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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과정의 좌우합작

10월 21일(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10:00~12:00

우리시대 최고의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를 모시고 ‘한국독립운동 과정의 좌우합작’에 대해 조명해 본다. 

1919년 3.1운동 뒤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7년 국내의 신간회, 1935년 좌우합작 독립운동 정당인 

민족혁명당, 1940년대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쉼 없이 이루어진 좌·우합작의 노력을 

되짚어 본다.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독립운동가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고,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 미래를 

조망해보는 자리이다. 

발표자 강만길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

사회자 김광재 위원 연구편찬정보화실 국사편찬위원회

토론자 김희곤 관장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한시준 교수 단국대학교

김용달 연구소장 독립운동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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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    목

독립운동 과정의 좌우합작 경위

Associated movement of Nationalists and communists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전체민족구성원의 참가로 실시된 1919년의 3-1운동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로 수립된 

것이 상해임시정부지만 그 정부부터 좌우합작으로 시작되었고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파쇼체제가 강화

되면서 민족독립운동은 국외의 민족유일당운동 국내의 신간회운동 등 좌우합작운동으로 발전했고 1935년에는 

좌우합작독립운동 정당인 민족혁명당이 성립되었다. 그 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면서 민족해방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마침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한 좌우합작정부로, 광복군 역시 

좌우합작군으로 되어 해방에 대비하게 된다. 독립운동전선은 좌우전선을 막론하고 해방이 남북분단으로 오리라고

는 생각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전선에는 좌익전선도 우익전선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좌우합작전선이 되어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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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Korea University

발 제  제 목

독립운동 과정의 좌우합작 경위

Associated movement of Nationalists and communists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독립운동 과정의 좌우합작 경위

강만길(고려대학교)               

1. 머리말

중세시대까지도 동양문화권 안에서는 선진지역에 속하던 한반도지역이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타민족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문화수준이 바탕이 되어 식민지 해방운동은 같
은 처지에 처한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다. 민족해방운동의 문을 연 3・1운동에서는 아직 좌우익
노선이 선명히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그 운동결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좌우익 
연합정부로 되었고,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은 계속 좌우익 통일운동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파쇼체제가 강화되며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기의 중일전쟁 발
발 이후에는 민족해방운동전선의 좌우합작투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최후 
발악이 시작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전선이 민족해방을 가깝게 전망하면
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좌우익통일전선을 이루어 갔다. 해방 후의 민족분단 상황이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의 이 같은 합작투쟁을 경시하거나 외면하게 되었지만,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의 국사학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과정에서의 이 같은 좌우익 통일전선운
동을 부각시키고 강화함으로서 평화통일운동의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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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족유일당운동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최초로 폭발한 3・1운동은 아직 좌우익 독립운동세력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익계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좌익계의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한 좌우합작
정부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좌우합작 임시정부가 그대로 안정되지는 못하고 1920년대로 들
어서면서 이른바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갈등을 일으킴으로서 좌우합작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는 못했다.

그렇게 되자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 실천하게 되었으니 좌우의 독립운동세력
을 규합하여 그 투쟁력을 강화하려는 민족유일당운동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중국관내지
역에서는 장건상(張建相)・원세훈(元世勳) 등을 중심으로 만주지방에서는 종래의 정의부・참의
부・신민부 등의 통합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국외의 좌우합작운동으로서의 민족유일
당운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 국내판 좌우합작운동으로서의 신간
회운동은 만주사변 등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파쇼화하고 그 탄압이 심화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

3. 대일전선통일동맹과 좌우합작 조선민족혁명당의 발족

민족유일당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다시 해외전선에서 통
일전선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종래 주로 의열투쟁을 전개한 의열단(義烈團)이 “대주주의 재
산을 몰수함”,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성 기업은 국가에서 경 함”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단체화 했다. 한편 중국관내의 우익 독립운동세력도 같은 해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민족독립
운동이 이제 정당운동화해 갔다 하겠다.

그러다가 1932년에는 한국독립당과 조선의열단, 조선혁명당한국・광복동지회 등 독립운동단체
의 대표들이 모여 “우리는 혁명의 방법으로 한국의 독립을 완성코자 한다.” 등의 강령을 내세우
고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지역의 우리 독립운동전선이 구체
적으로 좌우익통일전선을 이루어간 것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독립운동전선이 한층 더 
굳건한 좌우합작운동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해방 후의 ‘분단시대역사학’은 
이런 사실을 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후 1935년에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열단세력 전체와 한국독립당의 조소앙(趙素
昻)・김두봉(金枓奉), 조선혁명당의 최동오(崔東旿)・김학규(金學奎), 신한독립당의 윤기섭(尹琦
燮)・지청천(池靑天=李靑天)・신익희(申翼熙), 재미국민총회 위임대표 김규식(金奎植) 등이 각 정
당의 재산과 당원을 모두 합쳐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했다. 이 통합당에 김구중심의 이른바‘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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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수파’는 합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좌우합작정당이 임시정부의 해체까지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발족한 직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회의가 성원되지 않을 정도 다고 했다.

4. 중국관내운동의 민족통일전선의 성립 

한편 조선민족혁명당에 가담하지 않은 이동녕(李東寧)・김구 등이 1935년에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3균주의와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표방하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는데, 중일전쟁
이 일어난 1937년에는 한국국민당과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소앙중심세력의 한국독립당과 
지청천중심세력의 조선혁명당 등과 연합하여 우익중심세력의 통일전선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
회가 결성되었다.

