제에 의한
병합조약 강제 전후의 시기였고, 그 일환으로 양기탁 집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양기탁 집에서 회의가 열린 시점에 대해서

여러 기록이 있으나, 당사자가 기술한 백범일지나 ｢안악사건·신민회사건 판결문｣ 등
을 볼 때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 8월 직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7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논의 시점을 일제의 병합조약 강제 전후로 볼 때, 신
민회 중요 회원 이회영 이동녕 등이 1910년 7월 또는 8월에 서간도로 떠난 것을8 어떻
게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서간도행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술하고 있
는 이관직의 글이나 이회영 부인 이은숙여사의 글에서는 신민회 관계가 언급되지 않
고 있다. 이때 떠난 것은 이상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왔거나, 이상설과의 논의를
구체화해 서간도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떠난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동녕과 이회영이 신민회 중요 회원이고 이 시기에 신민회에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므로,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
설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상룡 등 안동 유지자들의 서간도행

5 위의 글, 154쪽

6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47-48쪽

7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41-43쪽 참조
8 떠난 날짜에 대해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서중석, 앞의 책, 51쪽 주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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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민회 결의와 관련이 크므로 경학사-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
설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지난해에 답사한 왕청현 수분대전자 라자구의 대전
학교는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장에 취임한 이동휘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담당한 이종호나 신민단장 김
규면, 철혈광복단원 전일, 그리고 장기영 김립 오영선 등 관계자들이 대개가 신민회원
이 아니었고, 1914년 또는 1915년에 세워져 1년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9 신민회
는 그 이전에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론은 이상설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을 포함시키려 한다. 서전서숙은 독립운
동기지 건설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고, 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이 이회영 이
동녕과 관계가 있고, 신민회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을 전개했던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2. 서전서숙과 이상설 등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벌였던 이상설 이회영 이동녕 여준 유완무 장유순 등은 1906
년 초여름 국내에서 자주와 자유를 되찾는 운동을 벌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운동
자의 훈련 교육 계획 준비 등을 위해서 근거지를 만주에 두기로 하고, 만주에서도 용
정이 적합하다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동포가 많아 교육하기에 가장 좋고, 러시아 연
해주와도 가까워 외교에 편리하며, 국내와 왕래하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일
의 책임은 이상설이 맡기로 했다.10 1906년 10월경 용정에서 문을 연 서전서숙은 이상
설이 헤이그 사행 대표로 이동녕 정순만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자 자금난,

9 윤병석 편, 성재 이동휘 전서 상, 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104-106쪽 참조
10 이관직, 앞의 책,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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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간도파출소(곧 영사관이 됨) 설치 등으로 1907년 9, 10월경 문을 닫았다. 서전
서숙에서는 적지 않은 인재를 키웠고, 서전서숙의 영향을 받아 명동학교 광성학교 창
동학교 북일학교 등이 잇달아 세워져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윤병석교수는 서전서
숙이 이름이 서숙이었지 실상은 독립군 양성소와 다름없었다고 평가했다.
1908년에 이상설과 이회영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고 만주에
서 광복군을 양성할 것 등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상설은 블라디보스톡이 독립운동 기지 경영 중심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점은 다른 지사들도 비슷하게 평가했다. 공립신보는 논설에서 해삼위는 교통이 편
리하고, 수십만 동포를 연합하여 강대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곳이고, 언론 출판 집
회가 자유로워 2천만 동포를 鼓動할 곳이고 농업 상업을 확장해 재정을 정리할 수 있
는 곳이라고 평가했다.11 이상설은 원동임야주식회사란 공동출자 회사를 만들었고,
영남 유림 이승희와 함께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했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
대에 있는 흥개호 부근의 봉밀산을 선택했다. 미주에서 보내온 자금 등으로 이승희는
1909년 겨울 봉밀산 일대의 넓은 황무지를 사들여 약 1백여호의 한인을 이주시켜 한국
을 부흥시킨다는 의미의 한흥동을 건설했고, 한민학교를 세우고 민약을 실시했다. 이
승희는 1913년에 한흥동을 떠났다.12 한흥동은 작년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답사를 했지만, 그 자취를 찾기 어렵다. 근대적 교육을 시켰는지 군사훈련이 있었는지
한민학교의 실상도 알기 어렵다.

3. 청도회의와 신민회 간부 비밀회의

신민회의 지도자 안창호가 1910년 4월경 망명해 중국 청도에서 동지들과 회의를 가

11 윤병석, 앞의 책, 117쪽에서 재인용

12 윤병석, ｢1910년대 서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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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청도회의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이 이 회의를 중시하면서 이 회의를 무관학교 건
립이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연결시켰다.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자.
청도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주요한 이광수의 글에 나오는 이강은 이 회의에서 이갑의
노력에 의해 밀산에 사관학교 설립을 먼저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교원으로 이갑
신채호 등이 내정되었고, 청도에 모였던 전원이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밀산으로 갔다고
회고하였다.13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요한은 청도회의
에서 이동휘가 만주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자는 급진론을 폈고, 이종호 출자로 밀산에
서 개간을 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자는 안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썼지만,14 이동휘는 이
시기에 국내에 있다가 8월에 체포되었다.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삼중당, 1963)건 주요한의 글이건 안창호가 이동휘의 급진

론에 반대해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보급시켜 준비를 하자는 점진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청도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창호가 일제의 신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안창호는 청도에서 유동열과 김희영(법원 서기가 김희선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이 이종호 출자금으로 잡지 및 신문 경영을 하자고 말했고, 자신은 만주의 황지를 개척
해 한인을 이주시켜 농촌을 개척하자고 말해 양자가 충돌해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었
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자신과 이갑은 청도에서와 같이 농촌 개척의 초지를 굽히지
않았고, 김희영과 유동열 2인은 만주에서 조선 군인을 양성하자고 말해 이 역시 의견
의 일치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15
앞에서 양기탁 집에서 신민회 간부 비밀회의가 열린 시점을 간략히 논의했지만, 이
회의는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많이 알려져 있어도
다시 한 번 결의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내에 남아 있던 신민회 간부들

13 최홍규, 신채호의 민족주의사상, 형설출판사, 1983, 112쪽
14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 삼중당, 1963, 114쪽

15 ｢안창호 신문조서｣,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제2집,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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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10년 12월 중순에 양기탁 집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왜가 서울에 총독부를 두
었으니 우리도 서울에 도독부를 두고 각 도에 총감이라는 대표를 두어서 국맥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로 합의했다.

그와 함께 많은 한인을 서간도로 이주케 하여 토지를 구매하고 촌락을 만들어 ‘新영

토’(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 판결문 표현대로임)로 삼고 유능한 청년을 그곳으로 보내
民團을 일으키고 교육을 베풀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해 기회가 오면 광복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기로 결의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녕을 만주에 보내
토지 매입과 주택 건축 등을 하게 한다. 그리고 김구 황해도, 안태국 평안남도, 이승
훈 평안북도, 주진수 강원도, 양기탁 경기도로 각 도 대표를 정하고, 각기 맡은 지역
으로 돌아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황해·평남·평북은 각 15만원, 강원 10
만원, 경기 20만원을 모금해 이동녕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다.16 실행하기가 쉽지 않
은 거액이었다.

