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지역 조선민족 抗日革命鬪爭의 特殊性 硏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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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32년 10월부터 1936년 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연변항일유격구와 중공 동만특위1)
조직내부에서 착오적으로 진행된 반‘민생단’투쟁2)은 조선민족의 항일혁명가 수천수백명을
의심, 배척하고 타격하였으며 그중 5백여명을 처참하게 학살하였다. 이 ‘민생단사건’은 조
선민족 항일무장투쟁사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역사사건으로써 사학계의 연구성과
도 이미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3)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서 이 ‘사건’의 원인들을 대략

*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조선역사연구소 소장, 박사생 지도교수.
1) 동만특위：東滿은 연변지역을 가르키는 다른 하나의 명칭이고 特委는 특별위원회의 약칭으로
서 중공당의 연변지역 최고영도기관임. 간도라는 역사명칭은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사용
한 것이였을 뿐, 중국에서는 최초부터 이 명칭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연변’이나 ‘동만’이라고
칭하였음. 한국에서는 지금도 연변지역을 간도라고 칭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중국사회 일
반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본문은 연변과 동만 두개 명칭을 병용하고자 하며 중
국공산당을 ‘중공당’으로, 조선공산당을 ‘조공당’으로 약칭하겠음.
2) 아래에서는 ‘반민투’로 간략하겠음.
3) 한국사학계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들로는 신주백, ｢
1932-36년 시기 간도지역에서 전개된 반‘민
생단’투쟁 연구｣
, 성대사학회, 성대사림 제9집, 1993.12. 제3～64쪽. 만주지역 한인의 민
족운동사 , 아세아 문화사, 1999.5. 제364～411쪽. 한홍구, ｢
만주의 한국민족해방운동과 중
국공산당-민생단사건을 중심으로｣
, 광복55주년 기념 학술회의, 1930년대 만주지역 한인독립
운동의 역사적 성격 , 2000.9. 제63～97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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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① 일제의 조선민족에 대한 집요한 ‘통제․이용’정책과 악랄한 중조민족 이간정
책문제, ② 중공당의 ‘좌’경노선 착오문제, ③ 중공당 조직과 항일혁명대오 내부의 중조민
족갈등문제, ④ 조선민족 항일혁명운동의 객관적 한계성과 내재적 취약성 문제,4) ⑤ 항
일무장투쟁의 간고성과 치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사학계의 경우, 중공당의
‘좌’경 노선착오와 중조민족간의 갈등모순문제가 보다 돌출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민생단사건’에서 이 다섯개 방면의 원인분석이 비교적 전면적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진일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1930년
대 중국 동북의 동, 북, 남만 세개 지역에서 모두 조선민족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동만에서만이 ‘반민투’와 같은 그런 악성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
는가? 위에서 제기한 다섯개 방면의 원인들이 동북 세개 지역들에 모두 보편적으로 존재
하였는데 왜서 동만조선민족 항일무장투쟁만이 그토록 참혹한 내부타격을 받게 되었는
가? 김일성을 위수로 한 조선혁명의 영도핵심이 동만지역에서 그 역사적 기초를 확고하
게 마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또한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동만조선민족 항
일무장투쟁의 특수성에 대한 비교분석에서만이 보다 심도있고 준확한 해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연변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의 특수성은 ‘민생단사건’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특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민생단사건’ 자체가 바로 연변조선민족 항일
무장투쟁의 제일 돌출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문은 ‘민생단사건’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남, 북만지역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특수성을
진일보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동북항일혁명투쟁사와 전체 조선민족의 반일민족
해방투쟁사, 나아가서는 현실의 연변조선족사회를 심입연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부언해야 할 것은, 본문은 기존의 연구성과5)
를 기초로 하고 보충적 의미에서 보다 심입된 연구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Ⅰ. 이립삼 ‘좌’경노선과 ‘한인쏘베트’ 문제
동만에서 조직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1936년 3월에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개편
됨―필자주)의 원 지도자들이 1938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자료에는 다음과 같
4)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백산자료원, 1999.4. 제310～447쪽 참조.
5)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백산자료원, 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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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록이 있다.6)
동만 각현(연길, 훈춘, 화룡, 왕청)내 민족기초의 2분의 1은 일제에 의해 강박으로 쫓겨
온 조선농민들이였다. 이 농민들은 중국에 온 후 중첩되는 압박착취(일제의 직접적인 통치
압박, 중국군벌관료와 지주들의 착취)를 받아 생활의 고통은 이미 극한점에 이르렀다. 생활
조건의 악화와 사회지위의 비천함, 그리고 소련 10월혁명 영향의 확대는 그들로 하여금 투
쟁정신이 날로 제고되고 민족적 각오와 계급적 각오도 날따라 투철해지게 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영도아래 적들과 수많은 영용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특히는 立三맹동노선의 영도
아래 크고 작은 무장폭동들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국자가(지금의 간도성 소재지 - 원문임.
현재의 연길시―필자주)와 용정촌의 모든 거리에서 시위행진하며 손에 곤봉을 들고 각 지방
경찰국들을 포위하며 지주豪紳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양식을 빼앗아 나누는 등 여러가지 투
쟁을 진행하였다.…