한편 조선민족혁명당 역시 1937년에 김규광(金奎光=金星淑) 등이 중심인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과 최창익(崔昌益)등이 중심인 조선청년전위동맹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유자명(柳子明) 등이 
중심인 조선혁명자연맹 등과 좌익전선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했다. 중일전쟁 폭발로 
조국해방이 전망되기 시작하자 중국관내의 좌우익을 막론한 민족해방운동전선이 통일전선을 형
성해가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다가 1939년에는 좌파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우파연합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가 합쳐진 전국연합진선협회(全國聯合陣線協會)가 발족하고, ‘단체연합회’를 대표한 김구와 ‘민족
전선연맹’을 대표한 김원봉이 함께 “봉견세력 및 일체의 반혁명세력을 숙청하고 민주공화제를 
수립한다.”, “국내에 있는 일본제국주의자의 공사(公私)재산 및 매국적 친일파의 일체 재산을 몰
수한다.”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 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참가한 우파세력이 1940년에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성립시켜 임
시정부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우파연합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후신 한국독립당도 토지 및 
대생산기구의 국유화와 3균주의를 표방함으로서 임시정부중심 좌우익 통일전선을 이루어갈 조건
이 성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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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정부화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조국해방의 가능성이 높아져가자 그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명
실상부한 좌우합작정부가 되어갔다. 해방 후 남북분단으로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리라고는 꿈에
도 생각할 수 없었던 민족해방운동전선에는 좌파세력도 있고 우파세력도 있었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에 대비해서 좌우합작정부로 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1942년에는 좌파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 쪽의 김원봉과 왕통(王通)・유자명・김상덕(金尙
德) 등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4년에는 역시 ‘전선연맹’쪽의 김규식(金奎植)이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고 김원봉・장건상・유림・김성숙 등이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됨으로서 대
한민국 임시정부가 명실공한 좌우합작정부가 되었다.

한편 임시정부의 군사력도 좌우합작군이 되었다. 조선민족전선연합체는 좌파연합이면서도 중
국 장개석정부의 도움으로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해서 활동했는데, 그 일부는 중공군지역
인 북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중경에 있는 나머지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1지대가 
되고 종래의 광복군이 제2지대가 됨으로서 군사력의 통일도 이루게 되었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의 합작기도

중국공산군이 대장정을 해서 연안(延安)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는 김무정(金武亭)과 같이 대장
정에 동행했던 조선 사람도 있었고, 한빈(韓斌)등과 같이 국민당정부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곳
으로 옮겨간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장개석정부지역에서 중공군지역으로 옮긴 조선의용대 대원
들과 함께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조직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서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선진대오가 될 것”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동북청년의용군・한국독립당・조선
민족혁명당, 재미국(在美國) 조선 각 혁명단체 등의 웅적 투쟁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민당지역에서 김두봉・이춘암(李春岩)・박효삼(朴孝三) 등이 연안으로 옮김으로서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는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으로 발전하여 ‘조선에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일체 재산 
및 토지몰수’, ‘일본제국주의와 관계있는 대기업의 국 화와 토지분배’ 등을 선언했고, 연안에서 
개최된 독립동맹의 분맹(分盟)성립대회에는 손문(孫文)・모택동(毛澤東)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가 
걸리기도 했다.

국내의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과 조선독립동맹이 1945년 8월 29일의 국치일에 연안에서 
조선민족대회를 개최하려다 8․15해방으로 실현되지 못한 일은 알려져 있지만, 좌우익통일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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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공산군지역의 조선독립동맹과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해 좌파국
무위원 장건상을 연안에 파견하여 임시정부와 독립동맹과의 통일전선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독
립동맹 주석 김두봉이 중경에 가기로 합의했으나 8.15가 되어 실현되지 못한 산실은 그다지 알
려지지 않은 것 같다.  

7. 맺는 말

해방과 함께 불행한 민족상잔까지 겪은 지 반세기가 넘었고, 평화통일론이 일단은 정착된 것 
같은데도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은 아직도 분단사서술과 분단사교육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짧은 글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한 선인들은 어디까지나 해방 후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했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족해방운동에 몸 바친 선인들은 좌익세력도 있고 우익세력도 있었지
만, 당연히 단일민족국가로의 광복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계급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통일민족
국가로의 광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도 그 같은 선인들의 뜻에 따
라 통일전선노선 중심의 서술과 교육이 하루 빨리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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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사와 어울림의 여정

10월 20일(금)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16:00~18:00

“한국독립운동사와 어울림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국제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간 역사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 주제는 한·중 아나키스트들의 연대를 조명해본다. 이들은 함께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전개하며, 두 민족의 해방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1921년 12월 1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한·중혁명가들이 함께 발간한 잡지 ≪광명(光明)≫에 대해 조명

해보고자 한다. 이는 단독주제로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국제 연대와 내부 연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삶을 조명해 본다. 

