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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야만에 맞선 20세기 지도자들

Leaders in the 20th Century Who Stood Against Invasion and Ambition

9월 5일(수) 14:00~17:00 백조홀

“폭력과 야만에 맞선 20세기 지도자들”이라는 주제 아래 베트남 호치민, 중국 쑨원, 인도 간

디, 한국 이상룡 등 폭력과 야만에 저항한 세계 지도자들의 뜻과 저항, 그리고 시대적 의미를 조

명해 보고, 나아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명과 자유,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Under the theme of “Leaders in the 20th Century Who Stood Against Invasion and 

Ambition,” we would like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world’s leaders who 

resisted violence and brutality including Vietnam’s Ho Chi Minh, China’s Sun Wen, India’s 

Mahatma Gandhi, and Korea’s Yi Sang-ryong. Furthermore, we will deliberate on what we 

should do to protect the life, freedom, and rights of human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times.

사회자 강윤정 경북독립운동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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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은 베트남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다.�그는 베트남의 해방을 위해 3천만 국민을 이끌며,�전 세계의 피억압 민

족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싸웠다.� 이와 더불어 호치

민은 서민적인 태도로 베트남 동포의 삶을 개선한다는 대의에 평생을 헌신해 

온 사심없는 애국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치민이 전 세계를 무대로 민족 해방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한국 

독립운동 세력과 조우하게 되었다.� 호치민과 한국독립운동가의 만남은 제국주

의에 반대하고,�피억압 민족을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그 과정에서 호치민은 수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되

었고,�이들과 연대를 통해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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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족운동 지도자 호치민과 한국독립운동

김도형(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

1.� 머리말

중국에서 쑨원(孫文)이 국부(國父)로 추앙받고 있듯이, 호치민(Ho Chi Minh, 1890-1969)은 베트

남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호치민에 대한 베트남

인의 신뢰, 친근감, 존경은 그가 외세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투

쟁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그는 베트남민의 해방을 위해 3천만 국민을 이끌며, 전 세계

의 피억압 민족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싸웠다. 이와 더불어 호치민은 서

민적인 태도로 베트남 동포의 삶을 개선한다는 대의에 평생을 헌신해 온 사심없는 애국자이기 때

문이다.

호치민은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였다. 그

는 1912년 고국 베트남을 떠난 이후 세계 각지를 떠돌며 제국주의의 해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주창하였다. 호치민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본제

국주의로부터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던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 호

치민이 프랑스 제국주의 반인륜적 지배와 착취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듯이, 전 세계 있는 한국독립운동 세력들도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를 타도하기 위해 투

쟁하였다. 호치민이 베트남의 독립을 바란 것처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족 독립을 소원하였던 

것이다.

호치민과 한국독립운동과는 1919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그후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벨기에 브뤼셀, 중국 상하이·광저우·류저우 등에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과 조우하게 되

었다. 그리고 이같은 만남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 혁명가로서 호치민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과의 만남과 

양국의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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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강화회의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

호치민은 1919년 6월 18일 ‘안남애국자연합’의 명의로, ｢안남 민족의 요구(Revendications des 

Peuple Annamite)｣ 청원서를 작성하여, 프랑스 국회 및 파리평화회의 대표단에서 보내어져 주요 

토론 쟁점이 되었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작성한 청원서는 베트남인들의 민족 독립

이 아니라 정치적 ‘자치’만을 요구했으며, 결사·종교·언론·운동 등 전통적인 민주적 자유, 그리고 

정치범 사면, 베트남인과 베트남내의 프랑스인과 동등한 권리, 강제노동 폐지, 소금·아편·주류의 

세금 철폐 등을 요구했다.

1919년 파리에 있는 베르사이유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강화회의를 열고 있을 때, 응

우옌 아이 쿠옥(Nguyễn Ái Quốc, 阮愛國)은 베트남의 자결(自決)을 요구하였다. 조국을 떠나 방랑

을 하다고 1917년 식민지 본국 파리에 정착은 그는 프랑스의 수도에서 그것도 파리강화회의의 한 

가운데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이 무렵 청원서 소식은 프랑스에 있

었던 베트남인 공동체에 급속히 퍼졌으며, 그의 동포들은 만나면 반드시 독립과 민족자결을 이야기

하고, 응우옌 아이 쿠옥의 일을 서로 이야기 하였다.

청원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호치민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 사회

당의 주요 인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있었다. 호치민은 1919년 국제노동자연맹 프랑스지부(La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SFIO) 에 가입하여, 일간지 뤼마니테(L'Humanité)
에 ‘노동자의 삶(La Vie ouvrière)’과 ‘자유주의자(Le Libertaire)’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극좌파 사회

주의 평화론자들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프랑스 식민주의에 맞서 투쟁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사회

주의 기조 노선에서 거의 공산당 기관지처럼 탈바꿈 시켰던 마르셀 카상(Marcel Cachin, 

1869-1958)이 이끄는 뤼마니테와 르 포퓰레르 드 파리(Le Populaire de Paris)의 편집책임자였

던 장 롱게(Jean Longuet, 1867-1938)1)는 그를 위해 기꺼이 지면을 할애하여 주었다.2) 이를 통해 

그는 반 식민주의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레닌의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지지하는 마

르셀 카상과 장 롱게의 영향을 받은 호치민은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하였다.3) 후일 파리위원부의 

한국친우회(Les amis de la Corée)에도 참여하였던 장 롱게는 1921년 호치민이 르 파리아(Le 

Paria)를 창간할 당시에 정신적·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 장 롱케는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Marx,� 1818-1883)의 손자로,�그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의 맏딸과 결혼하였다.

2)� Pour� une� généalogie� du� communisme� français,� L'AGE� D'HOMME,� 1991,� p.8.

3)� Candar� Gilles,� Jean� Longuet:� Un� internationaliste� à� l'épreuve� de� l'histoir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6� févr.� 2015,� �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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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아옌 아이 쿠옥이라는 필명으로 르 포퓰레르 1919년 4월 2일자에 실린 ‘인도차이나와 한국’

이라는 글은 제국주의와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호치민의 이 글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정책의 변화를 보고,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강고한 지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응우옌 아이 쿠옥’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이글을 통해 호치민이 같은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

던 아시아 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파리강화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호치민은 당시 파리에 있었던 한국 독립운동가와 접촉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조소앙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 당시 그곳에서 르노델(Pierre Renaudel, 

1871-1935), 롱게(Jean Longuet, 1867-1938), 카상(Marcel Cachin, 1869-1958) 등의 프랑스 사회당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하였다.4) 마르셀 카상은 프랑스의 통일사회당 선전부장을 지냈고, 당기

관지 위마니테(L’Humanité)의 주필을 지내던 국회의원이다. 장 룽게는 칼 마르크스의 손자로, 프

랑스 노동자들의 일간신문인 르 포퓔레르(Le Populaire) 창간자이며 편집자이다. 조소앙이 만났

던 인물들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가 만났던 프랑스

의 사회주의자들은 8개조의 청원서를 작성하였던 베트남의 민족운동가 호치민과도 친분이 있었던 

인물들이었다.5)

프랑스 식민지 자료보관소(Cote FR ANOM)에 소장된 자료에 의하면, 호치민은 파리에 머물던 파

리위원부 인사들과 빈번하게 만난 것이 확인된다.6) 당시 프랑스 경찰청의 쟌(Jean)이라는 사복경찰

이 작성한 감시 보고서를 살펴보면, 1919년 12월 21일에는 호치민이 파리위원부를 방문하여 황기

환을 만났고, 그해 12월 23일에는 파리 게뤼삭(Gay-Lussac) 6번가 소재 아테나(Athénes) 호텔에 머

물던 조소앙을 찾아가 두 시간 가량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호치민과 황기환과는 친밀한 관계

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은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에게 황기환과 또 다른 한국인(윤해?)을 

소개해줄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하였다.