‘9․18’사변 후에도 우리 당은 ‘좌’경노선을 계속 관철하여 동만 工農쏘베트정부를 성립
하고 쏘베트의 기본정책을 집행하였는 바, 중국민중과의 관계는 기본상 分化되고 말았다.
그 결과 쏘베트구역내의 중국민중들은 모두 토지를 버리고 구역밖으로 옮겨갔다. 쏘베트
구역내에 남은 것은 오직 고려민중 뿐이였는데 洋砲, 토총, 큰 칼, 도끼 등으로 모든 민
중을 무장하여 일본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하나는 우리의 정책집행
이 올바르지 못하였고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 모든 중국민중들과 많은 반일의용군들이 우
리 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오해하였는 바, 늘상 서로
욕하고 공격하며 심지어는 무장충돌까지 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대오는 두개의
적이 있게 되었고 활동상에서의 곤난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실제 경험자들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한 회고이며 심각한 분석종결이 아닐 수 없
는데, 혁명투쟁에 먼저 일떠선 조선민족 혁명가들이 중공당의 이립삼 ‘좌’경 모험주의노
선7)에 따라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쏘베트정부’를 건립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과정을
6) ｢
東北人民革命軍第二軍之産生及其發展的經過｣
, 1938年. 中共延邊州委黨史硏究室編, 『東滿地
區革命歷史文獻匯編』(아래는『東滿文獻匯編 으로 略함)(上冊), 2000.9. 제764～765쪽.
7) 이립삼(李立三, 1899-1967) ‘좌’경모험주의 착오노선이 중공당 전체를 실제적으로 통치한 기
간은 1930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인데, 그 주요한 착오는 다음과 같다. 1, 혁명성질
과 혁명임무의 인식문제에서 중국민주혁명의 장기성을 부인하고 민주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계선을 혼동하였다. 2, 혁명형세에 대한 분석문제에서 혁명발전의 불균형성을 부인하고 전국
적 범위에서 혁명고조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중국혁명의 폭발은 반드시 세
계혁명의 총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국 총폭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3, 혁명의
발전문제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길’을 비판하고 ‘도시 중심론’을 견지하였다. 4, 조직
상에서 당내의 종파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착오적인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 간부들을 무자
비하게 타격, 징벌하였다. 이립삼 노선의 지도아래 조직된 중심도시들의 폭동과 파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적 통치구역의 11개 중공당 성위기관이 파괴당했으며 홍군역량도 중대한 손실을
당했다. 1930년 6월 그전부터 중공당내에 ‘좌’적인 사상정서와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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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하면서 중국인들과의 갈등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1930년 동만의 원 조선공산당 각파의 당원들과 혁명군중들은 중공당 연변특별지부의
영도아래 이립삼 ‘좌’경노선의 호소를 받들고 ‘5․30폭동’과 ‘8․1吉敦暴動’8) 등 반제반봉
건투쟁을 대규모적으로 일으켰는 바,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드높은 혁명열성과 용감성
을 충분히 과시함과 동시에 대량적으로 중공당에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5월 27
일에는 화룡현 약수동에서 노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인 쏘베트정부까지 건립하였다. 약수
동 쏘베트정부는 몇일 지나지 않아 진압되고 말았지만, ‘쏘베트정부의 창립은 동만 노고
(勞苦)대중들이 자기의 신세를 고치고 자신을 해방하려 한 첫번째의 시도라는 점과 동북
에서 제일 처음 창건한 노농혁명정권이란 이 점에서 매우 심원한 의의를 가지며 동북인
민의 혁명역사에 길이 빛날 기록을 남겨 놓았다’.9) 중공당이 영도하는 동만의 항일무장투
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32년에는 연길현의 王隅溝, 왕청현의 소왕청, 훈춘현의 대
황구 등 항일유격근거지들에 쏘베트정부를 수립하였다.10) 당시 동만조선민족 사회에서
널리 애창되던 ‘總動員歌’의 가사가 “돈 없는 노동자 망치 메고 나오고 땅 없는 농민은 호
미 메고 나오라, 밥 짓던 누나는 식칼 들고 나오고 글 짓던 오빠는 붓대 들고 나오라…
세우자 세우자 무산자의 국가를, 노동자 농민이 주권을 잡고서 지주놈의 통치와 주구놈의
재산을, 붉은 주권 밑에서 인민에게 돌리자”11)고 호소한 것처럼 남녀노소가 총동원되어
혁명의 고조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 시기 동만조선민족 항일혁명가들의 들끓는 혁명열정,
견결한 투쟁정신과 업적은 어디까지나 반드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쏘베트’는 ‘좌’경모험주의와 맹동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
다. 중공당의 고급간부로서 동북조선민족 항일혁명운동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周保中은 1959년에 회고하기를 “립삼노선의 맹동주의는 만주에서 어느정도 반영
되었는데 주로 조선인에게서 반영되었다. … 1930년은 중공이 조선동지들을 접수하는 시
기였기에 립삼의 맹동노선은 주로 그들에게서 체현되었다”12)고 한다. 여기에서는 이립삼
의 ‘좌’경노선과 결부시켜 조선인 항일혁명가들이 가지고 있은 민족적인 객관한계와 내재
적 취약성, 그리고 그들의 사회심리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