좌  장 박결순 교수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사  회 강윤정 학예실장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발표자 손과지 교수 복단대학교 역사학과

조덕천 학예연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장성욱 학예사 박열기념관

토론자 이호룡 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광재 위원 연구편찬정보화실 국사편찬위원회

염인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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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한 무정부주의자의 연대투쟁

신해혁명 이후 아나키즘은 중국 내에 널리 전파되어 선전 간행물, 관련 서적 등이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

키즘 단체 또한 출현하였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각종 정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크고 작

게 영향을 받았다. 아나키즘이 중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던 시기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지식인들 또한 아나

키즘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 申采浩, 柳基石 등의 일부 한인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해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20세기 

전반기 한중의 혁명운동 중 아나키즘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고 혁명활동을 전개하여 중한 양민족의 해방과 동아세

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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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제 목
중한 아나키스트의 연대활동 

중한 아나키스트의 연대활동 

孫科志(中國 復旦大學)

아나키즘은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치사조로서 이후 유럽과 러시아 등의 노동
대중운동에 광범위한 향을 끼쳤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을 때 일종
의 혁명학설로서 중국의 해외유학생들과 접촉해 수용됨으로써 신해혁명 등에 일정 정도의 추진
력으로 작용하 다. 신해혁명 이후 아나키즘은 중국 내에 널리 전파되어 선전 간행물, 관련 서적 
등이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 단체 또한 출현하 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 중요한 향을 끼쳐 각종 정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크고 작게 향을 받
았다. 아나키즘이 중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던 시기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지식인들 또한 아나
키즘의 향을 받았다. 그 중 申采浩・柳基石 등의 일부 한인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해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20세기 전반기 한중의 혁명운동 중 아나키즘이 중요한 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3・1운동 후 일부 한인들이 베이징으로 이주해 왔지만, 일부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한인 독립
운동가들은 이곳을 떠나 독립운동가들이 집해 있던 상하이로 와 임시정부의 조직과정에 참여
하 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 과정 중 상하이에 있던 많은 한인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방
략 등을 둘러싸고 큰 의견 차이를 보 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외교활동을 통해 세계와 여론의 
동정을 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채호와 朴容萬 등은 무장독립투쟁의 
방법으로 조국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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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교활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이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독립운동가들
이 상하이를 떠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을 선택하 다. 이후 임시정부에 불
만을 가진 많은 한인들이 베이징으로 이주해 왔다. 李會榮・金昌淑・元世勳・申肅・李光・金元
鳳・柳自明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듯 1920년대 초 베이징에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은 독립운동에 뜻을 둔 청년들이었다. 

이 많은 한인 청년들이 베이징의 각 급 학교 특히 대학교, 예를 들면 베이징대학‧국민대학‧평민
대학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 한인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에 참가하
는 셈이었다. 그럼 이 시기에 베이징의 각 급 학교, 특히 대학교는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었을까?

蔡元培는 베이징대학 총장에 취임한 후 진보적 사상가인 陳獨秀를 문리과 학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李大釗와 胡適・錢玄同 등 당대 신사조 지식인이라 할 인재를 대거 초빙하 다. 그리고 
대문호로 일컬어지는 魯迅을 사범대 교수로 초빙하고, 그의 동생이며 문필가인 周作人‧建人 형
제 등과 함께 이른바 신문화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 아나키스트운동을 주
도하고 있던 ‘파리그룹’의 리더 李石曾(1881~1973)을 생물학과 교수로, 吳稚暉(1865~1953)를 학
감으로 초빙하여 아나키즘 사상을 전파하도록 했다. 1917년 5월 북경대학에서 조직된 實社는 
黃凌霜・華林 등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自由錄≫을 출판하 고, 朱謙之를 중심으로 조직된 
奮鬪社는 1920년 1월 ≪奮鬪≫를 발간하 다. 