3.� 러시아에서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호치민은 1923년 여름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류리얀체프 박물관(현 레닌 도

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3,� 2008,� 205쪽.
5)�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 옮김,� 호치민 평전,� 푸른숲,� 2001,� 114쪽.
6)� 프랑스 식민지 자료보관소에 소장된 관련된 자료는 파리디드로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이장규 선생님이 발굴하

였다.�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4집,� ｢자료소개｣될 예

정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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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맞은편에 자리잡은 코민테른 본부의 극동국(Byuro Dalnego Vostoka, 또는 줄여서 Dalburo)

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12월부터 그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다. 호치민이 동

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학교에는 62개국에서 온 1천 여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 점령지역 출신이었지만, 중국인과 한국인들을 포함하여 외국인들

도 약간 있었다. 코민테른 산하에는 4개의 대학이 있었다. 서방소수민족 공산주의대학, 중산대학, 

레닌주의학교 및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공산대학은 한국, 일본, 터키 등의 나라에

서 온 학생들이 입학했고, 1924~25년에는 많은 한국인 유학을 하였다. 이 기간 공산대학에 재학중

이었던 한국인은 모두 120명이었다.7) 호치민이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을 당시, 그

곳에서 공부를 하던 한국인 학생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수학을 한 후 호치민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장기간 모스크바에 머물게 되었다. 1933년 초 그는 외국 지도자를 위한 고급 당학교인 레닌대학에

서 공부하였다. 레닌대학은 형제관계에 있는 공산당들의 선진적인 기간 요원들의 교육하는 학교였

다. 레닌대학에는 3년 과정과 6개월 과정이 있었다. 레닌대학을 졸업한 후 호지명은 코민테른 일과 

동시에 민족식민지문제연구소에 온 베트남 학생에게 당의 조직과 역사에 대한 수업을 행하였다.

호치민이 모스크바에 있을 당시 레닌대학과 코민테른에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

었다. 물론, 이 시기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정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

에 쉽게 어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스탈린의 대탄압을 당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열악한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거나, 혹은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고난을 당하였다. 스탈린체제

하에서 1930년대 초반부터 한인 지도자에 대해 체포, 출당, 유배, 처형 등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

하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부터 시작된 대숙청은 1937년 강제이주를 전후하여 가속화되어, 강제이

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반병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약 2,500명의 한인들이 희생을 당하였다고 한다.8)

한편, 호치민의 모스크바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박헌영이 모스크바 유학시절에 만난 친해진 호

치민에게 목민심서를 주었다는 설도 있었다. 임경석 교수는 이정 박헌영 일대기라는 책에서 

박헌영이 1929년 국제레닌학교 재학시설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뒷줄 오른쪽 끝에 있는 인물이 

호치민이라고 하였다.9) 그러나 이 사진에서 ‘호치민’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 뒷

7)� 김국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학부 연구(1923~25년)｣,�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2,� 11쪽.

8)� 이인섭 지음,� 반병률 엮음,� 망명자의 수기,� 한울,� 2013,� 4쪽.
9)�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158쪽.



| 인문가치 실천 2 |
폭력과 야만에 맞선 20세기 지도자들 

17

줄에 서 있는 여섯명 모두 동양인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작다. 다른 사진을 보면 호치민은 키가 크

고, 이 사진 속 인물은 40세 치고는 너무 젊었다. 결정적으로는 1929년 호치민은 태국에서 혁명투

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호치민의 사진을 볼 때 키, 얼굴 등이 판이하고 연표로 보아도 호치민

과 박헌영이 조우할 수가 없었다.10)

4.� 탐탐사의 의열투쟁과 한국독립운동

소련의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호치민은 1924년 11월 중순에 배를 블

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廣州)에 도착하였다. 그가 도착하기 8개월 전인 1923년 3월 베

트남의 혁명가들은 탐탐사(心心社)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20세기 초 베트남에 결성된 대부

분의 애국적 조직이 그랬듯이, 이 조직의 역시 전통적인 유교 엘리트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호치민의 고향인 응에 안 성(省) 출신이었다. 탐탐사 조직원들의 궁극적 목적은 선전과 테

러 활동을 통하여 대중의 봉기를 유도함으로써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타도한다는 것

이었다. 새로운 조직이 계획했던 첫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총독 마르샬 멜

를랭(M. Merlin)이 1924년 6월 중순 동아시아의 몇몇 도시를 공식 순방한 뒤 광저우에 들를 때 그

를 암살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은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인도차이나에서 온 베트남 청

년 팜 홍 타이(範鴻泰)에게 맡겨졌다. 팜 홍 타이는 판 딘 풍의 칸 부옹 운동에 참여했던 응에 안 

성 관료의 아들로서, 하노이의 프랑스식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혁명적 이상으로 무장했다. 

1924년 6월 19일 저녁 샤먼(沙面) 섬의 빅토리아 호텔에서 연회를 열기로 되었다. 이 연회는 길

가의 넓은 식당에서 열렸다. 그날 오후 8시 30분 팜 홍 타이는 창문을 통해 연회장 안으로 폭탄을 

던졌다. 폭발 사건으로 손님 5명이 사망하고(3명은 즉사하고 나머지 2명은 부상으로 죽었다),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러나 총독 마르샬 메를랭은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팜 홍 타이는 본토로 달아

나려고 다리에서 주강(朱江)으로 뛰어내렸다가 익사하였다.

그런데 이 거사를 거행한 팜 홍 타이는 한인 의열단원 서광화와 동지이며, 서광화가 팜 흥 타이

의 사진과 유서를 어느 신문사에 보냈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1924년 7월 26일자에 의

하면, “한국인 서흥아(徐興亞)의 투서(投書)에 의하여, 그는 베트남인 팜 홍 타이임을 판명되었으며, 

또한 그 투서중에는 범인의 사진과 “나는 광폭야만(狂暴野蠻) 프랑스인 지배하에 성장한 자로, 항상 

10)� 최근식,� ｢호치민의 목민심서 애독 여부와 인정설의 한계｣,�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0,� 34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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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을 저항하며 그 지배하에서 이탈코저 하였으며, 만일 베트남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자유민의 

존재를 볼지면 나는 황천에 돌아갈지라도 하등의 원한이 없다”는 유서와 성명이 명기하였다.11)

이 사건이 있을 후에 광저우에 도착한 호치민은 1925년 6월 탐탐사를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가

진 혁명조직 즉, ‘베트남 청년혁명동지회’로 재조직하였다. 이 조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파하

고 공산주의적 경향을 가진 동지를 규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5.� 중국 광저우지역 한국독립운동과 연대 활동

1920년대 중반 중국의 국민혁명은 재중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민족 독립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고 있던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인도·대만 등 아시아 각

국의 혁명가들은 중국 광저우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광저우에 집결한 각국의 혁명가들은 반제국

주의 투쟁을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1925년 6월 23일 광저우에서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영국·프랑스·포르투갈 군함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표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광저우 사계(沙基)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기참안(沙基

慘案)’이라고 부른다. ‘사기참안’을 계기로 광저우에 있었던 약소민족 혁명가들은 본격적으로 국제연

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1925년 6월 말 인도의 코민테른 요원 M. N. 로이와 중국국민당의 좌익 지도자 랴오 중카이(廖仲

愷)와 협력하여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를 결성했다. 랴오 중카이가 의장 자리에 앉았고, 호치민(응

우옌 아이 쿠옥)은 사무총장 겸 회계를 맡았다. 인도차이나를 비롯하여 한국, 인도, 중국, 네덜란드

령 동인도 출신의 회원들로 구성된 이 연합회는 7월 중순 광저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12) 즉, 약

소민족 혁명가 100여 명이 1925년 7월 9일 ‘각 피압박 민족 간 연계·연락하여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공동으로 혁명을 전개하는 할 것’을 종지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를 결성하고, 피압박 인민에

게 세계 혁명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연합회에 참여한 약소민족 혁명가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도, 그리고 1925년 11월 

미얀마, 1926년 2월 태국, 1927년 2월 대만까지 7개 민족이었다.13) 연합회 ｢선언서｣에서 “고려·월

11)� 독립신문 1924년 7월 26일자,� ｢安南總督에게 投彈｣.
12)� 윌리엄 J.� 듀이커,� 정영목 옮김,� 호치민 평전,� 푸른숲,� 2001,� 207쪽.
13) ⽔野直樹,� ｢東⽅被壓迫民族聯合會(1925~1927)について｣,� 中國國民⾰命の硏究,� 京都⼤學⼈⽂科學硏究所,� 1992,�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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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도는 이미 제국주의자의 만행을 경험했지만 일본·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자가 중국의 노

동자와 학생, 시민을 참살하여 무고한 중국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니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 돌아갈 처지가 없는 망국민의 처지이나 중국은 우리의 혁명 근거지이 죽을 각오로 중

국 동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는 결성 이후 1927년 4월까지 2년 가까이 광저우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한인 혁명가로는 손두환(孫斗煥)과 강세우(姜世宇)가 있다. 강세우는 의열단원이자 

중산대학(中山大學) 학생이었는데 1925년 8월 7일 제2차 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피압박민족연합

회 조선지부’ 결성 책임을 맡았고, 8월 23일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 부정기 간행물 출판을 건의하고 

편집 책임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 2월에는 연합회 조직 개편 때 7명의 임시집

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어 조직부를 맡았고, 4월 16일 회의에서는 주석을 맡아 회의를 주관하

였다.