8)
9)
10)
11)
12)

이립삼이 그 대표자로서 최고조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모든 ‘좌’경착오를 이립삼노선으
로 규정하고 있다.
황룡국 주편, 조선족 혁명투쟁사 , 요녕민족출판사, 1988.12. 제170～190쪽. 최성춘 주필,
연변인민 항일투쟁사 , 민족출판사, 1999.12. 제85～100쪽 등 참조.
최성춘 주필, 연변인민 항일투쟁사 , 민족출판사, 1999.12. 제89～90쪽.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제80쪽.
최성춘 주필, 연변인민 항일투쟁사 , 민족출판사, 1999.12. 제167쪽.
｢周保中訪問錄選編｣, 1959.12.28. 楊昭全,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匯編 , 1992.6. 제
40쪽.

연변지역 조선민족 抗日革命鬪爭의 特殊性 硏究 (2)

- 159

-

1931년 2월 중공 만주성위가 동만특위에 보낸 지시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
다.13)
… 동만은 과거에 립삼노선을 견결하게 집행하였다. 예하면, 군중을 탈리한 폭동, 단순한
군사행동, 목숨을 내걸고 무리하게 하는 것, 목적이 없는 살인방화, 군중의 일상투쟁을 홀시
한 동원과 영도, 군중에 대한 명령, ‘5․30’의 ‘顧正紅(상해의 반제투쟁에서 희생된 혁명자―
필자주)시체 하나’로 대혁명이 폭발할 것이라는 환상 등이다. 당내에서도 명령주의를 실행한
다. 뿐만 아니라 동만에는 립삼노선이 더욱 존재하고 발전하는 특수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
로 동만 한국파벌의 책략노선 - 단순한 군사행동,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主義, 군중에
대한 명령 등이다. 군중을 탈리하는 이런 책략노선은 립삼노선이 더욱 쉽게 발생하고 발전
하게 하는 토대로 된다. 이는 동만당이 반드시 특별히 주의할 바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만혁명에 극‘좌’노선이 ‘더욱 존재하고 발전하는 특수조건’과
‘토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1933년 5월 중공 동만특위서기 童長榮은 ‘립삼노선과 파쟁주
의는 본질상에 있어서 서로 같은 점이 있다’14)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파쟁주
의’는 바로 원 조공당 출신자들의 정치사상경향을 지칭한 것이다. 이 시기 동북당내에서
는 조선인 ‘파쟁노선과 립삼노선은 일부 방면에서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충한다
’,15) ‘좌’경노선은 조선인들의 ‘대담한 활동에 하나의 保障을 주었다’16)는 분석이 적지 않
았는 바, 1935년말 魏拯民도 이립삼노선이 조선인들의 ‘구미(口胃)에 잘 맞는 것’17)이라
고 지적한 바 있다. 일제측도 동만혁명 진압책을 강구하면서 ‘좌적편향’은 ‘동만조선인 당
원들의 전통적인 질환’18)이고 ‘조선인들의 극좌적 행동은 … 간도에 있는 조선인 농민들
의 생활파산에 의한 절망적 맹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19)고 분석한 바 있다. 동만조선인
항일혁명대오에 극‘좌’적 思潮가 보다 많다는 지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인정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회혁명운동에서 ‘좌’경 맹동주의의 ‘사회적 근원’은 ‘룸펜무
산자 사상과 소자산계급 사상의 혼합체’20)라고 할 수 있는데, 동북조선인들의 사회적인
13)