주겸지・황릉상 등은 북경대에서 ≪北京大學學生週刊≫을 발간하여 신문화와 아나키즘을 선전
하 고, ≪社會運動≫과 같은 아나키스트잡지와 이대소의 ≪新靑年≫도 연이어 출판하 다. 蔡
元培 총장의 주도로 李石曾‧吳稚暉 등이 추진한 교육운동인 留法勤工儉學運動도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초에 베이징은 베이징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아나키즘의 선전장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의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크고 작게 
아나키즘의 향을 받았다. 진독수・이대소・모택동・노신 등은 모두 아나키즘의 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 베이징의 각 급 학교 특히 대학교에 다니던 한인 젊은 청년들이 베이징의 각 대
학에서 불고 있던 아나키즘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류자명・李乙奎・李丁奎・鄭華岩・
白貞基・柳林・柳基石 등 한인 청년들은 아나키즘을 수용하여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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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중국 아나키스트들의 단체에 가입하여 
그들의 활동에도 적극적 참여하 다. 이을규・이정규 형제는 중국 아나키스트가 조직한 세계어
학회의 좌담회에 참석해“고려의 전 국민은 모두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해방을 도모한다(高麗全國民俱存恢複國土主權之心，故不惜
犧牲以謀解放, 강조 필자). 가장 바라는 것은 한중일 청년이 대 동맹하고, 제휴하여 이를 진행하
는 것이다.”라고 발언하 다. 1919년 중국 아나키스트인 주작인이 ≪신청년≫ 잡지에서 ｢일본의 
신촌｣이란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신촌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여 중국 사상계에 큰 향을 
미쳤다. 무정부・무착취・무강권・무압박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중한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회 ・이정규는 이정규의 대학동창인 중국 아나키스트 陳偉
器와 함께“洋濤村建設案”이란 계획을 책정하 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 호남성 漢壽縣 洞庭湖 호숫가에 있는 양도촌에 한인들을 이주시켜 인
삼을 재배하여 理想적 신농촌을 중국인과 함께 건설하 던 것이었다. 이런 신농촌 건설 활동은 
중한 아나키스트들이 무착취・무압박의 아나키즘 실천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계획은 실천에 옮기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1924년 10월 베이징의 국민대학에 다니던 한인 아나키스트 류기석・심용해 등은 중국 아나키
스트 巴金・范本梁・高長虹・向培良 등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 다. 뿐만 아
니라 류기석은 巴金 등과 黑旗聯盟을 조직하고 아나키즘을 선전‧연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
다. 巴金은 류림・심용해・류기석・정화암은 물론 류자명과는 평생의 교분을 나눈 중국인이었다. 
신채호는 중국 아나키스트 李石曾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신채호는 이석증의 도움으로 베이징
의 普陀庵에 이주하여 역사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신채호가 조선사를 집필하
는 동안에 이석증은 그에게 사고전서를 빌려주고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신채호가 베
이징에 머무는 동안에 이석증과 자주 만나 중국 아나키즘의 선구자인 劉師復의 글을 연구하여 
아나키즘 운동의 방법을 토론하 다.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활동에 참가하는 한편 중․한‧일 
등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의 연대를 추구하기도 하 다.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은 1910년대부터 
연대를 추구해 왔고, 20년대 후반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다.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국제적 
연대는 오스기 사가에[大杉榮]가 극동사회주의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하이로 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아나키스트들의 국제적 연대는 신재호・류기석・이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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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아나키스트와 대만 출신 아나키스트 염병문에 의해 추진되었다. 1926년 12월 류기석은 
≪民鐘≫에서 ｢동아아나키스트 대연맹의 조직함을 주장한다｣라는 글을 발표하여 동아시아 민중
들이 제국주의를 반항하는 시점에 아나키스트들은 연합하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다. 류기석․
이회  등 한인아나키스트의 적극적 추진 하에 1927년 9월 無政府主義者東方聯盟은 북경에서 
결성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에 대한 침략이 가속화하 다. 1931년 9월 18일 
九一八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 다. 일제의 침략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1931년 
11월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중국・일본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국제결사인 抗日救國聯盟을 결성
하여 연대투쟁에 나섰다. 특히 류자명은 중한 양민족이 공동투쟁을 통해 중한 민족의 독립과 해
방을 쟁취하자고 제창하 다. 류자명의 국제연대론은 韓中連帶論으로부터 출발하 다. 그는 한
중 양 민족의 공동투쟁은 역사가 부여한 결정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중일전쟁을 한중연대의 
결정적 계기로 판단하 다. 그는 한민족의 노력 여부가 중국 민족의 최후 승리에 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고, 중국의 항일 항전이 실패하면 우리의 독립도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 다.

류자명의 이러한 중한 연대와 공동 투쟁론은 동아시아 反日 國際連帶論으로 발전하 다. 그는 
동아시아 공동의 적으로서 일본을 상정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대만・소련이 참가하는 동아
시아 반일 국제통일전선의 결성을 제안하 다. 그는 그 방안으로 중국 국민당의 주도 아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제민족의 연합기구를 수립하고, 모든 반일민족이 연합하여 국제적 반일운
동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 다. 또한 독자적인 한인무장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조선독립군의 기본
세력으로 양성한다는 의견도 제시하 다. 이로써 보면 그의 한중연대론은 개방적 민족주의 이념
을 바탕으로 세계피압박민족연합전선으로 확대되며 국제주의와 사해동포주의를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많은 한인 지사들이 
아나키즘의 향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아나키스트라 
칭하며 적극적으로 중국과 일본, 아시아 각 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연락해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
고 아시아무정부주의와 연합해 제국주의・자본주의를 타도함으로써 한국인과 아시아 기타 국가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자고 제의하 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아나키즘의 단체를 조직해 암
살․파괴 등의 활동을 전개하 다. 이들 단체들의 암살과 파괴활동은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식민통치기구와 일본군정요인, 친일한인 등이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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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우 명확하 다. 바로 일본제국주의의 타도,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전복, 
한국의 주권과 자유의 회복이었다.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들이 쟁취하고자 하
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한 후 한국에서 아나키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즉‘한인아나키스트들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현상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
이다’. 

사실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 활동하 던 한인 아나키스트뿐만 아니라 한인 민족주의자, 사회
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중한 연대와 공동투쟁의 이념을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 다. 그
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 혁명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중국민중들과 함께 공동의 적
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반항하 다. 중국의 신해혁명・五四운동・북벌전쟁・광주봉기 등 혁
명운동에서 한인 혁명지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항일전쟁 시기에 많은 한국 혁명지사
들은 중국 군대에 가입하거나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여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하
다. 적지 않은 한국 혁명지사들이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이 한국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일전쟁, 심지어 세계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크게 기여하 다. 

최근에 잘 아시는 이유로 중한관계의 발전은 전례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중한관
계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중한관계의 발전을 정상적인 궤도에 돌려놓는가 하는 것은 많은 지자
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20세기 전반기에 중한 민중들이 공동적인 목표를 위
해 투쟁한 역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중국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국
주의 침략 아래 반식민지 상태에 처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참혹한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다. 중한 양민족이 오늘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한 양민족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보다 강대한 제국주의
와 싸웠다. 이런 공동투쟁을 통해 중한 양민족은 독립과 해방을 쟁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유지돼 온 중한 우호관계도 한층 발전시켰다. 조상들의 업적과 경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줄 수 없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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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제    목

1920년대 잡지 ≪광명≫의 발간과 한중연대

The publication of the 1920s magazine “KWANGMYUNG” and the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이 발표는 지난 20세기 전반에 한국과 중국의 혁명가(이하 한중혁명가)들이 손잡고 발간한 한 잡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 잡지 ≪광명(光明)≫이다. ≪광명≫은 1921년 12월 1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한중혁명