광저우에서 결성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에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의 동
아일보에도 그 소식이 실리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동방피압박민족

연합회’의 결성되었다고 하고,14) 이 연합회에서 권준(權畯)․백덕림(白德林)․마천목(馬天穆)․조덕진(趙

德津) 등이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아시아지역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과 공동투쟁을 벌

였다고 한다.15)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는 여러 민족들이 참여하였고 한국독립운동가와 호치민이 만나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해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 연합회의 결성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인물은 베트남

의 혁명가 호치민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설립에 참여했던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는 여러 민족 그룹

들 사이의 언쟁이 격화하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6.� 브뤼셀 세계피압박민족대회 참가

중국 광저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호치민은 1927년 4월 장개석이 광둥(廣東)에서 반혁명을 행하

면서, 외국인 혁명가들도 탄압을 가하였다. 이에 상하이(上海)로 갔다가, 그해 5월 말 중국을 떠났

다.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갔다. 세계피압박민족대회는 약소민족과 

무산계급의 협력을 도모, 전세계 피압박 계급과 민족들의 생존권을 보장, 민족의 자유와 인류 평등

14)� 동아일보 1927년 1월 15일 ｢朝鮮�印度�安南等동 被壓迫民族聯盟,� 漢⼝에서 國民黨左翼派와 聯絡｣.
15)�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 ｢陣容을 整頓하야 積極的奮進,� 긔관신문도 발향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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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27년 2월 브뤼셀 에그몽 궁전(Egmont Palace)에

서 열렸다.

이 대회는 원래는 1926년 8월 베를린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식민지 민족대표의 여행권 불허 사정

과 각 민족대표들의 불참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러다가 1927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벨

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피압박민족대회가 개최되었다. 유덕고려학우회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피압박민족대회가 개최되자 이극로(李克魯)·황우일(黃祐日)·이의경(李儀景, 이미륵)을 대표로 선정

하였다. 그외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김법린(金法麟)이 프랑스 유학생을 대표해 합류하였고, 마침 유

럽을 여행 중인 허헌(許憲)이 신문기자 대표로 합류하여 표면상 5명의 한국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이극로는 한국대표단의 단장으로 선정되어 대회의 준비와 활동을 주관하였다.

호치민도 브뤼셀에서 이 대회의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그가 공개적인 반언을 했

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쨌든 그는 회의에 참석한 많은 대표들과 사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 수카르노, 인도의 민족주의자 모티랄 네루, 쑨원의 미망일 쑹칭링(宋慶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파리와 모스크바에서 알고 지냈던 일본의 공산주의자 가타야마 센(片山

潛)도 다시 만났다.

호치민과 이 대회에 참석한 프랑스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대표 김

법린은 본회 첫날인 2월 10일에 일제 규탄 연설을 하였고, ｢한국 대표단 결의안(RESOLUTION der 

KOREANISCHEN DELEGATION)｣을 제출하였다. 당시 각국 대표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문제(The Korean Problem)는 이의경의 소장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정석해의 자서전에 의하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약소민족회의

가 모스크바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열렸어요. 사실 이 회의가 있는 것은 백림(白林)에서 이극로가 

내게(정석해-필자) 편지를 해서 그가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빠리에서 대표를 보내자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빠리 거류민단의 대표로 김법린을 보냈어요. 인도에서 네루가 대표로 온 이때 

우리는 그래도 대표를 보낸다고 그 자격증을 발행하고는 서명을 내가 해서 보냈더니, 대회측에서 

보니까 이극로 박사는 개인으로 왔고 이쪽에서 보낸 김법린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 김법린이 오히려 한인 대표격이 되었죠”라고 하였다.16)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대표단은 한국문제를 본회의 의안에 상정해 주도록 의장단에게 요구하

였는데, 가부 표결의 결과 한국문제 안건은 강대국 대표의 반대로 부결되어 한국의 존재는 무시되

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대표들이 이 대회에서 참석하여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의 

16)� 서산정석해간행위원회 편,� 서산 정석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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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다는 점에 매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대회는 조선일보와 동아일

보에도 대회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7.� 1940년대 이후 활동과 한국독립운동

호치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스크바의 레닌대학에 입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기간인 1935년 7월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도 참석하였다. 제7차 대회는 1928년 제6차 대회에서 승

인되었던 극좌노선을 폐기하고 전 세계 반파시즘 세력의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을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호치민이 중국 광저우에 있을 무렵 혁명청년회에 제시했던 구상들에 가

까운 것이었다.

코민테른에서 활동하던 호치민은 1938년 가을 중국으로 왔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후 중국의 상

황은 매우 달라졌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1938년 10월 말 일본군이 우한(武漢)과 광저

우를 점령하면서 북부 월남은 중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지구가 되었다. 중국 남부지방은 베트남 

애국자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 남부의 광서성(廣西省)에서 활동하던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호치민과 접촉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혁명세력과 한국 독립운동가와 만날 수 있었던 곳은 광서성 구이린(桂林)이었다. 1938

년 10월 우한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우한이 일제에게 함락되자 중국군사위원회 서남행영의 소

재지인 광서성 구이린으로 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독립운동 사실을 널리 알려 국내외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전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조선의용대의 본대와 각 지대(구대) 및 분

대에서는 기관지를 발간하여 그들의 활동상황과 전략 등을 홍보하였는데, 본대에서 발간한 조선의

용대통신은 본부와 각 지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구이린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원이자 조선의용대 간부였던 이두산(李斗山)이 1939년 1월

부터 광서성 우저우(梧州)에서 동방전우(東方戰友)라는 항일잡지를 발간하고 있었고, 그해 7월부

터는 구이린으로 옮겨 동방전우를 간행하였다. 조선의용대 자체가 선전활동을 하는 부대였기 때

문에 동방전우는 중국의 항전과 한국·대만·베트남 등 피압박약소민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선전

활동을 벌였다. 동방전우의 발행인 이두산은 문필활동에 뛰어나 독립운동단체의 기관지를 주재하

였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계에서 널리 불려진 ‘선봉대가’와 ‘광복군행진곡’이라는 노래도 작사ㆍ작곡

하였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된 동방전우는 모두 32호가 발행되었다.

중국 구이린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대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베트남 혁명세력과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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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맺게 되었다. 조선의용대에서 발간하는 동방전우에는 유난히 베트남 관련 기사가 많이 게

재되었는데, 이는 베트남의 사정에 밝은 호치민 그룹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17) 구이린에 본부

를 두었던 조선의용대 본부가 1940년 3월 이곳을 떠나 충칭(重慶)으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구이린에는 통신처가 남아있었고 이두산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던 호치민은 1942년 8월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중국

으로 간 목적은 중국 국민당과 유대 관계를 맺어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지원을 받

기 위해서였다. 그는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베트민전선을 베트남 민족주의의 정통성 있는 대표로 인

정받고자 하였다. 중국으로 가다가 징시(靖西) 근처 1942년 8월 27일 중국경찰에 체포되었다. 정치

범으로 간주되어 류저우 제4군 사령부로 보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호치민은 1943년 2월 초 류저

우에 도착하여 장 파쿠이(張發奎)는 이 사건을 정치부로 넘겼고, 그해 9월 10일 석방되었으나 행동

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호치민은 공개적으로 투쟁하기 위해 장 파쿠이가 만든 베트남혁명동맹회에 

참여하여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류조우의 감시하에 있던 집에서 생활을 끝내고, 호지명은 1944년 

9월 파쿠보로 되돌아 왔다.