｢中共滿洲省委給東滿特委的指示信｣
, 1931.2.20.
東北文件匯集 (甲7), 1988.7. 제119～120
쪽.
14) 량됴젼션 , 제11기, 1933.5. 제1쪽.
15)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23쪽.
16)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24쪽.
17)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五)｣
, 1935.12.20.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426쪽.
18)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1936年, 제240쪽.
19) 위와 같음, 제84쪽.
20) 모택동 선집 , 제1권, 민족출판사, 1992.5. 제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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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위와 계급지위로부터 볼 때 그들의 보편적인 사상정서상에서 ‘좌’경적 경향이 보다
많을 수 있었다. 월경천입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조선민족은 사회적인 생활기반이 원래 빈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와 중국 봉건군벌당국의 이중적인 통치압박과 착취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였으며 극도로 빈궁하였다.21) 1910년 조
선이 일제에게 ‘병합’된 후 동북의 ‘조선인은 국가가 없고 세력이 없고 재산이 없음으로써
전세계에서 최하위에 있는 민족’22)이라는 더욱 비참한 사회운명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 의미에서 보면, 조선민족은 사회성격과 사상정서상에서 사회혁명요구와 투쟁정신
이 보다 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유민무산계층의 사회특성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향과 조국을 떠나 온 流民으로서 민족적인 위축감과 더불어 ‘룸펜
무산자’의 사회심리특성도 보다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과 중국이라는
이중적인 국가관과 이중국적문제 등으로 하여 그들은 현실의 생활태도와 사상정서에서
임시적이고 波動적이며 볼온정한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 의미에서 말하면, 동
북조선민족은 천성적으로 ‘좌’적인 사회정서와 사상경향을 보다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원 조선공산당 당원들의 중공당 가입과 더불어 그들의 반일혁명열정은 보다 더
폭발적으로 앙양되었는 바, 이 상황과 정서는 극‘좌’적인 사회혁명운동을 보다 쉽게 받아
들일 수 있었다. 주지하다 싶이, 20세기 최초기부터 동북땅에서 진행된 조선민족주의계
열의 반일독립운동이나 1920년대 이래의 조선공산주의운동도 모두 ‘조선혁명의 연장’선에
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모두 ‘중국에서 한국혁명운동을 하면서’23) 반일투쟁을 진행하였지
만, 현실적으로 조선민족을 직접 압박착취하는 동북군벌당국과 봉건지주계급에 대해서는
감히 정면으로 반항, 투쟁할 수 없었다. 한개 약소민족으로서의 동북조선민족, 이에 기초
한 반일민족단체들과 조공당 만주총국에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다. 일제의
조선민족에 대한 ‘통제․이용’정책과 민족이간정책으로 말미암아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조
선인을 일제침략의 ‘선봉대’24)로 보고 경계하였고 얼마간의 반일민족운동마저도 친일타협
적인 동북군벌당국의 진입을 피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민족과 조공당의 역량만으로
21) 李勳求의 조사에 따르면, 동북조선인들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가운데 생활난과 경제압
박이 51%, 정치적 불안과 신변위험이 33%, 중국관헌의 ‘無法’과 압박, 馬賊, 추방 등이 9%
이다. 李勳求, 滿洲와 朝鮮人 , 1932.9. 제105쪽 참조.
22) ｢
昭和7年3月25日附在間島岡田總領事發信芳澤外務大臣宛｣
,