가들이 함께 발간한 잡지였다. 한중혁명가들이 ≪광명≫을 발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일제의 지배와 침략에 공

동으로 대항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명≫은 일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시기에 한중혁명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발간한 대표적인 ‘한중합작 잡지’였다. 지금까지 ≪광명≫의 발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한중연대’ 문제는 

‘학술의 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잡지 ≪광명≫의 발간과 한중연대’ 문제를 간략하

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심층 연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발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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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잡지 ≪광명≫의 발간과 한중연대

The publication of the 1920s magazine “KWANGMYUNG” and the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1920년대 잡지 ≪광명≫의 발간과 한중연대1)

조덕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1. 머리말

이 글은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의 혁명가(이하 한중혁명가)들이 손잡고 발간한 한 잡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 ≪광명(光明)≫이다. ≪광명≫은 1921년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간된 대표적인‘한중합작 잡지’ 다. 지금까지 ≪광명≫의 발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한중연대에 
관한 문제는 ‘학술의 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잡지 ≪광명≫의 발
간과 한중연대’ 문제를 단독 주제로 삼아서 간략하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그동안 주목받
지 못한 한중연대의 새로운 사례와 그 문화적 유산을 ‘역사의 무대’로 되살려내고자 한다. 이것
은 심층 연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발표인 셈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 이 글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공자학원(孔子學院)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 활동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특별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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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명≫의 서지학

≪광명≫의 기본적인 정보는 표지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표지 제일 위에 친필로 쓴 잡지 이
름이 눈에 들어온다. 한자로 ‘광명(光明)’이라고 적혀 있다. ‘밝은 미래’, 곧 ‘희망’을 뜻한다. 흐
릿하게 보이는 표지의 배경 그림에는 주위를 환희 비추는 ‘밝은 빛[光明]’이 그려져 있다.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찾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어서 제목의 왼쪽 가장자리로 눈을 돌리면, 세로로 
‘제1권 제1호(第一卷 第一號)’라고 작게 적혀 있다. 이것은 창간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끝으로 
표지의 제일 아래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다. 발간 날짜가 ‘1921년 12월 1일(一九二一年 
十二月 一日)’로, 발간 지역과 발행자가 각각 ‘광저우[廣州]’와 ‘광명월보사(光明月報社)’로 기록
된 것이다.

≪광명≫ 제1권 제1호는 ‘광명월보사’가 1921년 12월 1일 중국 광저우에서 발간한 창간호
다. ‘광명월보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명≫은 ‘월간지[月報]’를 표방했다. 매달 한 
호씩 발간해 반년마다 1권 6책으로 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창간호 하나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창간호 다음 호인 ‘제1권 제2
호’를 발간하려한 흔적은 확인된다. 창간호 판권지 뒷부분(표지 뒷면으로 추정)에 ‘제1권 제2호’
의 ｢요목 예고(要目預告)｣가 실렸기 때문이다. ‘제1권 제2호’가 계획대로 발간됐다면, 1922년 1월
에 발간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 실물은 남아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1권 제1호’가 창간호
이자 종간호가 되고 말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의 실제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원본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다만 ≪광명≫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 중국의 한 기록에는 그 크기를 ‘16절판’으
로 밝혀 놨다. 작은 단행본 정도의 크기 다. 표지를 제외한 전체 면수는 120여 면 가량 됐다. 
적지 않은 분량이다.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글자는 모두 중국 글자이다. 그래서 잡지에 실린 
모든 글은 중국의 ‘구어체[白話]’와 ‘문어체[文言]’로 작성됐다. 둘 가운데 ‘구어체’의 비중이 더 
높았다. 당시 중국에서 일어난 ‘백화문운동(白話文運動)’의 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광명≫이 겨냥한 주요 독자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광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목차 뒤에 수록된 
발간 ‘축사’이다. 9명의 인물과 1개의 단체에서 ‘축사’를 써 보냈다. ‘축사’의 뒤를 이어 ① 평론 
② 학설 ③ 사조 ④ 부녀운동 ⑤ 노동문제 ⑥ 조사 ⑦ 시가 ⑧ 소설 ⑨ 수감록 ⑩ 통신 ⑪ 전문 
저작 ⑫ 기록 등에 관한 글들이 차례대로 실렸다. 약 20명의 필자가 대략 29편의 글을 투고했
고, 이외에 필자가 없는 일반 기록과 광고 등도 여러 편 실렸다. 다양한 글을 수록해 일반 독자
의 관심을 끌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광명≫은 어떤 목적으로 발간된 잡지 을까? 해답은 지면의 제일 앞머리에 실린 ｢광명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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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투고 규정[本社投稿簡章]｣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광명≫은 한국독립문제와 문화운동
을 연구하는 공개 잡지[本報爲研究韓國獨立問題及文化運動底公開機關]”라고 밝혀 놓은 것이다. 
‘한국독립문제와 문화운동’을 연구할 목적으로 발간된 잡지가 바로 ≪광명≫이었다. 주목되는 사
실은 ≪광명≫이 ‘공개 잡지’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제를 향한 ‘문화적 선전 포고’나 다
름없었다. 한중혁명가들은 ‘한국독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잡지 ≪광명≫을 발간함으로써, 
일제를 상대로 ‘문화투쟁’을 벌이고자 한 것이다. 