한편, 호치민은 1939년 중국정부의 임시수도인 충칭으로 가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장기간 감금되

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상하이를 떠난 이후 중국의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하였다. 따라서 충칭에서는 자연스럽게 베트남 혁명가들과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 민족은 모두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받

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아픔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래서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한국청년회는 1943년 5월 8일 중국의 임시수도 충칭에서 베트남 혁명

지사 여송산(黎松山)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여송산은 1944년 3월 ‘월남혁명동맹회’의 해

외혁명단체 대표대회에서 호치민과 함께 ‘월남독립동맹’ 대표자격으로 집행위원 선임된 인물이다. 

여송산의 강연주제 ‘베트남 혁명의 문제’로, 프랑스 제국주의 통치는 월남 민족의 단결을 갈라 놓기 

위해 월남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분할. 그 결과 월남인들은 프랑스 제국주의와 월남 봉건왕조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였다.18)

아무튼, 중국정부의 임시 수도인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베트남 혁명가들과는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같다.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장을 역임하였던 독립운

동 조경한의 기록인 백강 회고록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당시 중국 충칭에서 

17)�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독립독맹)과 월남독립동맹｣,� 한국근현대사연구 42,� 2007,� 48쪽.
18)� 독립신문(중경판)� 1943년 6월 1일자,� ｢안남혁명지사 여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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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로 왔을 때, “가장 큰 초대연을 대강 적자면 상해의 전 교민들이 베푼 것과 호치민(뒷날 월

남 베트콩의 영수)의 일당이 베푼 것과 전구사령관 두월생(杜月笙)이 베푼 것 등이다”라고 하였

다.19) 이로 보아, 중국에 있었던 베트남 혁명가들과 한국 독립운동가들과는 상당한 인적 교류가 있

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조경한 기록외에도 정정화의 장강일기에는 “베트남의 호치민

도 중국에 망명중인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그가 충칭을 방

문했을 때 임정의 외무 당국자와도 접촉을 했었고,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차 상하이에 기착했을 때는 호치민이 마지막 환송연을 베풀기도 했었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20) 물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호치민은 충칭에 오지도 않았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만

나지도 않았다. 정정화가 말한 바는 ‘호치민’이 아니라, ‘호치민’과 같은 ‘베트남 혁명가’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충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자동의 기록에도 이와 비롯한 내용이 있다. 즉, 

“호치민은 조국을 잃은 망명객이라는 같은 처지의 백범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던 것같다. 호씨는 중

국어에 능통했으나 백범은 중국어를 제대로 못했다. 두 분은 다 한문에 능숙했으므로 아마도 대부

분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의 두 애국지사는 마음이 서로 통했을 것

으로 본다”라고 하였다.21) 이 기록도 호치민이 백범을 만난 적은 없다. 김자동이 언급한 ‘호치민’은 

충칭에 있었던 베트남 혁명가들로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를 만났던 일을 기록한 인 것같다. 위에 언

급한 기록들을 통해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중국에 있던 베트남 혁명가들은 같은 처지를 동정하여 

상호 간에 깊숙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맺음말

호치민은 베트남을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다. 호치민은 자신의 민족

해방의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택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적인 이상도 추구하였지만, 제국주

의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민족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비인도적이

며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혐오하고, 베트남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

호치민이 전 세계를 무대로 민족 해방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같은 만남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피억압 민족을 해방시켜야만 한다는 공동의 

19)� 조경한,� ⽩岡�回顧錄� :� 國外編,� 韓國宗敎協議會,� 1979,� 371쪽.
20)�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2005,� 192쪽.
21)� 김자동,� 상하이 일기-임정의 품안에서,� 도서출판 두꺼비,� 2012,�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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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치민과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식민지 지배자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호치민

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 연대를 통해 반제국주의 투쟁

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호치민과 한국 독립운동 의 만남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향후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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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원(孫⽂)의 삶과 사상

배경한(신라대학교)

Ⅰ.�혁명가 쑨원의 일생

1.� 서구식 교육과 동서융합

쑨원은 1866년 11월 중국 남방의 광둥성(廣東省) 샹산현(香山縣) 췌이헝촌(翠亨村)에서 태어났다. 

샹산현은 현재의 중산(中山)시로 주강(珠江)의 하구인 홍콩에서 약 8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주

강삼각주 농촌마을이다. 중국이 유럽열강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던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홍콩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운동인 태평천국이 발발했던 화현(花縣)

과도 멀지 않은 곳이다. 

중농 출신의 부모 아래에서 전통적 사숙 교육을 받던 쑨원이 1879년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은 성공한 화교로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던 이복형 쑨메이(孫眉)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훗날 쑨원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었던 쑨메이의 도움으로 하와이에서 영국계 학교를 졸

업한 쑨원은 1884년부터 2년간, 또 1887년부터 5년간 홍콩에서 영국계 의과대학을 다녔다. 이후 마

카오에서 개업의로 활동하며 상당한 이름을 얻기도 했으니 그의 이러한 성장, 교육 경력은 그로 하

여금 동서 문명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수

준으로 배우게 된 영어는 쑨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

게 하였다. 타고난 다독가(多讀家)로서 여러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기를 좋아하던 그가  동서사상을 

융합하는 형태로 독자적인 사상체계인 삼민주의를 창안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으로 내세

우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동서융합이라는 하나의 시대적 산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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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화혁명운동과 중화민국의 건국

청일전쟁이 발발하던 1894년 11월 쑨원의 주도로 마카오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흥중회(興中會)

는 만주족의 한족 지배에 대한 반대라는 종족주의적 한계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만주족 왕조, 곧 

청조의 타도와 민국(民國) 곧 공화국의 건설을 처음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른바 공화혁명 운동

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95년, 비밀결사 조직을 기반으로 첫 번째 반청 무장 폭동을 

일으킨 쑨원은 그것이 실패한 후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11년 10월 후베이성(湖北

省) 우창(武昌)에서 일어난 반청폭동(우창기의)이 성공하면서 최초의 혁명정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오

랜 기간을 유럽, 일본,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그의 혁명 활동

은 해외의 화교들을 중심으로 반청혁명을 선전하고 혁명자금을 모금하여 국내에서 반청폭동을 일

으키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흔히 신해혁명으로 알려져 있는 1911년 10월 우창에서의 폭동은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혁명의 성공이 ‘우연’의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창에서의 폭

동이 성공한 이후 전개된 전국적인 혁명단체들의 반청 독립선언과 그에 이은 각 성(省) 단위 혁명 

정부의 성립은 혁명의 성공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창 폭동이 일어나던 시기 

미국에서 화교들을 상대로 혁명을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던 쑨원이 중국에 돌아온 것은 우창 폭동 

발발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1911년 12월말이었다. 