4. 이회영 형제, 이상룡 등 안동 유지자 압록강을 건너다

1908년 이상설과 독립운동 방략을 숙의한 이회영은 두 사람이 합의본 대로 우선 국
민교육 장려에 나섰다. 여러 지우 동지들과 논의해 김사설을 평양 대성학교에, 이강연
을 정주 오산학교에, 이관직을 안동 협동학교에, 여준을 자신이 원감인 상동청년학원
에 파견했다. 그와 함께 이상설과 합의한 대로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하기 위한 활
동에 들어갔다.
1910년 경술년 봄에 이회영은 만주에서 주된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주할 경비를 구
하면서, 박노호 윤태훈 이기영 성재구 장유순 이관식 이관직 등과 상의하였다. 이기영

16 김구, 백범일지, 국사원, 1947, 195-196쪽 ; ｢안악사건·신민회사건 판결문｣(한국학보 8, 1977 가을, 228-229, 2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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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구는 의병장이었다. 이회영은 대한제국군 장교인 김형선 이관직 윤태훈 등과 만
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문제를 논의했다..
1910년 8월 이회영과 이동녕, 장유순, 이관식은 상인으로 가장하여 지물을 어께에
메고 초산진으로 갔다. 그곳에서 압록강을 건너 안동에서 5백리쯤 떨어진 횡도천에 거
처를 정하고 남만주 일대를 돌아보았다. 남만주 일대는 의병장 유인석, 김구 등이 다
녀간 곳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동녕의 친척으로 대한제국군 장교였던 이장녕의 부친 이병삼이 먼저 솔권
하여 횡도천에서 앞으로 올 동지들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 유명한 6형제회의와 양기탁 집의 비밀회의가 열렸다.
이회영은 건영 석영 철영 시영 호영 등과 유명한 6형제 회의를 열고 교목세신으로서
대의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왜적 밑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묻고, 구국의 방책을 세우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도리이며 만주에 기지를
세워서 동지를 집결하고 인재를 훈련 양성하면 머지않은 앞날에 광복의 기회가 올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 동생에 그 형이었다. 형제들은 흔쾌히 이회영의 주장에 뜻을 같
이 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대부분의 명문집안은 침략자에 추종했다. 명문거족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독립운동에 나선 집안은 이회영 일가를 빼고는 드물었다. 이상재
는 이렇게 찬탄했다.

“6형제 절의는 참으로 백세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이석영의 결단은 대단했다. 그는 양부로 영의정이었던 이유원으로부터 물려받은 만

여 석 재산 등을 모두 팔았다. 이석영의 자금은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른 형제들도 재산을 처분했다. 이회영 6형제 40여명은 6-7
대로 분산 편성하여 남대문 용산 장단에서 따로따로 차를 탔다. 신의주에서 일박한 일
행은 12월 30일 첫 새벽에 적의 감시선을 피해 얼음을 타고 구르고 넘어지며 압록강을
건넜다. 이때의 심정을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앞길의 곤란과 위험이 수백배일지라도 적의 호구를 벗어나니 가위 광명천지가 열린

듯한 감이 새로웠다.”

이상룡 등 안동의 유지자들은 1910년 (음)11월 황만영 주진수를 통하여 양기탁 이동

녕 등의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을 들었다. 이상룡은 이를 듣고 쾌히 행동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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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기로 했다. 당시 65세였던 김대락이 시종 뜻을 함께 했다.17 김대락은 만삭 임부인
손녀 손부를 포함해 종질, 당질, 증손자 모두를 데리고 음력 12월 24일 고향을 떠났다.
다음해 음력 신정에 이상룡은 일족들을 불러 즐기고 정월 5일에 가묘에 하직하고 집을
떠났다. 상주에서 김도희 주진수가 체포당했으니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뿌
리치고 서울에 올라와 양기탁 집에 수일을 묵으면서 장래의 큰 일을 토의했다. 경의선
을 타고 신의주에 머물 때 가족들이 당도했다. 음 정월 27일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
몹시 추웠다. 이상룡은 강을 건너면서 시를 지었다.

“삭풍은 칼날보다 날카로와 / 차갑게 내 살을 에는구나 / 살 에는 것 참을 수 있으나

/ 창자 에는 것 어찌 슬프지 않으랴”18

17 권상규, ｢행장｣, 안동독립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53쪽
18 이준형, ｢선부군유사｣, 국역 석주유고 하, 600-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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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

윤기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와 활동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윤기섭(1887 – 1959. 호 叫雲)은 경술국치 직후 서간도로 망명한 이래 1945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이다. 윤기섭의 독립운동은 활
동지역으로 보면 크게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한 곳은 서간도이다. 서간도에서 10년 가
까이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면서 3천 5백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다른 한 곳은 중
국관내 지역이다. 서간도에서 상해로 이동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
동하였다.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11년 설립되어 1920년까지 신흥무관학교가 설립 운영되는데 있어, 또 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윤기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1 신
흥무관학교에 이어 커다란 역할을 한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1920년 중국관내
로 이동하여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과 의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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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나 역할에 비해 윤기섭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그의 생애 전반을 다룬 저서
가 간행된 것,2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3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하였던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이와 함께 윤기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대두되었다.
이 글은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이란 논문에 이은 필자의 후속작업으로, 윤기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한 실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윤기섭은
1920년 서간도에서 상해로 이동한 이래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과 의장으로,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중심
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실상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2. 임시의정원에서 활동

1) 서간도에서 상해로 이동

윤기섭이 활동한 근거지는 서간도였다. 경술국치 직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유하현 삼
원포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에서 학감· 교감· 교장 등을 맡아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10년 가까이 서간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서간도에서 활동하던 윤기섭이 상해로 이
동하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수립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와 독립전쟁을 전개하자는 그의 혈전에 대한 주장
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윤기섭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기획한 독립운동사 열전으로 김광재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역사공간, 2009)이란 저서가 간행되었다.
3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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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직후,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0년 8월
에 멸망한 대한제국에 이어 수립된 한국민족의 대표기구였고,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
휘하는 최고 기구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서간도지역의 독립운동 세력도 임시정부와 관계
를 맺게 되었다. 당시 서간도지역에는 軍政府와 한인들의 자치기관인 韓族會가 결성
되어 있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군정부와 한족회에서는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설정

하고자 하였고, 임시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서간도의 군사기관인 군정부와 자치기관인
한족회는 임시정부 통치하에 둔다’는 것을 결정하였다.4 이러한 결정으로 군정부는 이
름을 西路軍政署로 바꾸고,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간도 지역에서는 임시정부에 원조를 요청하여 독
립전쟁을 전개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를 주도한 것이 윤기섭이었다. 윤기섭이 독립
전쟁을 전개하고자 한데는 그동안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양성한 독립군들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서로군정서를 편성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
한 배경이었다.
윤기섭은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在滿國
民大會 소집을 제기하였고, 1920년 2월 9일 三源浦에서 95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국민대회가 열렸다. 국민대회에서 윤기섭은 회장에 선출되었다. 윤기섭은 등단하여 국
민대회를 소집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 일은 政府以下 二千萬이 一體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지라. 國民은 血戰을 부
르지져 臨時政府의 施設을 기다린지 1년이 지낫으나 아모 나타나는 일이 없다. 惡
刑과 虐殺을 當하고 잇는 本國同胞는 西편만 바란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안져

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호, 191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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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하려나뇨.5

윤기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
타까워 하였다. 혈전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은 임시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리가 기다
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볼 수
만 없으니, 서간도의 독립군 조직인 서로군정서가 중심이 되어 혈전을 전개하자는 주
장이었다.
국민대회는 4일 동안 계속되었다. 윤기섭은 참석자들에게 혈전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참석자 95명 중 4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손을 들어 혈전에 대해 찬
성을 표시하였다. 혈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후, 혈전의 방법과 시기를 둘러싸고 장시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혈전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개항이 결정되었다.

1. 內地로 侵襲하여 血戰을 전개할 것.
2. 軍備는 국민대회에서 부담하지만 上海政府의 원조를 요청할 것.
3. 작전계획은 국민대회의 간부에서 책정할 것.
4. 무기는 국민대회에서 준비하지만 주로 현재의 권총을 사용할 것.
5. 독립선전기관을 확충하고 더한층 內外의 선전에 노력할 것.
6. 이상과 같은 계획의 遂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상해로 보내서 협
의할 것.6

국민대회에서 혈전을 전개하자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임시
정부에 원조를 요청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파견할 대표로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대회에서는 임시정부에 파견할 대표

5 《독립신문》 1920년 3월 25일자. ｢在滿臨時國民大會｣.