3.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은 도대체 누구 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냐하면 ≪광명≫을 발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① ≪광명≫의 발간 경비를 지원한 사람, ② ≪광명≫을 발간한 ‘광명월보사’
의 직원, ③ ≪광명≫에 글을 투고한 사람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누구 는지를 이 짧은 지면에
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광명≫을 실제로 발간한 ‘광명월보사’의 직원들만 
살펴본다. 다행히 이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는 ≪광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표 1> ≪광명≫을 발간한 ‘광명월보사’ 직원2)

번호 국적
성명 담당

업무
생몰
연대

당시
나이

출신지 주요 경력
한글 한자

1 한국 이우민 李愚珉 발행소

1891

~

1943

31
충북

청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공채관리국

공채모집위원

2 한국 황영희 黃永熙 ‘영업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임시선전원

3 한국 박근 朴勤 ‘영업부’ 광저우 ‘중한협회’

4 중국 랑칭샤오 郎擎霄 편집부

1903

~

?

19 아나키즘

2) 성명은 원문의 기록이 아닌, 이 글에서 고증한 ‘실명’으로 기재했다. 또한, 담당 업무에서 ‘ 업부’로 기입
한 것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 업부’라고 이름 붙이게 된 이유는 해당 인물들이 ≪광명≫의 구독
‧배부‧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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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발간한 ‘광명월보사’의 직원은 총 4명이었다. 이우민・황 희・박근・랑칭샤오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혁명가 다. 그 가운데 랑칭샤오 1명만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한국인 3명이 발행소와 ‘ 업부’ 일을 나눠서 맡았고, 중국인 1명은 편집부 
일을 도맡았다. 한국인이 많았던 사실을 보면, ≪광명≫ 발간의 실무를 한국 측이 전담했음을 쉽
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측 인물들이 ≪광명≫의 발간을 기획・주도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측 인물의 중요도가 낮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국 측 인물이 ≪광명≫의 전
체적인 틀을 결정하는 편집부 일을 도맡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편집부 일을 중국 측에서 도맡
게 된 이유는 중국인을 주요 독자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광명≫은 명실상부한 ‘한중합
작 잡지’ 다.

4. ≪광명≫에 나타난 한중연대의 이념과 전략

≪광명≫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로 ｢발간선언(發刊宣言)｣과 ｢발간
사(發刊詞)｣이다. 둘 다 분량은 그리 길지 않다. 각각 지면의 한쪽 면을 장식하고 있다. 글쓴이
는 모두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름이 각각 신푸[新甫]와 인전[隱貞]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명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두 사람이 ≪광
명≫을 발간한‘광명월보사’의 직원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광명월보사’의 직
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글의 성격상 ‘광명월보사’
의 직원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긴 한 논의를 거쳐서 작성・게재된 것이 틀림없다.

｢발간선언｣과 ｢발간사｣에는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이 지향한 한중연대의 이념과 전
략이 담겨져 있었다. 한중연대의 핵심 이념은 ‘인도주의(人道主義)’ 다. ‘인도주의’는 ‘강권주의
(强權主義)’가 판치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구원할 인류의 보편적 이념이었다. 한편, ‘강권주의’
는 일제를 비롯한 서양제국주의 국가가 내세운 이념이었다. 한중혁명가들은 ‘강권주의’를 “사람
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병기[殺人奪財利器]”로 규정했다. 실제로 당시 일제를 비롯한 서양제
국주의 국가가 저지른 행태가 그러했다. 한중혁명가들은 그에 맞설 이념으로 ‘인도주의’를 내세
운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바로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이 특정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서, 인류 보편적 이념을 한중연대의 이념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한중연대의 핵심 전략은 ‘광명운동[光明之運動]’으로 불렸다. ‘광명운동’은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이자 전략이었다. 한중혁명가들이 말한 ‘광명운동’은 “암흑
에서 광명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背暗黑而向光明之運動]”을 뜻했다. 여기서 말하는 ‘암흑’은 ‘강
권주의’가 판치는 당시의 현실을, ‘광명’은 ‘인도주의’가 실현될 미래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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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결국 ‘광명운동’은 ‘강권주의’를 제거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명운동’은 한중연대의 전략이자, 전 세계 인류가 함께해야 할 세계
적 차원의 ‘개조운동(改造運動)’이었다.

그 과정에서 발간된 것이 바로 ≪광명≫이었다. 한중혁명가들은 ≪광명≫을 발간해 “세계 혁
명 대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강권(주의)을 박멸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다[綜合世界革命大家之意
見，講究撲滅强權之方法].” ≪광명≫을 발간한 것 자체가 ‘광명운동’에 속했다. 잡지의 이름이 
≪광명≫으로 정해진 것도 그와 접하게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은 ‘중한의 평화[中韓平和]’와 ‘동아시아의 평화[東亞平和]’, 나아가 ‘세계의 평화[世
界平和]’를 이룩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자 한 ‘간절한 희망[厚望]’이었다.