外務省警察史(間島の部) , 1-1, 外

務省, 제7703쪽.
｢
中共滿洲省委, 團滿洲省委致在滿韓國共産主義者的公開信｣
, 1930.7.1.
東北文件匯集 (甲5),
1988.11. 제58쪽.
24) ｢國際聯合會調査團報告書全文｣, 外交月報, 第1卷第4號. 1932.10.15. 資料韓國獨立運動 , 第
23)

4卷(上), 1975.10. 제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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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민족혁명과 동시에 중국의 반동통치계급을 상대로 한 계급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실제상 거의 불가능하고도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25) 당시 독립운동단체들과 조공
당이 반일민족혁명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그리고 동북을 민족혁명의 근거지로 건설하고
중국과의 반일연맹을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중국인들과의 충돌을 피면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원 조공당원들의 중공당 가입은 “재만한인운동을 정확하게 전변시켰는 바, 재만한인혁
명자들이 과거에 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던 것을 지금은 중국혁명을 목표로 전변하였고 과
거의 민족대립을 계급대립으로 전변하였으며 과거의 무원칙한 파쟁을 원칙있는 계급투쟁
으로 전변하였고 과거의 평화운동을 투쟁운동으로 전변하였다.”26) 다시 말하면, 동북조선
민족 공산주의운동이 지난날 ‘조선혁명 연장론’으로 민족사회에만 국한되어 조선혁명만을
목표로 하던 것이 지금은 중공당의 통일적인 영도아래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한다는 것이
며 반일독립의 단순한 민족혁명운동에서 반제반봉건의 사회혁명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27)는 위축된 민족사회심리에서부터 당당한 주인공으
로 나서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스스로 억제되었던 불만과 반항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마
음껏 폭발되었던 것이다. 이립삼 ‘좌’경노선이 조선인들의 ‘구미에 잘 맞는 것’은 결코 우
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셋째, 당시 동만조선인들은 중공당의 이립삼 ‘좌’경노선이 전달되고 중국 남방의 강대한
홍군무력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혁명무장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니 ‘중국혁명이 몇일내로
성공할 것으로 여기였다’.28) 그야말로 유치하고 천진할 정도로 신속한 사회혁명성공을 갈
망하였는데, 이는 조선민족의 사회적 생활처지가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翻身을 갈망하였으
며 그만큼 혁명열정에 불타있었음을 반영한다. 중공당이 조선인 항일혁명가들을 조직에
받아들이고 혁명동지로 믿어주면서 혁명폭동을 호소하니 그들은 한결같이 앞다투어 나섰
다. 중공‘당은 전체적인 정치형세에 대해 과분하게 역량을 과장하였고 오래동안 압박착취
를 받아온 한국농민군중들은 결사적인 정서를 분발, 환기시켜’29) 반제반봉건의 혁명투쟁
에 떨쳐 나서게 하였으며 ‘군중을 강박하여 폭동하고 목적없이 방화, 살인’30)도 하였으며
25) 사학계 일부에서는 동북 조공당조직이 현실적인 반봉건투쟁강령을 제출하지 못하고 중국봉건
군벌과 지주계급을 직접 반대, 투쟁하지 못한 것을 근본적인 결점, 착오로 지적하고 있다. 일