6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 3·1운동편 2, 1978, 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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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윤기섭과 이진산을 선출하였다.
윤기섭은 대표로 선출된 직후 상해를 향해 떠났다. 1920년 2월 20일 이진산과 함께
서간도를 출발하여 2월 말 상해에 도착하였다. 임시정부에 혈전을 위한 원조를 요청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고, 이를 마치면 서간도로 복귀하여야 했다. 그렇지만 윤기섭
은 서간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상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2) 의정원에서 혈전과 군무부 만주 이전 주장

윤기섭은 상해에 도착하여 임시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그가 만난 인사는 안창호였
다. 안창호는 수립 당시 내무총장과 국무총리를 대리하며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이
끌었던 인물로, 당시에는 노동국총판을 맡고 있었다. 윤기섭은 상해에 도착한 직후인
1920년 3월 3일 안창호를 찾아가 서간도의 사정을 보고하였고,7 안창호는 3월 8일 이
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였다.8 이를 통해 윤기섭은 혈전에 대한 임시정부의 원
조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에 이어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혈전을 전개할 것과 이를 위해 군무부를 만
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윤기섭이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 제7회 임시의정원 회
의가 열리고 있었다. 의정원에서는 그를 이진산과 함께 서간도 의원으로 선출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新到議員의 심사를 거쳐 3월 5일 의정원 의원이란 자격을 갖게 되었
다.9 이로써 윤기섭은 상해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의정원에서 혈전과
군무부의 만주 이전을 주장하였다.
윤기섭은 의원으로 국무원을 향해 독립운동에 대한 임시정부의 계획과 방침이 있는

7 〈안창호일기〉 1920년 3월 3일자(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島山安昌浩全集4, 2000, 872쪽).
8 〈안창호일기〉 1920년 3월 8일자(위의 책, 875쪽).

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2005, 61 - 62쪽. 《독립신문》은 1920년 3월 6일자 〈十
年을 一日갓치 光復을 爲하야 育英에 獻身한 尹琦燮先生이 西間島議員으로 議政院에〉라는 제목으로 윤기섭의 의원
선출을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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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물었다. 3월 16일에 李裕弼· 李漢根· 金弘敍· 李震山 의원과 공동명의로 “인민은
금년내로 독립전쟁이 개시되기를 切望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질문
한 것이다.10 그러나 정부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군무차장 金羲善이 “금
년내로 開戰하기는 국민이 다 바라는 것이다. 내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는
발표치 못하겠다”고 답변한 정도이다.11
윤기섭은 임시정부의 군사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많이 물어도 보았고, 또 비밀회의도 열어 논의하였으

나 〈비밀〉이란 것 밖에 들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나 의정원이나 다 같은 혁명사
업의 간부인즉 함께 협동하여 戮力하여야 할 것”이라며,12 자신이 군사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기섭은 자신이 주장하는 혈전에 대한 내용을 근간으로 ‘군사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王三德· 李裕弼· 李震山· 金弘敍 의원과 공동명의로
3월 30일 의정원에 제출하였다.

1. 본년 5월 상순 이내로 적당한 지점에 軍事會議를 소집하여 군사계획을 切實히 확
립하여 군사진행의 방침을 周到히 규정할 일.
2. 군무부의 陸軍· 軍事· 軍需· 軍法의 4국과 기타 모든 군사기관을 만주(중국동삼
성과 俄領 沿海 黑龍 兩州를 포함함)에 移置할 일.
3. 금년내에 적어도 만주에서 步兵 10개 내지 12개 연대를 편성 훈련할 일.
4. 금년내에 적어도 士官과 準士官 약 1천명을 양성할 일.
5. 금년내에 전투를 개시하되 적어도 보병 10개 隊를 출동하도록 할 일.13

윤기섭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하여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69쪽.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76쪽.

1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78쪽.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80 -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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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독립군을 재편성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금년내에 독립전쟁을 개시하자는 것이
었다. 금년내에 독립전쟁을 하자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의정원에서 자신의 제안을 설

명하면서 “우리가 悲慘한 전투를 한 뒤에야 세계가 움직이겠고 우리가 비참한 전투를
당한 후에야 국민의 단합이 완성되리라”고 한 것이14 그것이었다. 윤기섭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의정원에서는 〈군사에 대한 건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의정원에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이 통과된 후, 임시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방
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특파원을 파견하기
로 하고, 윤기섭과 安定根· 왕삼덕· 이진산· 趙尙燮 등 5인을 특파원으로 선정하였다.15
다른 하나는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군무총장 대리 金
羲善이 군정서 독판 李相龍에게 〈武官學校設置及經費劃定에 關한 件〉이란 문건을 보
내, ‘신흥무관학교를 활용하여 속성으로 군사인재를 양성하라’고 하면서, ‘소요경비는
재무부에서 1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추후 지불한다’고 하였다.16
임시정부에서는 선정한 특파원들을 서북간도로 파견하였다. 5명 특파원들의 파견
지역은 달랐던 것 같다. 안정근과 왕삼덕은 북간도 및 노령지역으로, 조상섭은 서간도
로 파견한다는 자료가 그것을 짐작하게 한다.17 윤기섭의 파견과 관련된 자료는 없지
만, 윤기섭은 이진산과 서간도지역으로 파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기섭을 비롯한 특파원들이 파견되었을 때, 서북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1920년 6월 북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洪範圖부대가 봉오동에
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봉오동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
원하여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만주로 들어왔고, 10월에는 김좌진과 홍범도 부대를 비
롯한 독립군들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대접전을 벌였다. 이후 서북간도 지역에서

1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81쪽.

15 〈안창호일기〉 1920년 5월 23일자(앞의 島山安昌浩全集4, 921쪽). 안창호는 서북간도로 파견하는 특파원 안정근· 윤
기섭· 이진산· 왕삼덕· 조상섭을 大東旅社로 초대하여 오찬을 함께 하였다.
16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79쪽.

17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第二課,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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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던 독립군들은 대부분 러시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파원들
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서북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재편성하고, 이
들을 동원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특파원들의 임무였다. 그렇지만
이들이 독립군들과 만나 협의하기 전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
고, 이후 서북간도 지역의 독립군 대부분이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윤기섭이 특파원으로 서간도에 파견되어 활동한 데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독립신문》을 통해 그가 서간도에 파견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가 상해로 귀환하였을 때, 상해교민단에서 그를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서간도의 視察의 任務를 帶하고 往하엿다가 無事히 歸着한 尹琦燮 兩氏를 爲하
야 지난 19일 하오 7시에 我僑民團事務所內에서 歡迎會를 開하다. (중략) 正賓 尹

琦燮氏는 間島視察의 談을 述하고 金勳氏는 北路軍 實戰談을 試하엿는대 墾島同
胞의 慘狀談과 壯快한 我軍의 勝利에 對하여는 滿場의 聽衆이 興奮을 못익여 拍
手歡呼로써 場內를 充하엿다.18

윤기섭은 서간도에 파견되었다가 金勳과 함께 귀환하였다. 김훈은 신흥무관학교 출
신으로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사관양성소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청산리전투에 참여한
인물이다. 윤기섭은 김훈과 함께 상해로 귀환하였고, 상해교민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윤기섭과 김훈은 환영회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들
이 승리를 거둔 일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庚申慘變의 참상을 보고하였다.