곧 이어 1912년 1월 1일 쑨원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첫 번째 임시대총통(대통

령)에 올랐다. 그러나 뒤이어 청 황제의 퇴위를 조건으로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넘겨주는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혁명세력의 기반은 취약했다. 이어서 위안스카이

가 쑨원과의 약속을 어긴 채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헌법(約法)을 철폐하자 공화국 수호(護國)를 위

한 전쟁을 일으키지만 위안스카이에게 완패하였고 쑨원은 다시 일본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

다.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는 지지 기반을 가지지 못한 공화혁명은 설 자리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신해혁명을 ‘미완의 공화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제일차국공합작과 국민혁명의 추진

쑨원의 정치일생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탈 아래 독립국의 

지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적 독립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던 그가 

바로 그 열강들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이다. 열강들의 중국 침탈을 비



| 인문가치 실천 2 |
폭력과 야만에 맞선 20세기 지도자들 

29

판하는 것과 동시에 열강들로부터의 재정적 외교적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 자체로만 보

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신해혁명 직후 일본의 일부 

기업가들과 벌인 협상에서 만주지역을 일본에 할양하는 대가로서 군사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그가 그렇게 비판하던 제국주의 열강과 손을 잡는 일종의 무모한 정치적 투기라는 평가를 피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쑨원에게 있어서, 1920년 무렵부터 시작된 소비에트 러시아의 중국 혁명에 대한 지원 정

책은 새로운 희망이 되기에 족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성공한 2년 뒤인 1919년에 만들

어진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은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한 것인데, 중국의 경우 코민

테른의 지원은 공산당 창당과 국민당과의 연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1922년부터 본

격화된 쑨원 중심의 국민당과 신생 공산당과의 연합, 곧 첫 번째 국공합작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

으니 국공합작을 통하여 소련과의 연합(聯蘇), 공산당과의 협력(容共), 노동자농민운동의 지원(農工

扶助)이라는 삼대정책이 국민당의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공합작은, 소련의 군사 정치적 원조 아래 국민당 휘하의 당군(黨軍)인 국민혁명군의 육성

과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북벌전쟁과 전국 통일, 그리고 대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혁명으로 이어졌다. 국민혁명의 성과로서 난징(南京)을 수도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민정부

가 성립되었으니 국민혁명은 청조 멸망 이래 여러 방향에서 모색되어 오던 중국의 국민국가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현대사 상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쑨원은 국민혁명의 초

기 단계인 1925년 3월 군벌들과의 정치적 협상을 위해 베이징(北京)에 갔다가 그곳에서 병사함으로

써 국민혁명의 성과를 맛볼 수는 없었지만 그 기초를 놓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국민당

이나 공산당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들이 쑨원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국민혁명의 

기본적 골격과 추진이 쑨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삼민주의

쑨원 정치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삼민주의는 1904년에 처음 그 뼈대를 갖춘 이래로 1924년 여러 

차례의 강연으로 최종 정리될 때까지 그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19년 오사운

동(五四運動)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 시기의 삼민주의(이른바 구삼민주의)와 그 이후 시기의 삼민

주의(이른바 신삼민주의)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삼

민주의의 내용과 평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서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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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자 농민 계급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삼민주의는 

‘대중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1917년에 일어

난 러시아혁명의 영향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민주의의 첫 번째 대목인 민족주의는 공화혁명(신해혁명)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

발하였다. 즉 만주족 왕조인 청조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민족적 해방을 목표로 한 것으로 반만 혹은 

반청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중국 역사상 자주 등장하는 이민족의 한족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한족 

종족주의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만이 황제제의 철폐 곧 공화

혁명 주장과 맛물리면서 전통적 종족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화혁명의 

현실적 무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반만 민족주의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반제 민족주의로 거듭나게 된

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의 국가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제 

민족주의가 신해혁명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니지만 제국주의의 실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동반하는 단계로서의 반제민족주의는 오사운동 이후에야 나타나게 되고 오사운동 이후 등장하게 

되는 공산주의운동의 영향으로 더욱 중심적인 정치주장으로 떠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쑨원 말년

의 국공합작 단계에 가게 되면 반제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식민지 약소국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반제연대’의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삼민주의의 두 번째 대목인 민권주의는 중국의 오랜 정치체제인 황제체제를 전복한 이후 어떤 

정치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중국에서 실현

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여 선거의 방법과 의회의 구성 방안, 헌법의 제정, 법치의 실현, 정부의 구

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지방자치의 실현 문제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고

대 이래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권력의 집중(중앙집권)과 권력의 분산과 균형(지방

분권)이라는 문제는 민권주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에 대한 쑨원

의 입장은 상당히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해혁명 이전 단계에

서 쑨원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임시대총통의 지위에 

오른 이후에 가서는 중앙집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공화혁명 

이후 위안스카이에 의한 혁명의 배반과 위안스카이 사후까지 계속된 군벌정객들에 의한 선거와 의

회의 파행을 경험한 이후에 가서 강조하게 된 스위스 식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문제 또한 광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경제적 부강을 목표로 하는 민생주의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자본주의의 병폐인 

부의 편중과 자본가의 독점체제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 계획경제의 요소를 적극 도입하는 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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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본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의 불평등 분배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인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생기는 불로소득, 즉 투자에 의한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국가가 적극 환수하는 방

안인 이른바 “평균지가(平均地價)”정책과 대기업의 자본 독점을 막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을 국

가가 관장하는 이른바 “절제자본(節制資本)”이 민생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이다. 쑨원은 중국의 경우 아직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미미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투쟁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단지 생산력을 높이면서 한편으로 예상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국가가 나서서 미연에 막으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쑨원은 자신의 민생주의가 

다수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민생주의가 곧 (평등을 실

현하는) 공산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국 삼민주의는 청조 멸망 이후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것인가를 광범위하게 다룬 것으로 이를테면 독립, 통일되고 민주적이며 부강한 국가를 세우는 구체

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말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에 

이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사실은 쑨원의 이러

한 청사진(특히 민생주의)과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쑨원 사상의 부활”이라는 논의도 있

고 보면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삼민주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Ⅱ.�한국독립운동과 쑨원

1.� 신해혁명 시기 한국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쑨원의 교류나 중국혁명 세력과의 관계는 1905년 도쿄에서 만들어진 혁명

단체인 중국혁명동맹회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에 유학했던 조소앙을 비롯한 한국 

유학생들과 다이치타오(戴季陶)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유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인 지사들의 중국 망명과 중국 혁명세력과의 교류가 이루어

진 것은 1911년 10월 신해혁명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신해혁명의 성공 소식을 들은 직후 중

국으로 망명해간 신규식, 김규식 등 한인 망명 지사들은 혁명의 중심지인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지역에서 중국혁명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쑨원을 비롯한 중국혁

명 지도자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한인 지사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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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중국혁명이 성공한다면 그 후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독립과 혁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니 그것

은 중국혁명 자체가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쑨원을 비롯한 중국혁명 지

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화주의적 인식 때문에 처음부터 대등한 혹은 호혜적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란 불가능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과 ‘한중호조’의 실천

삼일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 또한 쑨원을 비롯한 중국 

혁명세력과 밀접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국임시정부와 쑨원 내지 중국 혁명세력과

의 교류 협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1921년 9-10월에 있었던 상하이임

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의 광저우(廣州) 호법(護法)정부 방문과 쑨원과의 회담은 쑨원의 한국 독립

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언급되어왔다. 특히 쑨원과 신규식 사이의 회

담에서 상하이임시정부와 호법정부가 상호간에 외교적 승인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쑨원의 한국 독

립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신규식의 광저우방문 

일정을 자세하게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광저우의 비상국회(非常國會)에서 다룬 것은 임시정부

에 대한 승인안이 아니라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이었고 임시정부나 임시의정원에서도 호법정

부 승인안을 처리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와 호법정부 사이의 승인은, 구두에 

의한 ‘사실상의 승인’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 한편으로 같은 시기 임시정부의 주요 지도자들과 쑨원의 밀접한 교류도 확인되고 있다. 특

히 당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여운형의 경우 쑨원과의 밀접한 교류관계를 볼 수 있으

니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반제연대’의 일환으로서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의 혁명가들 사이에 추진

되고 있었던 연대활동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독립운동가들과 중국 혁

명세력 인사들과의 연대를 위한 단체의 결성도 나타나고 있었으니 1912년에 신규식을 중심으로 만

들어진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나 1921년 상하이, 창샤(長沙),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만들어졌던 중

한호조사(中韓互助社) 같은 조직이 이에 속한다. 이들 조직을 통하여 중국혁명가들의 한국 독립운

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중국혁명 참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위에서 개괄해본 쑨원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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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아래 식민지 혹은 차식민지라는 처치에 함께 처해있던 동지 내지 ‘동병상련’, ‘호조’의 관계에

서 바라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중화주의의 커다란 영향 속에서 한

국과 같은 주변지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팽창주의적 입장을 가진 강대국의 정치지

도자로 보는 입장이다. 2000년 이후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

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쑨원의 활동과 사상은 시사해주는 바가 매

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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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과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인도의 간디는 

생전에 힘이 아닌 힘(비폭력),� 즉 사티아그라하(진리의 운동)로 진짜 힘(폭력)

을 자랑한 서구세계 영국의 반대명제가 되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인도는 세

계 최강의 물리력을 보유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서 비폭력적 방식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한 뒤에 ‘눈에는 눈’이 아닌 도덕과 윤리를 앞세운 투쟁방식으로 반영 독

립운동을 주도하였다.�폭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그의 운동은 힘의 사용을 주

저하는 보통사람들을 국가적 운동에 동원하며 식민지배자를 압박하였다.�그 결

과로 인도는 1947년 영국과의 유혈투쟁 없이 평화롭게 정권교체,� 즉 독립을 

일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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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간디, 비폭력의 힘

이옥순(인도문화연구원)

백전백승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 손자 -

Ⅰ.