반적인 혁명이론원칙에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동북조선민족과 조공당의 현실
적인 사회상황에서 보면 이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인정된다.
26) ｢
中共南滿特委工作報告第二號｣
, 1931.3.17. 東北文件匯集 (甲33), 1989.12. 제16～17쪽.
27)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1993.5. 제63쪽.
28) ｢中共琿春縣委擴大會議關於永遠開除徐光, 金佐坪黨籍的決議｣
, 1933.7.17. 東北文件匯集 (甲
35), 1989.11. 제345쪽.
29)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제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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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벽지들에서 동북 최초의 쏘베트혁명정부까지 건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사
회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적 한계와 취약성, 장기간 억제되었던 민족적 압박감과 위
축정서에서 온 역반작용과 반발보상심리, 그리고 ‘룸펜무산자’의 사회특성 등이 일시에 무
절제하게 폭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 폭동 당시 조선인들은 “소자산계급의 낭만성과 ‘목숨을 내던지고 덮쳐드는’ 정
서”31)로 떨쳐나와 ‘군중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기만하며 심지어는 군중을 위협하는 최악의
공작방법’32)도 이용하였다. 예하면 농민들을 동원하는 회의장소에서 손에 작탄을 추켜들
고 강단에 뛰여 올라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공산당이다. 당신들이 당장 (지주의)
양식을 나누어 가지고 농민협회를 조직할 것을 명령한다. 만약 당신들이 명령대로 움직이
지 않는다면 나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혁명을 강박하는 행위33)까지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토지혁명에 대한 인식이 매우 깊고 박절했기 때문에 土豪劣紳과 지주를 도살하는
데 매우 용감’34)하였으며 지방당국과 중국인 지주들을 포함한 모든 반제반봉건투쟁 대상
자들에게 과격한 투쟁과 더불어 살인, 방화도 대담하게 해댔던 것이다. 그 결과 중일 두
나라 군경의 진압으로 폭동이 모두 실패됨은 물론, 조선인 항일혁명가들은 ‘자기 스스로
감옥안에 뛰여 들어간 셈’35)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36) 토지혁명과
쏘베트건립 등 중국 남방의 투쟁경험을 일제의 거의 완전한 식민지인 동만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착오적이고 모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데, 조선인 혁명가들의
보다 격열한 폭동은 매우 심각한 민족문제까지 야기시키게 되었다. 김일성의 회고에 따르
면, “이 폭동이 일제의 민족이간책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언
급할 필요조차 없다. 두차례의 폭동 때문에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 앞에서 그만 신용을
다 잃었다”37)는 것이다. 이 폭동은 동만지역 혁명과 조선인들의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하
지 않은 무모한 ‘좌’경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군중을 탈리한 영웅
30) ｢團滿洲省委關於日本帝國主義侵略滿洲幷準備進攻蘇聯問題的信｣
,