3) 의정원 의장

윤기섭이 상해로 복귀하였을 때,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혼란이 일어난 주

18 《독립신문》 1921년 2월 25일자. ｢尹金兩氏歡迎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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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의정원에서 대통령의 상해 부임을 촉구하는 요
구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승만은 1920년 12월 상해로 부임하였고, 1921년 1월 신년축하
식을 계기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국무
총리 및 각원들과 대립을 빚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혼란은 국무총리 및 각원들의 사퇴로 촉발되었다. 1921년 1월 24일 국무총리 이동휘

가 “刷新議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는데 한마디 심의도 없이 묵살하는 고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임하였다.19 국무총리가 사퇴하
면서 각원들의 사퇴도 이어졌다. 학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노백린, 노동국총판 안창
호 등이 연이어 사퇴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도 일어났다. 노백린은 “나는 이승만 밑에서 군무총장이 아

니고 한성정부의 군무총장인 고로 시베리아로 간다”며,20 이승만과의 결별을 선언하
면서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였다. 안창호도 이승만을 찾아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북
경에서도 박은식· 원세훈· 왕삼덕 등이 ‘우리 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서를 통해 임시
정부의 무능과 분열을 비판하면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21 이러한 요
구가 일어나자 이승만 자신도 사직한다는 뜻을 밝히고, 3월 5일 張鵬과 함께 南京으
로 떠났다.22
윤기섭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임시정의 조직은 유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윤기섭은 3월 12일 개최된 연설회에서 임시정부
를 옹호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 獨立運動의 中樞인 最高의 政治機關은 아직 草創한 時期에 잇어서 凡百이 完

19 《독립신문》 1921년 1월 27일자. ｢國務總理 辭職說｣.

20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 1979, 924쪽.

21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276 – 277쪽.
22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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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한 地境에 이르지 못하였고, 안팍에 對하여 偉大한 權力을 發揮치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機關은 우리의 許多한 性命과 許多한 心血로 바꾸어 이룬 것이며 우리
의 許多한 性命과 許多한 心血로 扶持하여 오는 바이올시다.

(중략) 그런즉 오늘날 이 險惡한 판과 괴로운 境遇에 함께 處한 우리는 다 크게 反
省하며 깊이 自覺하여 우리의 引導者 우리의 愛國者들을 서로 信賴하며 서로 擁
護하여야 하겠다.23

대통령과 각원들이 떠나면서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임시정부를 옹호하
자고 주장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수많은 생명과 심혈로 조직된 것이고 이에 의해 유지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과 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임시정부를 옹호하자고 하
였다.
윤기섭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기 위한 세력결집을 도모하였다. 協成會라는 단체
를 조직한 것이 그러한 의도였다. 윤기섭은 조완구· 황중현 등과 함께 1921년 4월 24

일 협성회의 발회식을 거행하고, “임시정부를 절대옹호할 것, 광복정신과 協進主義를
鼓勵할 것, 국세납입을 엄격히 실행할 것, 군사연습을 독려하고 진행할 것”을 강령으
로 내걸었다.24
협성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자 하였지만, 이승만과 임시정부를 반대하
는 세력의 압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었다. 안창호를 비롯하여 임시정부를 사퇴한 인사
들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金若山을 비롯한 冒
險團員들은 상해로 와서 상해에 있던 正救團과 함께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정
부 각원들의 총사직을 강요하고 임시정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25 이들의 태도는 대

단히 강경했던 것 같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이들은 만약 이승만이 강경한 태로를 보

23 《독립신문》 1921년 3월 19일자. ｢險海同舟의 吾等｣.

24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 923쪽.

25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 960· 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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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즉시 비상수단을 취하려고 폭탄과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는 내용
이 보인다.26

이승만은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5월 17일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으로 인해 상

해를 떠난다는 내용의 敎書를 의정원에 남기고 잠적하였다.27 이후 이승만은 蘇州로
갔다가 5월 29일 하와이로 돌아갔다. 하와이로 돌아간 이후 이승만은 同志會를 결성
하여 활동하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사실상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조직을 유지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무정부상태나 다름없게 되었다.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추진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국내외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책을 강구하자는 것으로, 독립운동 최
고기구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었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소
집되었다. 1923년 1월 국내외 각 지역에서 135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까
지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것이다.28
윤기섭은 국민대표회의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임
시정부에 대한 운명이 논의되기 전에, 임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자
는 것이었다. 1922년 3월 31일 申翼熙· 梁基瑕· 孫貞道· 延秉昊와 함께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綱領· 方略· 政策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실행하자’고 하면서, 이를 위
해 ‘국내외 각 단체 대표자들을 망라하여 회의를 개최하자’는 건의안을 의정원에 제출
하였다.29 그러나 이 건의안은 부결되었다. 이어 4월 25일에도 張鵬· 洪震 등과 더불어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영구적 제도로 개정하자’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광복운동자 회
의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자’고 제안하였다.30 그러나 이후 의정원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제안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말았다.

26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 960쪽.

27 《독립신문》 1921년 5월 31일자. ｢大統領의 敎書｣ 및 ｢大統領離｣.

28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6, 203쪽.
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131쪽.

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148쪽.

한국독립운동과 민주공화제

53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제11회 의정원 정기의회가 열렸다. 매년 개최되는
정기의회는 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고, 2월 15일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가 소집
되었지만, 결원된 의원이 많아 사실상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못하였다. 결원된 의원에
대한 보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기섭은 趙德津· 崔昌植과 함께 경기도 의원으
로 선출되었다.31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확보되면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
의가 진행되자 張鵬이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의해 의장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졌
다.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윤기섭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도인권이 선출되었
다. 의정원 의장은 오늘 날 국회의장과 같은 것으로, 입법부의 수장이었다.
윤기섭이 의장으로 활동하던 제11회 의정원 회의는 정부옹호파와 개조파가 대립한
가운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대국쇄신안을 비롯하여 이승만대통
령탄핵안과 임시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양 세력이 크게 대립한 것이
다. 더욱이 대통령탄핵안과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옹호파는 거세게 반발하였
다. 이를 수습한 것은 윤기섭이었다. 윤기섭은 의장으로 대통령탄핵안과 헌법개정안을
무효화시켰다. 이에 대해 개조파측 의원들이 사면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을 거부하
기도 하였지만, 양측의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윤기섭은 1924년 개최된 제12회 의정원 정기의회에서 의장을 사임하였다. 제12회 의
정원 회의는 2월 29일에 개최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윤기섭은 지난 11회 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무효화를 선언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3월 21일 사면을 청원하였다.32
사면청원은 세 번에 걸친 투표 끝에 가결되었다. 이어 의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윤기섭이 다시 의장에 선출되었다.33 그러나 윤기섭은 3월 27일 의장을 사면하였고, 趙
尙燮이 의장에 당선되었다.34

31 《독립신문》 1923년 4월 4일자. ｢臨時議政院消息｣.

3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177쪽.