비폭력을 설파한 간디는 20세기가 낳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부자나 왕이 

아니었고,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나 야심 많은 정치가도 아니었다. 간디는 키도 작고 몸집도 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입지 않았다. 그런 그가 ‘위대한 영혼’으로 불리며 지난 세기를 대표

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세기는 서구 발(發)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폭력의 위험성을 한껏 드러냈다. 수많은 인

명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겪고 나서야 간디가 말하

고 실천한 비폭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가공할 폭력수단-원자탄을 개발한 아인슈타인이 간디의 비

폭력을 높이 칭송한 건 그래서였다. 그는 핵무기가 가져올 대량파괴에 대한 처방으로 간디의 비폭

력을 들었다. ‘총탄’과 물리력을 숭배하던 지난 세기가 간디를 통해 서구방식의 힘을 부정하며 막을 

내린 것이다.

1869년, 영국이 다스리는 인도에서 태어난 간디는 어렸을 때 무서워서 밤에 밖에 오줌을 누러가

지 못할 정도의 겁 많은 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살아생전에 세계 최강국 영국의 반대명제는 물론, 

지난 천 년간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언급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총칼을 들지 않은 

비 영웅적인 간디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어떤 법이 옳지 않을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머리통을 부수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비폭력적 방식으로 그 자리에 이르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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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디가 살던 시대의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배자 영국의 기준

에 부합하려는 강박과 ‘갈색 피부의 영국인’이 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 

영국인처럼 강한 신체를 만들려고 부모 몰래 육식을 시도한 경험을 가진 그는 청년이 되자 백인 

통치치하에서 출세하려고 영국에 유학, 법률을 공부했다. 

그래도 강한 서구는 간디를 압박하고 포용하지 않았다. 인도 봄베이의 영국식 법정에서 변호사로 

입문하는데 실패한 그는 대안으로 선택한 먼 남아프리카에서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한밤에 열차에

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간디는 인종차별을 몸소 겪은 그날,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

했다. 그것이 그에겐 진리였다. 

당시 영국이 다스리는 남아프리카에는 많은 인도인노동자가 살았다. 그들은 ‘검둥이’로 불리며 백

인으로부터 각종 차별을 당했다. 간디는 풀죽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옳지 않은 법과 영국식

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그것이 비폭력적 사티아그라하(진리의 투쟁)였다. 

간디가 채택한 비폭력적 운동은 단식, 고의로 법률어기기, 피켓 들기, 거리행진, 연좌농성, 탄원

서 제출 등이었다. 강한 정부에게 대항했으나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이었다. 그럼

에도 그의 사티아그라하는 남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정부를 압박하고 움직이게 했다. 인도인에게서 

징수하던 인두세는 폐지되고, 인도인의 이동도 자유로워졌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21년을 뒤로 하고 인도로 돌아온 그는 1920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 인도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영국을 위해 120만 명의 젊은이가 

징집되었고, 국방비가 3배 늘면서 세금의 증가와 물가상승, 수출농산물가의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급진적 사고와 운동이 유입되어 억압체제에 대한 불만과 변화

에 대한 갈망이 공기처럼 퍼졌다. 

자치를 약속받고 인도가 도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나 영국은 자치정부는커녕 불만을 표시하는 

인도인을 재판 없이 구금하는 악법을 만들고, 1919년 북부지방에서 비무장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많은 인도인의 분노를 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대중의 감정을 정치에 끌어들인 지도자

가 인도국민회의 총재로 선출된 간디였다. 

간디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른 남아프리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와 수탈로 고통 받는 낮

은 계층, 특히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에게 호소하였다. 그의 정치프로그램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다

양했고, 혁신적이었다. 간디는 농민처럼 3등 열차로 여행하고 영어가 아닌 힌두스탄어로 연설했으

며, 가난한 농민의 옷차림으로 외양을 바꾸었다. 민간에 널리 퍼진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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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의식에 닿으려고 노력했다.

연좌농성과 항의행진, 고의적인 법률위반, 하르탈(輟市), 피켓 들기, 금주운동과 같은 투쟁방식은 

배움이 없고 ‘눈에는 눈의 투쟁’에 서툰 농민들, 즉 겁 많은 보통사람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유효했

다. 농촌재건운동, 물레 돌리기, 카디(手織)운동과 연계된 스와데시운동도 집에 있는 농민의 연대의

식과 지지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독립투쟁에 미온적인 이른바 대중들이 집에서 마을에서 반영, 독립이라는 국가적 견지

의 운동에 참여하며 ‘하나의 인도’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885년 구성된 이래 엘

리트중심으로 전개되던 인도국민회의의 온건한 방식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 여러 지역

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간디가 주도한 운동은 비폭력적이었다. 그는 물리력이 아닌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스와라지

를 이루고 싶어 했다. 운동에 참여한 대중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간디는 

1920년 비협력운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선거의 출마와 투표 거부, 영국왕실로부터 받은 

작위와 상훈의 반납, 국산품애용과 외국상품불매 등을 내세웠다. 1930년의 불복종운동도 소금법을 

거부하고 바다에 나가 소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폭력이 배제되었다.

강자인 지배자를 패자로 만들고 약자인 인도인을 승자로 만든 간디의 비폭력적 운동의 요체는 

1930년 소금행진에서 잘 드러난다. 간디는 가난한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비싼 소금에 관한 법

을 폐지하라고 식민정부에 요구하고 바닷가로 걸어 나아가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의 생산과 판매는 

오직 식민정부만이 할 수 있었으니 간디의 소금제조는 부당한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간디는 소금법 위반죄로 투옥되었다. 수백만 명이 그의 뒤를 이어 인근 바닷가로 나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어 고의로 영국이 만든 법을 어겼다. 대규모 불복종운동이 전국 대도시에서 벌어

졌고, 영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400개 마을의 이장이 자리를 물러났다. 당황한 군대와 경찰은 비

폭력시위대를 몽둥이로 때리고 총을 쏘고 때로 말발굽으로 짓밟았다. 시위대는 웃으며 맞았고, 붙

잡혔다. 이때 6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체포되었는데, 유치장이 부족해서 오히려 식민정부가 허둥지

둥했다. 

‘힘과 힘’의 대결에 익숙한 영국은 간디와 그의 ‘이상한’ 투쟁방식에 당황했다. 수천 명 무장테러

리스트보다 그를 추종하는 수천 만 배우지 못한 인구의 느린 움직임이 영국에겐 훨씬 위협적이었

다. 피지배자를 가르치고 보호한다는 가부장적 식민정부가 수직옷감을 걸치고 간디모(帽)를 쓴 무

해한 오합지졸 농민들에게 ‘총칼’을 쓸 순 없었다. 그렇게 되면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 폭력은 짐승

과 정글의 법칙”이라는 간디의 주장대로 오랫동안 스스로 ‘백인의 짐’을 졌다고 설파하며 문명국을 

자처한 영국이 한낱 ‘짐승’이 될 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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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금행진 뒤 비폭력적 불복종운동에 대한 영국의 폭력적 진압은 인도는 물론 영국과 여

러 나라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렇게 간디는 정치적 운동을 도덕적 투쟁으로 바꾸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식민정부는 탄압정책을 주장한 영국 런던정부

와 달리 인도인의 더 큰 반발을 부를까봐 물리적 진압을 망설였다. 간디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려

고 운동이 종결될 때까지 체포하지 않는 ‘이상한’ 방법을 선택했다. 1920년 비협력운동과 1930년 

시민불복종운동 때도 이런 어정쩡한 식민정부의 대응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폭력이 근간인 식민지배자의 정체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폭력적 저

항을 망설이는 ‘보통사람’을 운동에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간디가 다른 국민회의 지도자들과 

달리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인도의 초대총리를 지낸 네루가 인도인에

게 “가슴을 펴고 머리를 똑바로 쳐들도록” 용기와 인간다움을 고취시켰다고 간디를 칭송한 것도 이

런 맥락이었다.