1931.7.10.

東北文件匯集

(甲8), 1988.6. 제291쪽.
31) ｢
中共滿洲省委給東滿特委的指示信｣, 1931.2.20.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018쪽.
32) 위와 같음, 제1013쪽.
33) ｢
中共滿洲省委巡視員寥如愿關於巡視東滿吉敦路沿線各縣的工作報告｣, 1930.9.20.
東滿文獻
匯編 (下冊), 제956쪽.
34)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東滿工作的報告｣
, 1931年.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094쪽.
35) 中國共産黨東北地方組織的活動槪述 , 黑龍江人民出版社, 1994.5. 제212쪽.
36) 1930년 동만의 ‘5․30폭동’과 ‘8․1길돈폭동’으로 조선민족 항일혁명역량은 중대한 손실을 입
었는데, 이듬해 2월까지 9개월간 조선인 항일혁명가들은 일제에게 3명이 사살되고 880명이
체포되었으며 중국 반동당국에게 90명이 사살되고 1,322명이 체포되었다. 중국인 혁명가는 5
명이 사살되고 33명이 체포되었다. (昭和6年5月21日, ｢間島地方共匪事件の經過の件｣
, 現代
史資料 (29), 1977.8. 제626쪽 참조)
37)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2.4. 제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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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방식’38)으로 ‘맹인이 눈먼 말을 탄 것처럼 盲動’39)을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
려운 것이였다.
‘9․18사변’ 후 조선인들은 ‘동만은 한인구역’이고 ‘동만 한인들의 투쟁상황은 기타의 모
든 지방이나 중국인들보다 좋고’ ‘중국인은 낙후하다’는 ‘동만특수론’과 ‘민족자결권’을 들고
나와 남먼저 ‘동만에서 한국쏘베트를 건립하였다’.40) 그들은 쏘베트구역내에서 ‘일체 토지
를 모두 몰수하였는데 심지어는 빈농의 토지까지 몰수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의 ‘집체
농장’을 실현하였으며 개인적으로 ‘3원 이상의 돈이 있으면 소베트에 바쳐 관리’하게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높이 웨치면서’41) ‘공상사회주의’로 ‘농민 8시간 노동’, ‘부녀 6시간 노
동’, ‘청년 6시간 노동’ 등 ‘구호’42)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봉건의식이 보다 많은 노인들의
뒤등에다 ‘나는 봉건통(封建物)이다’는 종이 쪽지를 붙이게 하고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군
중대회에서 비판하게 한다거나 부녀들을 동원하여 ‘맑스머리’(파마머리인 것 같음―필자
주)를 하게 한다거나 또는 애어린 아동단원들을 조직하여 매일 회의하게 하고 하루 세번
씩 가정정황을 보고하게끔 하였다.43) 당시 조선인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불행한 ‘신세를
고치고 자신을 해방’하려는 혁명열정이 아주 높았고 약소민족으로서 혁명정권수립에 대한
갈망 또한 매우 간절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유치할 정도로 환상과 극단적인 방법이 많
았고 혁명운동상 극‘좌’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당시 중국 남방
에 쏘베트구역이 적지않게 있었지만, 동만의 쏘베트처럼 이렇게 극단적이고 유치한 행위
는 별로 없었다.
조선인을 주체로 한 동만‘쏘베트’들은 성립선언에 ‘우리는 중화쏘베트연방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44)고 하였지만, 쏘베트구역내에 중국인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주체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영도기관
내에 ‘中國人部’를 설치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일에서 중국사람은 몫이 없었다’.45) 당시의
38) ｢中共滿洲省委巡視員寥如愿關於巡視東滿吉敦路沿線各縣的工作報告｣
, 1930.9.20.
東滿文獻匯
編 (下冊), 제956쪽.
39) 위와 같음, 제956쪽.
40)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24～225쪽.
41)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
冊), 제226쪽.
42)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2쪽.
43)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
冊), 제228쪽.
44)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
冊), 제225쪽.
45) 위와 같음, 제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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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자연현상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쏘베트는 ‘한국쏘베트’46)와 ‘한국
인의 쏘베트’47)로 인정되고 조선인들이 ‘인접한 다른 국가내에서 본국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48)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중공당이 영도하는 중국혁명에서 나타난 ‘한국쏘베트’, 이것은 동만항일혁명의 특수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 쏘베트혁명역사에서도 한개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Ⅱ. ‘간도한인자치’와 ‘한인쏘베트’ 문제
중공 동북당에서 원 조공당조직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파쟁’투쟁은 1930년 여름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49) 동만당 조직내부에서 일제의 ‘간첩주구단체’라는 ‘민생단’을
반대하는 ‘반민투’는 1932년 10월경에 시작되었는 바, 반‘파쟁’투쟁과 ‘반민투’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5, 6월경이였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반‘파쟁’투
쟁과 ‘반민투’가 집적 연계되고 완전히 결합되는 계기는 동만특위에서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50)을 전달받고 이립삼의 ‘좌’경노선을 비판, 시정하면서 생긴 것이며 그 연결고
리는 바로 ‘한인쏘베트’ 문제라고 할 수 있다.51)
당시 동만항일혁명운동에 대한 일제측의 평가,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52)
일국일당 원칙에 기초하여 소화 5년에 재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편입된 이
후의 동만당은 주로 朝鮮派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지도되어 온 것이다. 이들 조선
파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을 계획함과 동시에 조선혁명과의 관련속에서
간도의 근로민중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에 편입된 후에도 간도의 특수성으로
하여 하층농민은 주로 조선인이였고 이에 대립하는 지주는 주로 중국인인 관계로 말미암아