3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임시의정원 1), 178쪽.
3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호, 1924년 9월 1일(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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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정부에서 활동

1) 국무위원과 군무부

윤기섭은 의정원에서 의원과 의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임시정부에서도 직책을 맡
았다. 윤기섭이 처음으로 맡은 직책은 군무부 차장이었다. 이후 상해지역 한인자제들
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仁成學校, 그리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과 함께 독
립전쟁에 필요한 군비와 인재 양성을 위해 韓國勞兵會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
였다. 그렇지만 주요 활동은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그리고 주로 군무부의 책임
자로 활동하였다.
윤기섭이 군무부 차장을 맡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이승만은 1920
년 12월 상해로 부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각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각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이승만도 사직할 뜻을 밝혔다
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사직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사퇴한 국무
총리와 각원들을 공식적으로 면직시키고, 내각을 다시 구성하였다.
이승만이 새로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윤기섭은 군무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이승만
은 1921년 5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원들을 임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법무총장을 맡
고 있던 申圭植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였고, 내무총장에 趙琬九· 교통총장에 孫貞
道, 그리고 외무총장과 학무총장은 차장인 李喜儆과 金仁全이 대리토록 하였으며, 노
동국총판에 李始榮· 국무원비서장에 申翼熙· 의정원 의장에 洪震 등을 임명하였다.35
새로운 내각은 5월 3일부터 16일 사이에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윤기섭은 5월 6
일 제19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군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36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의 조직을 정비하였지만, 이는 얼마

35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雩南李承晩文書6, 1998, 342 - 354쪽.
36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雩南李承晩文書6, 1998,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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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5월 29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정부는 사실상 무
정부상태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
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수습을 도모하였다. 박은식 대통령은 헌법
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대통령이란 명칭을 국무령으로 바꾸어
정부의 조직과 활동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김구 국무령 내각이 성립되면서, 윤기섭은 국무원이 되었다. 1926년 12월 국무령 홍
진이 사퇴하면서,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었다. 12월 10일 의정원에서 국무령에 선출
된 김구는 곧바로 국무원 5명을 선임하고, 16일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때 윤기섭은 李
圭洪· 吳永善· 金甲· 金澈과 함께 국무원으로 선출되고, 내무장을 맡았다.37 외무장은
이규홍, 군무장은 오영선, 재무장은 김갑, 법무장은 김철이었다.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고, 내각이 성립되면서,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에서 벗어나
게 되었다. 1921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체제로 유지 운영되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와 각원들의 빈번한 사퇴로 정부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국무령제로 바꾼 이후에도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구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임시정부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윤기섭은 국무원과 내무장으로 활동하면서,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헌법개정
은 그동안 내각 조직의 어려움을 보았던 김구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고, 방향은 한 사
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단일지도체제를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집단지도체제로 바
꾸는 것이었다. 윤기섭은 이규홍· 김철· 鄭遠· 金朋濬 등과 함께 헌법기초위원으로 피
선되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38 개정안은 의정원에서 부결되었다가 김갑· 이규홍
등이 수정하여 통과되었고, 1927년 4월 11일 공포되었다. 이에 의해 국무령제가 폐지되
고,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바뀌었다.
국무위원제가 시행된 이후, 윤기섭은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무위원으로 선임

37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5호, 1926년 12월 17일(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168쪽).

38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6호, 1926년 12월 30일(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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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1933년이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항주로 옮겼고, 정부 요인들은 가
흥과 남경 등지로 피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
였다. 임시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1933년 3월 의정원 임시의회가 개최되었다. 임시
의회에서 종전의 5명이었던 국무위원의 수를 11인으로 증원시키고, 이동녕· 김구· 조
성환· 신익희· 최동오· 이유필· 송병조· 차리석· 이승만· 김규식과 더불어 윤기섭을 국
무위원으로 선출하였다.39 이후 윤기섭은 1934년 4월 사직할 때까지 국무위원으로 활
동하였다.
위와 같음.윤기섭은 국무위원으로 군무장을 맡았다. 행정부서의 책임자는 국무위
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다. 1933년 3월 국무회의에서 행정부 책임자들을 선
임하였다. 이때 차리석은 내무장, 신익희는 외무장, 송병조는 재무장, 최동오는 법무장,
그리고 윤기섭은 군무장에 선임되었다.40
윤기섭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주로 군무부에서 활동하였다. 1934년 1월 행정부서
책임자들을 호선하여 선임할 때도 다시 군무장에 선임되었다.41 그리고 1934년 9월 국
무위원을 사임하였다가 1940년대 중경에서 다시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1943년 3월 차장으로 선임되어 군무부에서 활동하였다.42 김구 국무령 내각에서 내무
장을 맡았던 것 외에는 주로 군무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는 신흥무관학교에서 군
사교육과 훈련을 담당하였던 그의 경험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보병조전 저술
윤기섭이 군무부에서 활동하며 남긴 커다란 업적이 하나 있다. 步兵操典을 저술

39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55호, 1933년 6월 30일(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175쪽).
40 위와 같음.

4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56호, 1934년 1월 20일(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176쪽).
42 1943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金星淑(내무부), 申翼熙(외무부), 尹琦燮(군무부), 李顯洙(법무부), 申桓(재무부), 金
鐵男(교통부), 柳興湜(학무부)를 각부 차장으로 선임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7호, 1943년 4월 15일, 앞
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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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그것이다. 보병조전은 과학적인 훈련을 위한 군사교범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편찬된 적이 있었다. 대한제국은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면서 군사훈련을 위한 軍事
敎範을 편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1898년 6월에 보병조전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43 임시정부에서도 보병조전을 편찬하였다. 그것을 저술한 것이 윤기섭이었다.
윤기섭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로 맡았던 일이 군사교범의 편찬이었다. 윤
기섭은 1920년 2월말 상해에 도착하였고, 3월부터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920년 4월 29일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에 임명
되었다.44 임시편집위원부는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편집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였고, 윤기섭이 그 책임을 맡은 것이다.
당시 임시정부는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육군무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
다. 육군무관학교는 군무부 차장을 교장으로 하여 1919년 12월말에 설립되었고, 훈련
은 6개월 과정이었다.45 윤기섭이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 제1기생 훈련이 실시되고 있
었다. 그러나 훈련을 위한 군사교범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마련
하기 위해 군무부에 임시편집위원회를 설립하고, 윤기섭에게 그 책임을 맡겼던 것으
로 생각된다.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던 인물이고, 직접 군
사훈련 교재를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과목은 步兵· 騎兵·
砲兵· 工兵· 輜兵의 각 操典을 비롯하여, 測圖學· 銃劍術· 柔術· 築城學· 救急醫療 등
다양했다.46 윤기섭은 이러한 교과목의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兵書는 윤
기섭이 일본병서와 중국병서를 구하여 번역하고 그 중에서 새로운 병서를 만들이 사
용하였으며, 특히 口令을 통일시켰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47 윤기섭은 일본과 중국의

43 서인한, ｢대한제국 군사훈련 체계에 대한 일고찰 - 《보병조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軍史33, 1996, 243쪽.
4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17호, 1920년 10월 19일(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96쪽).
45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0쪽.

46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124쪽.
47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공보처, 1950, 53쪽.

58

신민회 110주년 및 윤기섭 탄생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

병서를 가지고 새로운 훈련교재를 만들었다.

윤기섭은 군사훈련을 위한 교범으로 步兵操典을 저술하였다. 윤기섭이 보병조전

을 저술하였다는 것은 국내에 먼저 알려졌다. 동아일보에서 책이 출판되기 전인 1924
년 1월 22일자에 ｢步兵操典 印刷 – 군사교육을 위하야 윤기섭씨의 저술로-｣라는 제목
으로, 윤기섭이 보병조전을 저술하였다는 것과 현재 인쇄중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윤기섭이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장이 되어 저술한 것은 보병조전이었다. 보

병조전은 1924년 5월 25일 상해에 있는 三一印書館에서 步兵操典草案이란 이름으

로, 그리고‘大韓民國臨時政府軍務部 編輯委員長 尹琦燮’ 명의로 발행되었다. ‘초안’이
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직 완전한 저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기섭은 ‘장교들이
실제 운영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언급해 놓았다. 책의 분량은 본문과
부록을 포함하여 모두 244쪽이다. 주요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綱領

- 1재部

1재章 : 낫낫교련(各個敎鍊)
맨손교련(徒手敎鍊)
총교련(執銃敎鍊)
산병교련(散兵敎鍊)

2재章 : 중대교련(中隊敎鍊)
1. 소대교련(小隊敎鍊)
2. 중대교련(中隊敎鍊)

3재章 : 대대교련(大隊敎鍊)

4재章 : 련대교련(聯隊敎鍊)
5재章 : 려단교련(旅團敎鍊)