물론 인도의 독립운동을 간디 혼자서 이뤘다고 말할 순 없다. 허나 간디의 ‘힘’과 위대성은 폭력

을 쓰는 식민지배자가 규정한 정체성의 틀과 게임의 법칙을 바꾼 데 있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인도

인은 영국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털어버리고 그냥 보통사람으로, 자기언어로 말하고 자기

문화를 지키며 살아갔다. 반면에 영국은 뜻대로 정의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인도에 대한 지배가 

점점 불가능해졌고, 결국 1947년 제 땅으로 돌아갔다

Ⅲ.

간디의 비폭력운동은 영국과 인도의 미래에 긍정적 주춧돌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싸우고 미워하

는 대상이 영국인이 아니라 인도를 억압하는 식민체제라고 밝혔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간디

는 영국이 인도를 계속 통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불명예 없이, 적대감 없이 

물러나게 만들었다.”고 기록한 건 그래서였다. 영국이 위신을 잃지 않고 유혈투쟁 없이 평화롭게 물

러가게 만든 사람이 간디였다. 

상대진영, 영국으로부터도 존경받은 간디는 모든 인간이 진리의 참여자로 서로 서로 연결되고 모

두가 평등하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처럼, 간디가 이끈 비폭력적 저항운동은 일제치하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 미국의 흑인운동, 아프리카의 인권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간디의 평

화로운 투쟁방식을 취한 이들 운동은 도덕적 투쟁으로 고양되어 운동의 정당성을 갖게 되고, 외부

세계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비폭력은 폭력보다 ‘힘’이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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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이상룡은 유교적 가치관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적 변화를 추구했던 혁신유림이었다.�

보수적 의병항쟁에 참여했다가 1905년 이후에는 서양 근대 사상을 수용하면

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교포사회를 

조직화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서로군정서 

독판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서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에 노력하였다.� 60대 중반 이후에도 사회

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등 사상적 혁신을 도모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1932

년 향년 75세로 순국하였다.� 그의 삶은 미래의 인류공동체 건설을 위한 밑거

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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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유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김기승(순천향대학교)

1.� 고성이씨 종손으로서의 퇴계학 수학

이상룡은 1858년 11월 24일 경상북도 안동군 법흥동 임청각에서 이승목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고성(철성), 초명은 상희, 호는 석주인데, 1911년 중국 망명 이후 상룡으로 개명

하였다. 이상룡은 고성 이씨 종손으로 중앙 정계와는 거리를 두었던 안동의 유력한 재지 사족 출신

으로 인근 예천에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였다. 그의 가문은 안동 지역의 유력한 가문인 

의성 김씨, 안동 권씨, 진성 이씨, 진주 강씨 등과 통혼권을 형성하고 퇴계학을 전수하는 사제 관

계를 맺고, 친족 혹은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친목계 조직, 향약 시행 등을 결속을 다지면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이상룡은 어려서부터 호방하고 대범한 성격으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을 나타냈다. 7-8세

에는 역사서를 읽고 시를 쓸 줄 알았으며, 14-5세에는 사서(四書)와 경서를 통달하였다. 19세인 

1876년에는 정재학파의 서산 김흥락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퇴계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김흥락은 조부의 처남으로, 상룡에게는 진외종조이다. 스승으로부터 거경궁리의 수양학, 이기심성

론, 예학 등을 배웠다. 그에게 사상적 영향을 미친 학자로는 척암 김도화도 있다. 서산 김흥락의 

문하에 들면서 이상룡은 백하 김대락, 세심헌 이규명, 해창 송기식과 동문이 되었는데, 이들과는 

후일 의병전쟁이나 구국계몽운동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김대락은 상룡의 처남으로 일생동

안 독립운동을 함께 하는 평생 동지가 되었다. 정재 유치명의 제자로 안동의 을미의병장이었던 척

암 김도화는 조부의 매부로, 상룡에게는 대고모부가 된다. 을미의병장 권세연은 이상룡의 외숙이었

다. 

이상룡이 고성이씨 종손으로 만들어진 통혼권과 학맥은 그의 독립운동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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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일 의병 참여

이상룡은 퇴계-학봉-정재-서산으로 이어지는 안동의 퇴계학의 정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

통적인 보수주의적 유학을 고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학에 바탕을 두되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유

학을 끊임없이 새롭게 혁신하는 혁신유학자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그가 훈고학이나 기송지학이나 

과거를 위한 학문을 배격하고 실용성과 실천성을 중시하는 학문적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1886년 과거에 응시했다가 실패한 후에는 과거공부를 하지 않고 유학적 실천에 집중하였다. 개화

파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면서 안동 지역에서 가례를 정비하고, 향약과 향음주례를 연구하고 실

천함으로써 유교적 예교 중심의 향촌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1894년 갑오동학농민항쟁과 청일

전쟁이 발생하자 도곡으로 은거하여 향촌사회와 유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병

법을 연구하고 연노를 개발하였다. 1896년 권세연, 김도화, 김흥락 등을 중심으로 안동의 을미의병

진이 구성되자 이를 지원하였다. 이 때에는 조부의 상중이었으므로 직접 의병에 참가하지는 않았

다. 다만,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의병지도부에 편지를 보내 도성 점령 방법보다는 산간 험지에 근

거지를 두고 유격전을 전개하는 실질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할 것을 권유했다. 실제적 전투보다는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보수 유생의 의병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이상룡은 퇴계학파의 정통 학자였지만, 성리학적 이기심성론이나 예학에만 머물지 않고, 임청각

에 소장된 천문, 지리, 역사, 법률, 산수, 병법 등에 관한 책을 폭넓게 읽었다. 따라서 그의 사고와 

행동은 동학농민항쟁과 청일전쟁 시기 전투 준비를 위해 병법 공부와 무기 개발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1905년 일본은 한국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국권을 빼앗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

후 전국 각지에서 2차 의병항쟁이 일어났다. 이 때 이상룡은 처남 박경종 등과 함께 1만 5천금을 

내어 가야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도가의 수련법과 병법에 능한 차성충을 의병장으로 삼아 의병진

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신돌석, 김상태 의병장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효과적인 의병항쟁 전략을 수

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3.� 구국계몽운동으로의 전환

이상룡은 직접 의병진을 구성하고 의병항쟁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상적 변화를 보

였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군을 알아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 근대적 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군의 우세한 군사력에 대해 화승총과 재래식 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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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의병이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짤 수 없었다. 

이에 그는 50세인 1907년 기존의 의병 투쟁 노선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구국계몽운동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우음’이란 시에서 50년간 배운 의리유가서를 보고 의리를 잘 배웠으나 빈 말이 

되고 말아 어찌 보완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데 개화 유신을 외치면서 친일 매국을 할 수

는 없고, 용기 있게 의병투쟁을 하나 강적을 상대로 패배하여 병사만 줄어들고 있으니, 국민 다수

를 10년 정도 교육하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였다. 

그의 사상적 변화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영남 인사들과의 교류가 작용하였다. 1904년부터 1907년

까지 재경 영남 인사를 중심으로 충의사가 조직되어 군사훈련과 교육을 통한 자강책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상룡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1907년 동산 유인식과 일송 김동삼 

등이 안동 천전에 협동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운동도 지원하였다. 