5. 맺음말

≪광명≫이 발간된 20세기 초반은 일제를 비롯한 서양제국주의 국가의 ‘강권주의’가 전 세계
를 뒤덮고 있던 ‘암흑’의 시대 다. 이때 ≪광명≫을 발간한 한중혁명가들은 ‘강권주의’에 맞설 
이념으로 ‘인도주의’를 내세웠고, 그것을 실천할 전략으로 ‘광명운동’을 펼쳤다. 이로써 ‘강권주
의’를 박멸하고, ‘중한의 평화’・‘동아시아의 평화’・‘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
서 발간된 잡지가 바로 ≪광명≫이었다. ≪광명≫은 한중혁명가들이 국경과 특정 정치 이념을 
초월해 발간한 잡지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유산은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오늘날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연대와 공존의 길을 찾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34



35



36

발표자 정보
성    명 장성욱 Jang Seong uk

소    속 박열의사기념관 Patriot Park Yeol Memorial Hall

직    책 학예연구사

전문분야
(국문) 한국사(독립운동사) (영문) Korean History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학    력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석사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일제 말기 慶山 ‘決心隊’의 강제동원 거부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2014. 

2016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독립운동사 분야) 강사.

박열의사기념관, 국역 박열・가네코 후미코 재판기록, 드림, 2017, 기획 및 해제.

주제발표

제    목

박열·가네코 후미코의 사랑과 꿈

The Love and Dream of Park Yeol and Kaneko Fumiko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국제 연대와 내부 연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박열과 가네코 후미

코의 삶을 조명해 본다. 박열은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최초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단체를 이끈 인물로서, 함께 

활동한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많은 일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부인인 가네코 후미

코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일본의 ‘천황제’를 비판하고 제국주의 일

본에 맞서 싸웠다. 이들의 연대 모습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상으로서의 결합을 통해 이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념과 사상의 갈등 속에서도 통합과 화합의 

길로 향해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화합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가 더욱 소중한 요즘, 이들이 추구한 꿈과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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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가네코 후미코의 사랑과 꿈

장성욱(박열의사기념관 학예연구사)

1. 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인가

인류의 역사는 위기와 극복의 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과정이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서 우리는 발전을 이루었고, 그 순간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진다. 그때마다 
중요하게 작용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함께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 곧 연대 다. 사회의 구
조적 모순과 병폐를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지
는 오늘날, 연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행복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연대
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 가치의 중요성을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국제 연대와 내부 연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가운데 하나로 박
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꼽을 수 있다. 박열은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아나키즘 독립운동단체를 이
끈 인물로서, 함께 활동한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많은 일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일본의 ‘천황제’를 비판하고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웠다. 이들의 연대 모습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상으로서의 결합을 통해 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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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보여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갈등 속에서도 통합과 화합의 길로 향해가는 모습을 살
필 수 있다. 화합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가 더욱 소중한 요즘, 이들이 추구한 꿈과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두 사람의 만남과 공동투쟁, 그리고 꿈

최근 개봉한 화 ‘박열’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 국민에게 두 사람의 이름이 각인되었다. 
화 속 암울한 식민지 청년 박열과 천황제 아래 제국주의 국가 민중인 가네코 후미코는 단지 조
선인이란 이유만으로 6천여 명을 학살하고서도 변명할 거리만 찾는 일본의 지배 권력에게 죽음
의 항변을 쏟아 붓는다. 이러한 모습은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의 심금을 울리게 하 다. 이름마
저 기억 속에 희미한 박열과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모습은 연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식민지 청년과 일
본제국주의 국가의 여인이 함께 움직여나간 익숙지 않은 조합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
다. 일제의 내선결혼 장려책에 대한 호응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거인으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서로 만난 때는 아나키스트로 성장해 나가던 1922년 2월경으로 확인
된다. 두 사람은 얼마 뒤 제국주의 일본과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로 작용하던‘천황’을 공통된 타
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함께 연대하여 일제에 맞선 데에는 사상적 결합이 중요하게 작
용하 다. 서로를 이끌게 한 것은 바로 강제 권력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저항정신이었
다. 이 정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네코 후미코가 박열의 존
재를 처음 확인한 것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만들던 청년조선이라는 잡지 교정쇄에 기고된 박열
의 시에서 다. 그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 뜨거운 것이 쏟아져 /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그녀는 박열의 시를 읽은 소감에 대해,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비끄러
매었다. 그리고 그 시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정말이지 황홀할 정도 다. 내 가슴의 피가 뛰고 있
었다. 어떤 강렬한 감동이 나의 전 생명을 고양하고 있었다.”고 술회하 다. 자신의 감정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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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저항정신이 가득한 시를 지은 박열에 대해 큰 관심을 보 고, 한 달여 동안 주변 인물들에
게 부탁한 끝에 박열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곧 정신적 동질성을 느끼고 함께 동거 생활
을 시작하며 동지로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족의 구분은 필요
치 않았다.

두어 달 뒤, 두 사람은 동거인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하며 세 가지 서약을 맺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지로서 함께 살 것, 둘째 가네코 후미코가 여성이라는 관념을 반드시 제거할 
것, 셋째, 둘 중 하나가 사상적으로 타락하여 권력자와 악수하는 일이 생길 경우 즉시 공동생활
을 그만둘 것, 즉 主義를 위한 운동에 상호협력 한다.’는 것이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사랑
이라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남녀의 차별과 차등을 두지 않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한 동지로
서 결합하여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나키즘을 
근간으로 한 정신적 교감이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명한 아나키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면, 
조직화된 정치적 계급투쟁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적 조직・규율・권위를 거부하는 특징
을 가지는 사상이다.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의 강제 수단의 철폐를 통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형제
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권력화 된 정부기구 없이도 올
바르고 조화로운 삶을 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근간으로 하 다. 박열에게 ‘일제’는 강제 권력 
그 자체 고, 아나키즘은 민족독립을 위한 구원의 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無籍者로서 불우
한 환경에서 성장한 가네코 후미코에게는 허울뿐인 제국주의 일본과 ‘천황’을 타파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이자 무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1922년 7월과 8월
에 두 사람이 간행한 黑燾의 창간호 및 2호의 ｢선언｣ 일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아에 입각하여 산다. 일상의 一擧一動도 모두 자아에서 그 출발
점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한 自我主義者를 통하여 인간은 서로 으르렁 댈 필요 없이 
상호 친밀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우리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자아의 자유를 무시하고 개성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인위