- 2재部 : 싸움의 원측(戰鬪原則)

1재章 : 싸움일반의 요령(戰鬪一般之要領)
2재章 : 치기(攻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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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章 : 막기(防禦)

4재章 : 추격, 퇴각(追擊, 退却)
5재章 : 밤싸움(夜戰)

6재章 : 버틤싸움(持久戰)

7재章 : 산싸움, 강내싸움(山地戰及河川戰)

8재章 : 숲싸움, 마을싸움(森林戰, 住民地戰)

9재章 : 다른 병종에 대한 보병의 동작(步兵對於他兵種之動作)
- 3재部 : 경례와 관병의 법식, 군도와 나팔의 다룸(禮式及軍刀, 喇叭之操法)
- 부록
1. 바른 소리와 읽기 어렵은 글자의 읽는 본(正音及難讀字之讀法例)
2. 보병의 호령 몯음(步兵科號令集)
3. 대대와 련대의 전개하는 한본(大隊及聯隊展開之 一例)
4. 보병과 그 탄알, 총창, 군도, 나팔에 당한 이름(關於步兵銃及其彈丸, 銃槍, 軍
刀, 喇叭之名稱)
보병조전은 앞의 강령과 뒤의 부록, 그리고 모두 3개 부로 구성되었다. 강령은 ‘보

병의 本領’ ‘보병 싸움의 主張’ ‘軍紀’ ‘보병의 精神’ ‘군대의 志氣’ ‘지휘관과 병정의 協同

一致’ ‘조전의 制式과 法則’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부록에는 ‘글자 읽는 법’과 ‘호령’,
그리고 무기의 용어에 대해 한글과 한자를 비교 병기해 놓았다.
제1부는 교련에 대한 내용이다. 교련에 대해 낫낫교련(각개교련)· 중대교련· 연대교
련· 여단교련으로 나누어, 교련의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부는 전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전투를 비롯하여 공격· 방어· 추격 및 퇴각· 夜戰· 지구전· 산지전 및 하천
전 등 각종 전투조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부에서는 관병의 예식과 군도의
사용, 나팔의 다룸 등을 언급해 놓았다.

보병조전은 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교재였지만, 사용되지 못

하였다.1921년 5월 제3기생을 모집하여 훈련하던 중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폐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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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병조전에는 군사훈련· 군사운용· 훈련체계· 전투방법· 군
사용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는 오늘 날 국군에서 사용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1898년 대한제국에서 편찬한 보병조전과 윤기섭이 편찬한 보
병조전, 그리고 오늘 날 국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

1934년 9월 국무위원을 사임한 이후, 윤기섭은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정당을 결성하
여 활동하였다. 남경에서 한국혁명당과 신한독립당을 결성하고, 이후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다 1940년대 중경에서 다시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41년 10월 민족혁명당 소속으로 경기도 의원에 선출되어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고,
1943년 3월에는 군무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의정원에서는 활동할 수 없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던 한국독립당에서 민족혁명당 소속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저지하였던 때문이었다. 이
로 인해 의정원 의장이었던 김붕준이 의장직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게 되고,48 내무부장 조완구는 선거무효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의원의 선출은 무효화
되었다.
윤기섭은 군무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군무부 차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당면

한 문제가 있었다.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의 행동을 규제하는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에 대한 문제였다. ‘9개준승’은 1941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

로 통보해 온 것이었고, 의정원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일어났다. 특히 1943년 10
월 개최된 의정원 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9개준승의 실효를 선언하자”며,49

48 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 2), 14쪽.

49 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 (임시의정원 2),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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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향해 9개준승을 취소하라는 강령론이 대두되었다.

윤기섭도 의원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9개준승’은 반드시 취소시켜야 한다는 생

각이었다. 윤기섭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군무부 차장으로 답변하면서, 그 방안을 제
시하였다. 9개준승을 무효화 시키려면 ‘광복군은 국군이 아닌 것을’ ‘광복군 명의를 취

소’하자고 한 것이다.50 윤기섭의 발언은 의원들보다도 더 강경했다. 의원들보다 더 강
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정원에서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국측과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의정원의 강경론에 힘입어 정부는 중국측과 교섭을 추진하였다. 교섭은 외무부가

주관하였다. 외무부장 조소앙이 중국측에 ‘9개준승’을 대체하는 ‘한중호조군사협정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정식 협상이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중국군
사위원회 실무자와 협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당· 정· 군 요인들을
만나 취소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군사위원회 참모총장 何
應欽은 장개석에게 ‘9개준승’ 취소를 건의하였고, 1944년 8월 장개석은 취소하라는 지
시를 내린 것이다.51
윤기섭은 군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에서 추진한 국제공동관리 반대운
동도 전개하였다. 1941년 12월 미일간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 한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주로 국제관계 학자와 언론인 등이 전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국제공동관리로 하자는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는 1943년에 들어
와 구체화되었다. 1943년 3월 미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외상 이든이 회담을 갖고, 전
후 한국문제에 대해 국제공동관리를 결정한 것이다.
국제공동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임시정부는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성명서를 통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의사
를 표명하고, 중국 각계의 요인들에게 중국정부가 나서서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50 김광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혁명가 윤기섭, 210쪽.
51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132 –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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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모아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외

무부장 명의로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
롯하여, 중국인사들을 방문하여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 및 한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반대운동
을 전개 하였다. 반대운동은 在中國自由韓人大會로 추진되었다. 1943년 5월 10일 한국
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한국애국부
인회· 한국청년회 등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좌우익 계열의 정당 및 단체, 그리고 중
경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중국자유한인대회가 개최되었다.52 이
대회에 윤기섭은 김규식(선전부장)· 차리석(국무원 비서장)· 조성환(군무부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고, 따님인 윤경자도 참석하였다.
재중국자유한인대회는 의정원과 각 단체에서 주관하였고, 주석단을 선출하여 진행
하였다. 주석단은 김붕준· 김규광· 유월파· 김순애· 한지성 등 각 단체 대표들로 구성
하였고, 대회를 총괄하는 총주석은 의정원 의장 홍진이 맡았다.53 총주석 홍진의 주
도하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각 단체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서 “전후 한국은 완전
히 독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54
각 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은 후 선언문과 결의안, 그리고 각국 원수들에게 보내는 전

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한국은
마땅히 독립되어야 하고 한국민족은 마땅히 자유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리고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소위 國際監護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

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보내
는 전문｣도 채택하였다. 전문의 핵심은 각국 원수들을 향해 “우리 민족이 對日作戰의
주요한 力量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원조와 임시정부의 국제합법적 지위를

52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在中國自由韓人大會｣.

53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272쪽.

54 《독립신문》 1943년 6월 1일자, ｢在中國自由韓人大會 要求戰後韓國之完整獨立 反對任何形式之外來干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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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55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임시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한국은 일제가 패망하는 그 즉
시 독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이든지 국제세력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는 견결히 반
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뜻을 외무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미국· 영
국· 소련 등에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경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와 한인들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4) 임시정부 가족 인솔과 귀국

윤기섭은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일제의 항복소식을 들은 것은 1945년 8월 10일이
었다. 이날 저녁 8시 중경의 각 방송국들이 일제가 무조건투항하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내보냈고, 각 신문들도 일제의 무조건투항 소식을 보도하였다.56 이를 통해 중경에 있
던 임시정부와 한인들은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복소식을 접한 후,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은 일제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3일 당면정책으로 발표되었다.57 모
두 14개 조항으로 발표되었지만,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임시정부는 속히 입국하여
정권을 국민들에게 봉환한다는 것, 중국에 있는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중국에 나와 있는 한인청년들을 광복군으로 편입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중국· 미국과 환국을 위한 교섭을 전개하였다. 환국의 노선과 교통편은
중국측에 의해 마련되었고, 1945년 11월 5일 주석과 부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
29명이 상해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윤기섭은 요인들과 함께 떠날 수 없었다. 당시 내
무부 산하에 설립된 생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생활위원회는 ‘광
복운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였고, 윤기섭은 1944년 6월 1일 국무

55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2014, 134쪽.