그는 안동 지역의 구국계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09년 3월 대한협회 안동지

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의 후신으로 조직된 구국계몽운동 단체로서 

당시 자강운동의 중심적 조직이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에는 당시 안동 지역의 계몽운동 지도자들

이 대거 참석하여 지역의 혁신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회의 취지에 찬동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평등주의적 단체였으며,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단체를 표방함으로써 종래 향촌자치 전통을 표방하였다. 나아가 국민의 계몽

과 정치 참여 훈련을 통해 미래의 국회 설립의 토대가 되겠다는 정당을 자임하고 있었다. 또한 근

대 교육 및 산업 진흥과 함께 산업학교에서의 군사체조, 공장과 탄광에서의 군사훈련, 농촌에서의 

단련제 실시 등을 통해 미래 징병령을 내렸을 때의 국민군 형성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대한협회 본회의 일제 침략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한협회가 구체적 구국운동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점에서 이상룡의 구국계몽운동으로의 전환은 종래의 제국 체제를 극복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의병항쟁이라는 즉각적인 항일무장투쟁에서 국민적 독립전쟁 준비 노선으로

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4.�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상룡이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지 당초 기약한 10년도 채 되기 전인 1910년 한국은 일제에 의

해 강제로 병탄되었다. 국망이 되자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자임하고 있던 유교 선비들은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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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성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국 자정하거나 산림에 은거하였다. 살아 있는 선비들은 망국의 노

예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순국지사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졌다. 유교적 의리의 사회적 실천을 강

조했던 이상룡은 일제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잘못되고 불의한 현실을 바로 잡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서울의 신민회 인사들도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장래의 독립전쟁을 준

비하고 있었다. 이상룡도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여 가산을 정리하고 일가 친족과 함께 1911년 1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망명 후 그가 제일 먼저 수행한 일은 한인 교포들의 간도 정

착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다. 그는 유려한 한문 실력과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청국 관리 및 민단 

자치회 등과 접촉하여 청국 내에서 한인 교포들의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을 돕고 민족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한인 교포들의 조직화에 힘썼다. 그는 중국 정착을 위해 솔선해서 

중국식 복장과 두발로 바꿨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과 교섭하여 중국이 한인 이주민에 대해 공화의 

선정을 베푸는 것이 중국의 이익임을 역설하였다. 

이어 한인 교포 사회에 대해서는 단합과 통일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실업의 진흥을 통해 독립의 

역량을 길러 장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하자고 하였다. 1911년 망명 직후 신흥강습소를 개설하여 교포 

자제들을 교육시켰으며, 이어 우당 이회영, 석오 이동녕 등과 함께 경학사를 조직하고 사장이 되었

다. 경학사는 문자 그대로 농사 경영을 하면서 교육을 함께 하는 단체라는 뜻으로, 조상의 옛 땅인 

서간도에서 광복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경학사는 1913년경 해체되었는데, 이후에는 부민

단을 결성하여 서간도 지역의 교포사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지도하였다. 백성을 돕는 단체라는 

뜻인 부민단은 경학사 후신으로 성산 허혁 등이 1913년경에 조직한 것인데, 1916년 이상룡이 부민

단 단장이 되면서 교포사회의 통합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십가장-백가장-천가장을 두어 마을 단

위를 통합한 서간도의 지방자치 조직이었던 부민단은 삼권분립제를 채택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

되었다. 그는 황무지를 구입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농업을 교포사회의 경제적 토대로 삼고자 광업사

를 조직하기도 했다. 한인 교포들의 서간도 이주를 통해 만주 지역에서 최초로 논농사가 이루어지

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상룡은 끊임없는 생존경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패배자와 희생자가 되기

보다는 스스로를 쇄신하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자신계를 조직하였는데,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혁신의 기운을 일으켜 국세가 신장되고 민기가 견고

해지고 있으니 한인들도 중국처럼 혁신에 노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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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로군정서 조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의 제정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출범하였다. 소련

의 지도자 레닌은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였다. 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

전이 임박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식민지 문제 처리 방안으

로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어 전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리

라는 기대가 나타났다. 

1918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독립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

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에 이상룡도 1918년 봄 화전현에 길남장이라는 농장을 만들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병농일치제 형식으로 독립군의 재정을 확보하고 독

립군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 직후 이상룡은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독립군을 실제로 조직하였다.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지사들은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하여 1919년 4월 3.1운동을 각 지역에서 

전개한 후 통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합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부민단을 한족

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서간도의 한인 교포 사회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적인 군정부로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서간도 독립군

의 무장 조직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룡은 군정부를 임정 산하의 군사단체로 편제

하는 것을 수락하고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면서 독판이 되었다. 이로써 이상룡은 대한제국

에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면서 독립전쟁을 위한 독립군의 군사지도자로서 

임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임정은 독립운동 방법과 이념의 차이 등으로 분열되어 통일적 지도력을 잃게 되었다. 이

에 무장 독립운동에 기초를 둔 새로운 통일적 독립운동의 전개를 위해 1921년 북경에서 군사통일

회의가 개최되었고, 1923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상룡은 북경 군사통일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직접 북경에 가서 서간도 지역 무장독립군 지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지도하였

으며, 국민대표회의에는 서로군정서 대표로 김동삼 등을 참석시키고 배후에서 지도하였다. 이상룡

은 무장투쟁 노선의 강화와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이라는 목표에는 군사통일회의와 국민대표회의 

주도자들과 뜻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임정이 외교보다 군사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의 창조파가 임정을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

였다. 그는 서로군정서가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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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그는 독판 직을 사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수

행하면서 전시 독립외교를 펼치는 것이 그가 바라는 노선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한 뒤,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고쳤

다. 뒤이어 이상룡은 임정의 새로운 통합 발전을 이끌기 위한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되었다. 1920년

대 그는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장래 독립운동의 주체가 노동자와 농민이 될 것으로 보았고, 사회주

의가 천하를 공공의 소유가 되는 유교적 대동사회를 실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국가와 가족을 부정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영남 출신의 서간도 지역 무

장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에 중립적이었으며, 민족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신진 청년들과 소통하는 원로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적 대의를 지키면서 항상 통합과 조정에 앞장섰다. 이런 이유로 그는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통일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926년 국무령을 사임

하고 상해에서 서간도로 다시 돌아왔다. 

간도로 돌아온 후 이상룡은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후진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주력

하다가 1932년 5월 길림에서 향년 75세로 서거하였다. 그는 제자와 후손들에게 조국 독립의 소망

을 이루기를 당부하면서 독립이 되기 전에는 유해를 고국에 갖고 가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6.� 이상룡의 삶과 시대적 의미

첫째, 석주 이상룡의 삶을 일관하는 사상과 가치는 유교의 의리 정신과 보편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척사위정운동, 의병전쟁, 구국계몽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서양의 근대 사상을 수용하면

서도 유교적 의리관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하여 서양 근대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유교의 형식적 의례와 학설은 바뀌었지만, 유교의 보편적 의리와 정의에 

대한 관념은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지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석주 이상룡의 삶은 유교의 ‘수신제가’의 실천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나라의 

독립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희생적 삶은 철저한 자기 수양과 가학적 전통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

다. 조상 숭배의 헌신적 실천은 그의 삶을 후손들이 존숭하고 따르는 살아 있는 가르침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두 동생, 아들, 4명의 조카, 손자와 손부 등 9명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길러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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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대한 교육은 다른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치국평천하’라는 유교적 대의의 실천과 

한국의 독립과 세계 평화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셋째, 석주 이상룡은 스스로의 혁신에 솔선수범하면서 청년 세대와 소통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발

전시키는 삶을 살았다. 50세에 보수적 유학을 버리고 신사상을 수용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안동 지

역에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60세 중반에는 유교의 대동사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평등

주의적 공유 개념을 수용하여 후 신세대의 사상적 변화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자신계’

에서 기술했듯이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삶이 세상을 진보시킨다는 진화론적 신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벤자민 키드의 진화설을 받아들여 인간의 죽음은 후손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은 곧 후세대의 행복과 발전의 토대임을 믿었다.  

넷째, 석주 이상룡은 생존경쟁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했지만, 성선설과 의리론을 신봉

하는 도덕주의자였다. 그러기에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족, 지역, 민족, 국가의 단합과 통일

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단합과 통일은 유가의 평천하, 공자의 대동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향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중국 강유위와 양계초의 대동학설과 변법사상을 받아들여 전제군주제에

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소강세(승평세)에서 대동세(태평세)로의 진보로 받아들였다. 그는 유교적이

며, 민족주의적인 의리를 실천하기 위한 독립운동은 인간세상을 보다 바람직한 세상으로 만드는 인

류 진보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독립운동의 보편주의적 지향성을 말해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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