적인 통일에 끝까지 반대하며, 또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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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고정된 주의도 없다. 인간은 일정한 틀에 걸려들 때 타락하고 사멸하는 것이
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뭐라고 지껄이든 말든, 검은 개가 짖든 말든 우리들에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만의 소중한 체험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고, 방침이 있으며, 뜨겁게 약
동하는 피가 있다.

……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판단한다. 밖에서 오는 

어떠한 강한 권력도 우리들의 행동을 판달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여기에 반대되는 현상이나 태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강제적 권력을 절대악으로 여겼다. 사회 변화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식과 행
위를 통하여 자연스럽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들의 손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대중
적인 지지를 얻는 가운데 변화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강제력의 발동은 이러한 자유로움
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국가에 의한 권위적 지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변화 과정이 외부통제가 없는 가운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연적인 느낌의 표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꾼 것이다. 

두 사람은 공동투쟁으로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일본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사상 잡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 다. 사상단체 黑
燾會에서 앞서 잠시 언급한 기관지 흑도를 발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 다. 흑도의 
창간호를 보면 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일본제국주의를 향해 투쟁하는 조선인의 뛰는 
심장을 일본인에게 소개하고, 조선과 일본 양국의 민중, 나아가 세계 민중의 해방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함께 활동하던 동지 元鍾麟을 서울로 보내 노동대학
의 설치와 기관지 발행을 알리게 하 다. 그런데 흑도회는 민족적 사회운동단체로서 민족차별과 
탄압에 저항하는 목표로 출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얼마 뒤 金若水 등 사회주의 계열
과 박열・원종린・鄭泰成 등 아나키스트 계열의 사상적 대립으로 분열하 다. 

1922년 12월경 박열을 비롯한 아나키즘 계열은 공산주의자들과 결별하고 黑勞會를 조직하
고, 1923년 2월에는 黑友會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여기에서도 太い鮮人
・現社會 등 기관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각종 악법철폐를 위한 연합시위에 참여하

다. 흑우회 회원들은 ‘8시간 노동제 실시’와 ‘조선해방’을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 다. 
또한 박열은 1923년 4월 흑우회와는 별도로 한국인 15명과 일본인 6명 등 21명으로 不逞社를 
조직하 다. 정기모임을 통해 국내의 파업투쟁을 후원하며 항일 ‘직접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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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상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일왕 부자와 지배
계급을 폭살시킬 계획을 은 히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1923년 9월 1일 일본열도를 뒤흔든 이른바 ‘관동대진재’와 그 직후 일제가 
잔혹하게 벌여나간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인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 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
코는 9월 3일 새벽 요요기 도미카야[代代木 富谷 1474]의 셋방에서 보호 검속이란 명목으로 체
포되었다. 10월 중순까지 다른 불령사 회원 16명도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검찰은 10월 20일 
치안경찰법 14조 ‘비 결사의 금지’ 위반을 들어 불령사 회원 16명을 도쿄지재검사국에 기소하
고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4년 1월 27일 ‘대진재를 틈탄 조선인 
비 결사의 폭동계획’, 즉 ‘대역사건’으로 발표하 다. 여기에는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세계 각
국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일제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검찰에 기소된 1923년 10월 20일부터 1925년 6월 6일까지 각각 총 
21회와 23회에 걸친 혹심한 신문을 받았다. ‘대역사건’이란 엄청난 죄목에 비해 확실한 물증이
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
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조사 과정에서 일본 ‘천황’이 일본 민중과 한민족 전체에게 끼친 막심한 
폐악을 폭로하고, 폭탄 구입에 대한 과정도 당당히 밝히는 등 재판과정을 항일・반천황제 투쟁
의 장으로 활용하 다. 당시 삼엄한 제국의 심장부인 감옥과 대심원 법정에서 천황제에 의한 국
가권력의 모순, 식민지 침탈의 실상과 3・1운동 압살, 6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하며 당당한 항변을 이어 갔던 것이다.

3. 함께하는 행복 세상으로 가는 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진재 직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천황’을 폭살하려한, 이른바 대역사건의 피고로 법정에 섰다. 이들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은 바로 ‘천황제’ 다. 일본의 천황제는 일본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뿌리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제국주의로 나아갔다. 때문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그 뿌리를 뽑아내어 개인의 자유를 찾고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민족의 독립
을 이루고자 투쟁하 다.

1920년대 일본의 정치・사회 중심에 서있던 두 사람의 모습은 100년 가까운 시간을 넘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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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을 통해 재구성되어 전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났다. 더 이상 우리는 식민지 국가도 아니며, 관
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인간의 해방과 자유, 평등과 평화,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두 사람의 모
습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 득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용기를 떠올려 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
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누군가의 독선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함께 싸워 나가
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행복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
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모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행복은 홀
로 이뤄지지 않는다. 함께, 더불어 행복할 때만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박열
과 가네코 후미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올바른 길로 향하는 동행의 목
소리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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