56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5쪽.
57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5, 1999, 6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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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58 요인들은 상해로 떠났지만, 윤기섭은
임시정부 가족들의 생활과 귀환을 담당하여야 했다.
윤기섭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경을 출발한 후, 중경에 거주하고 있던 정부 직원과
가족들의 환국을 추진하였다. 당시 중경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501명이었다.59 이
들 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나왔던 여성들과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을 임시정
부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상해로 이동시켜야 했다. 교통편과 비용을 마련하기 위
해 중국정부와 교섭을 벌여야 했고, 이 일은 주화대표단에서 맡았다. 윤기섭은 이들을
관리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을 귀국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통
편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경에 있던 중국정부가 남경으로 수도를 옮겨가
게 되면서 비행기는 물론이고 버스나 선박 등 교통편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교통편은
해를 넘겨 1946년이 되어서야 마련되었다. 주화대표단의 민석린이 중국진재위원회와
교섭하여 교통편을 마련하고, 3천만원의 여비를 확보한 것이다.
교통편은 버스였다. 버스 10대를 마련하여 일단 중경에서 남경까지 이동하기로 하
였다. 우선 1차로 250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946년 1월 16일 林義鐸에게 인솔책임
을 맡겨 출발시켰다. 이어 2차로 조선민족혁명당 인사들과 남안에 거주하고 있던 교
민들 40여명을 배편으로 보냈고, 교통편이 마련되는 대로 제3차와 제4차까지 보냈다.
윤기섭은 교민들 대부분을 떠나 보낸 후, 마지막으로 중경을 출발하였다. 申榮三· 李
斗山· 姜昌濟· 朴建雄 등과 함께 임시정부 가족들, 그리고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배편
으로 중경을 떠났다. 장강을 타고 내려와 무한에 도착하였고, 무한에서는 버스를 타
고 상해로 이동하였다.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국내로 귀국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
가는 교통편은 미국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다. 윤기섭은 배편이 마련되는 대로 임시

58 앞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318쪽.

59 ｢旅渝韓僑名冊｣(앞의 백범김구전집 5, 717 – 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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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원과 가족들을 귀국시켰다. 1946년 3월 3일 법무부장 최동오와 문화부장 김상
덕의 가족을 출발시키고, 3월 18일에는 외무부장 조소앙과 내무부장 신익희의 가족
을 비롯하여 1백여명을 보냈다. 윤기섭은 나머지 인원 및 가족들과 함께 4월 26일 LST
Clnatan Clay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4월 2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1911년 서간도로
망명한 후 35년만에 귀국한 것이다.

맺음말

윤기섭은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유지 운영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였다. 1920년 상해로 온 이후 해방
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5년여 동안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것이다. 이 동안 윤기섭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과 의장으로,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주로 군무부
에서 활동하였다. 의정원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윤기섭이 수행한 역할을 정리하
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윤기섭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수행한 역할 중 하나는 ‘혈전’을 주장하였다는 점이

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많은 인사들이 독립전쟁을 주장하고, 또 이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갖고 이를 제기 추진한 인물은 윤기섭
이었다. 윤기섭은 서간도에서 3천 5백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누구보다도 서간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혈전을 주장한 것이다.

윤기섭은 자신의 주장을 ‘군사에 관한 건의안’이란 이름으로 의정원에 제안하였다.

제안의 핵심은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하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을 재편성
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주지역 독립
군과 협의를 위해 특파원들을 파견한 것이다. 윤기섭 자신도 서간도로 파견되었다. 이
들이 만주에 갔지만, 만주지역의 독립군들은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치르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독립군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가 주장한
혈전도 실행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임시정부가 혼란을 겪고 존폐문제가 거론될 때, 임시정부를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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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는 점이다. 1921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원들이 갈등을 겪게 되면
서, 임시정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윤기섭은 임시정부의 조직은 유지 운영되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조완구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절대옹호 할 것’을 주요 강령으
로 한 협성회를 조직하여 대통령과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정부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면서 임시정부의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때, 이를
막아낸 것도 윤기섭이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정부를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새로운 기
관을 세우자는 창조파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윤기섭은 임시정부
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의정원에서 개조파에 의해 대통령탄핵안과 헌법개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의장을 맡고 있던 윤기섭은 의장의 직권으로 이를 무효화시켰다. 이로
써 임시정부는 그대로 유지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보병조전을 저술한 것도 커다란 업적이다. 윤기섭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 위원

장으로 선임되어 군사교육에 필요한 군사교범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았고, 1924년 5월
보병조전을 저술 간행하였다. 보병조전은 임시정부에서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재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간부를 양
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들을 위한 군사훈련 교재로 편찬한 것이 보병조전이
었다.

윤기섭이 편찬한 보병조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제국에서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과학적인 군사훈련을 위해

1898년에 보병조전을 편찬한 일이 있었다. 이를 이어 임시정부에서 보병조전을 편
찬한 것이다. 보병조전에는 군사훈련· 군사운용· 훈련체계· 전투방법· 군사용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늘 날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윤기섭이 편찬한 보병조전은 근대 한국군의 발전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그리고 독립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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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로, ｢신민회 창립시기와 입회동기 및
신민회 규모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논찬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발표자 윤경로 선생님은 ‘105인 사건’과 ‘신민회’에 대해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1990년 일지사에서 『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셨으

며, 이 책을 다시 개정증보하셔서 2012년에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한성대출판부에서
발행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은 이 개정증보판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좀 더 보완하신 것 같습니
다. 미리 보내주신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배우는 바가 많았고, 그 논지에도 공

감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은 ‘105인 사건’과 ‘신민회’에 대
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논찬하는 것 자
체가 외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대부분 지엽적인 것들
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알고 싶었던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논찬에 대
신하고자 합니다.

1. 안명근 사건(안악사건)은 105인 사건의 전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을 비롯한 피의자들도 상당 수 겹칩니다. 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기획자인 구니토모(國友尙謙)가 ‘신민회’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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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수고’(｢不逞事件ニ依シテ觀タル朝鮮人｣)에서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1911년 7월 26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발표하신 대로 그

진정성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그 서술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 ‘신민회’의 존
재를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불령사건에 의하여 얻은 조선인

의 측면”이라는 고등경찰과 경시 구니토모의 복명서를 첨부한 조선총독부 경무총
장 아카시(明石元二郞)의 1911년 7월 7일자 문서에도 ‘예수교도 불령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사상의 전파는 일본에 대하여는 국가의 독립, 조선에 있어서는 이

(李)씨를 멸(滅)한 자유공화국의 건설을 몽상(夢想)하게 하는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를 일으키기에 이르러, 그 불령자의 신문 중 자유 혹은 평등이라는 말을 함부
로 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明石元二郞, 「不逞事件ニ依ツ
テ得タル朝鮮人ノ側面觀」, 1911. 7. 7)1

3. 주46)이 있는 본문에서 최남선이 편집 발간하던 소년 잡지는 신민회의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최남선은 신민회에 가입했는가? 만약 가입했다
면 왜 105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궁금합니다.

4. 신민회 창립 운동기에 안창호가 윤치호를 만났다고 하는 데, 언제쯤 만났으며, 그
때 윤치호의 신민회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치호
가 신민회에 실제로 가입했었는지, 아니면 일제가 윤치호를 속박하기 위해서 덮어
씌운 무고한 혐의인지 알고 싶습니다.(윤치호가 대성학교의 교장을 한 것은 사실
이지만, 그가 선교사에게 한 말이나,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혐의는 무
고인듯 함)

(윤치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것은 1912년 2월 9일)

1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5&itemId=haf&synonym=oﬀ&chinessChar=on&position=14&leve
lId=haf_120_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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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69)의 본문에서 재판관 기피신청 때문에 한 달간 휴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
국 이것은 기각되었고, 대구복심과 경성복심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것도 기각
된 것이 아닌지요?

6. 보통 어떤 사건을 입건하려면 핵심 인물이나 주모자부터 입건하는데, 105인 사건
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1911년 10월 12
일 평북 선천의 기독교학교인 신성학교 학생 3명을 검거하여 서울로 압송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적어도 그 해말까지는 신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이
외에는 검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혹시 이것이 사건 조작 과정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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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토론문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많이 알려져 있듯이 서중석 교수는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초기 독립운동 및 독립
군 기지 건설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이다. 단순히 글로 된 자료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에서도 군데군데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의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문서
자료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지의 상황까지 고려해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문
제에 접근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평소에 서중석 교수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
는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오늘 발표의 문제의식은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관련해 세상에 잘못 알려
진 또는 잘못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를 바로잡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강
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평소 갖고 있던
의문 몇 가지를 해결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
한 의문도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신민회의 조직적 움직임과 신민회원의 개인적 움직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온
것이기도 하다. 신민회의 실체가 아직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민회원
또는 신민회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활동을 과연 신민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중석 교수는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곧 “신민회에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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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남는다. 실제
로는 여전히 양자를 구분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중석 교수도 “신민회 차원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제기되고 논의된 것은 일제

에 의한 병합조약 강제 전후의 시기였고, 그 일환으로 양기탁 집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썼으면서도 1906년 이후 이상설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1906
년 서전서숙 설립, 1908년 이상설과 이회영의 회합, 1909년 원동임야회사 설립, 1909
년 겨울 밀산 한흥동 개척 등)과 1908년 이후 이회영의 만주 독립운동 건설 움직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설과 이회영의 움직임은 신민회와는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신민회 활동의 일환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후자라
면 신민회의 신민회 차원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추진된 것이 강제병합 전후라는 주
장과 어긋나게 된다.
두 번째는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의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의 초기 설립 주체 가운데 양대산맥을 차지하
는 기호인맥(이건영·이석영·이철영·이회영·이시영·이호영 형제, 이동녕, 이관직, 장한
순·장유순·장도순 형제 등)과 경북(울진은 당시 강원도였지만 경상북도 북부 및 북동

부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므로 광의의 경북에 포함시킴) ‘유지자’(이상룡, 김대
락, 김동삼·김동만 형제, 박경종, 황만영, 주진수 등)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명문 거족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독립운동에 나선 집안은 이회영 일가를 빼고는 드물었다”는 서술이 등
장할 정도이다. 전자는 대체로 신민회와의 관련성이 분명하다. 그런데 후자 가운데 신

민회 회원이었음이 확인된 것은 김동삼과 주진수 정도이다. 따라서 경북 ‘유지자’들의
만주 망명을 신민회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과 연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고
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하나는 주진수의 역할이다. 주진수는 같은 지역의 평해 황씨와 혼맥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다시 평해 황씨가 선조인 황중유의 문집을 간행했을 때 서를 쓴 것이 안동
의 이만도였는데 이만도의 며느리인 김락의 오빠가 김대락이고 형부가 이상룡이었으
니 황만영과 이상룡, 김대락은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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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상룡이 1910년 11(음력) 안동을 찾아온 황만영과 주진수를 만나 이동
녕과 양기탁의 뜻을 전해듣고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준형(이상룡의 아들)의 회

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진수를 통해 안동, 영덕, 울진 등의 ‘유지자’들은 신민회의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 다른 하나는 경북 ‘유지자’들의 집단 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혼맥이다. 주지하

듯이 이상룡의 부인은 김대락의 여동생이었다. 영덕의 박경종은 이상룡의 매부였다.
안동의 명문인 고성 이씨와 의성 김씨, 그리고 영덕의 명문인 무안 박씨가 함께 집단적
으로 만주 망명을 결행하는 데는 혼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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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윤기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와 활동｣
토론문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윤기섭은 그 활동상에 비해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연구도 일천하고, 일반에게도 아
직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가 1910년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신
흥무관학교의 실체가 최근에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상이 제
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그의 행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오랜 기간의 우익 중
심 독립운동사와 시대적 상황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윤기섭의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하고 그의 삶을 구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임시정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드러

나기 시작한 윤기섭의 행적과 삶이 일방적 미화 또는 축소・왜곡 없이 객관적이고 정당
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크게 두 가지 의문
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1. 만주에서의 윤기섭의 독립전쟁론과 초기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관련성이다. 이글
에 따르면 윤기섭은 “1920년 2월 9일부터 열린 재만국민대회의 회장으로 혈전 방

침을 결정한 뒤, 임시정부에 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파견 대표로 선출되었다. 1920
년 2월말 상해에 도착한 윤기섭은 3월 초 안창호를 만나 혈전을 위한 임시정부의
원조를 요청했으며, 이어 의정원 서간도 의원으로 선출되어 〈군사에 대한 건의안〉
을 의정원에 제안해, 안건이 통과되었다. 임시정부는 이 ‘건의안’을 실행에 옮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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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독립군 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특파원을 파견했는데, 윤기섭은 5인의 특파
원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윤기섭이 만주에서 독자적으로 혈전 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해 군사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재만국민대회가 열리기 전인 1920년 1월에 당시 임시정부의 실질적 책임자
였던 안창호는 상해 교포들의 신년 축하회에서 군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도 만주와 러시아지역 동

포를 대상으로 ｢국무원포고 제1호｣를 발령하고 1920년을 ‘독립전쟁의 제1원년’이
라고 선포했다. 더욱이 서간도의 군사기관인 군정부는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이름
을 서로군정서로 바꾸고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과 시점, 임시정부와 서간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윤기섭의 만주에서의 혈전 방침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및
만주 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무원포고 제1호｣ 발령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함께 윤기섭이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안창호를 만난 점, 윤
기섭의 신민회와 오산학교 활동 경력 등을 미루어 두 사람이 사전 교감 및 관계도
추론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자료는 없는지 궁금하다.

2. 임시정부 분열 당시 임시정부 옹호파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윤기섭은 이승만의
위임통치론의 계기로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졌을 때 줄곧 임시정부 유지를 주장한
인물이다. 임시정부 유지를 위한 세력 결집을 위해 협성회를 조직했으며, 국민대

표회의 소집 과정과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에도 의정원 의원・의장으로서 개조파
와 대립하면서 적극적인 임시정부 옹호 활동을 펼쳤다.
임시정부 옹호파들은 대개 친이승만계 인사들로서, 윤기섭 또한 임시정부 관련 많
은 연구에서는 친이승만계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 이승만에 대한 학
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윤기섭에 대해서도 임시
정부를 옹호한 친이승만계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런데 윤기섭의 독립운동 방략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행적을 볼

때 과연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기호파’라는 이유만으로 친이승만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이승만 탄핵 뒤에도 윤기섭은 임시정부의 핵심인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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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안창호가 주도한 민족유일당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을 창당해 김원봉과 함께 당무를 관장하기도 했다. 좌익계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했고, 해방 직후에는 좌우합작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엇보
다도 해방 이후 이승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렇다면 윤기섭이 친이승만계로 분류될만큼 임시정부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발표문 ] ｢윤기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와 활동｣ 중 누락 사진

1943년 4월 중국 중경에서 열린 자유한인대회에 참석한 윤기섭(첫째 딸 윤경자 여사가 아버지 옆에 꼭 부터있다)

76

신민회 110주년 및 윤기섭 탄생 1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02462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83 금은빌딩 3층
전화 : 02-969-0226 누리집 : www.sh100t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