46) ｢
中國共産黨代表在大小汪淸群衆會上的報告｣
, 1933.8.14.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49쪽.
47)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0쪽.
48)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25쪽.
49)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제286～293쪽 참조.
50) 1933년 1월26일 중공중앙에서 만주성위에 보낸 ‘中共中央給滿洲各級黨部及全體黨員的信’이
다. 이 ‘지시서한’은 동북형세와 중공당의 임무를 논하였는데, 일제무장강점 이후 동북의 사회
정치, 경제형세와 계급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결성의 총적인 전략방침을 제
출하였다. 이 ‘서한’은 중공 동북당의 ‘좌’경 착오를 시정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며 항일무장투쟁을 대규모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도 중대한 작용을 일으켰다.
51)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제293～309쪽 참조.
52) 軍政部顧問部,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康德3年(1936), 제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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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도자들의 공작대상은 주로 조선인들이였다. 이런 민족관계와 계급관계의 편성은 이
들 지도자들로 하여금 종래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던 습관의 청산을 저해하게 하
고 민족 소시민분자가 침입할 여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그들은 간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으로 복잡성을 가진 특수지역에서 근로민중들에게 차려진 객관적인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지배자와 착취자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무분별한 반항(폭동)에 쉽게 결합
되었다. 이리하여 그것을 지도할 수 없이 자기를 그속에 몰입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농민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보수성에 지배된 중국농민들과의 결합, 융합이 될 수 없었고
민족적 반목은 중국인, 조선인 근로농민 간에도 격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동만당에 극
좌적인 편향이 많은 원인임과 동시에 간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운동에 농후한 조선민족주의
색채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일제 나름대로의 평가이지만 상당한 분석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히 조선인 혁명가들
이 ‘자연발생적인 무분별한 반항(폭동)에 쉽게 결합되었다’는 문제와 ‘극좌적인 편향’이 보
다 많다는 것, 그리고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던 습관’과 ‘농후한 조선민족주의
색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중국조선민족 항
일혁명가들은 주․객관조건상에서 반드시 중국혁명에 집적 참가하는 것으로써 조선혁명
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두가지 혁명사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
지하는 동만혁명의 경우 그런 경향이 보다 돌출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쏘베트혁명정부 수립에서 조선인을 위주로 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극‘좌’적인 착오행위가 기타 민족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남겼
고 ‘반민투’의 확대화에 다른 하나의 원인과 조건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동만조선인 혁명가들의 극‘좌’적인 행동은 ‘고려공산당이 중국사람을 죽인다’,53) ‘공산당
은 노꼬리 반란으로 중국인을 죽이는 것이다’54)는 유언비어의 확산과 더불어 ‘중한민족간
에 완전히 대항하는 국면을 조성’55)하고 말았다. 사실상에서 ‘중국인은 지주가 많고 한국
인은 소작농이 많기 때문에 중한민족감정의 挑撥은 불가피면적인 일’56)이라는 측면도 있
었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조선인들의 극단적인 ‘좌’경 모험주의행위가 민족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쏘베트를 조직하고 ‘일본통치구
역의 군중은 모두 주구’57)라고 하면서 대립정서를 가지고 있었는 바, 항일유격근거지와
일제통치구역의 “민중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쏘베트는 고려인들

53) ｢
團省委特派員鐘關於東滿反日鬪爭情況的報告｣
, 1934.12.4.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304쪽.
54) ｢
團滿洲省委特派員(鐘)巡視東滿工作的報告｣, 1934年末.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79쪽.
55)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1쪽.
56)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25쪽.
57) ｢
團滿洲省委特派員(鐘)巡視東滿工作的報告｣, 1934年末.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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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이고 중국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적 통치구역의 민중, 특히 중국군중
들은 공산당이 와서 살인방화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면서 쏘베트에 대해 추호의 호감과
요해도 없었다”.58) 때문에 중국인들과 일제통치구역의 조선인 민중들은 항일유격구에 감
히 찾아오지 못하였다.59) 동장영의 시각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좌’경 맹동주의의 행위는
‘공산당이 살인, 방화한다’, ‘조선인들이 반란하여 중국땅을 차지하고 중국사람을 죽인다’
는 등 구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60)
1933년 6월초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이 동만특위에 전달되었는데, 이는 동만 전
단계 혁명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극‘좌’적 착오를 시정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확
대,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 동만에서 지난시기 중공 만주성위의 지시에 따라 혁
명발전단계를 ‘초월’하여 ‘쏘베트를 건립하고 토지혁명을 실행’61)하던 극‘좌’적 착오는 시
정되었고 쏘베트정부와 혁명위원회를 인민혁명정부와 농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
다.62) ‘지시서한’이 전달된 후, 동만의 일반민중들이 “지금 공산당은 이전보다 다르다. 사
람을 죽이지 않고 불도 지르지 않으며 지주의 재산도 몰수하지 않는다”63)고 말하였다 하
는데, 이는 지난날 조선인들의 극‘좌’적 행위들에 대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좌’경노선을 극단적으로 집행한 조선인 간부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 갈등과 진통을 격
지 않을 수 없었다.
‘1․26 지시서한’ 정신을 전달받고 채택된 중공 왕청현위 제1차 확대회의 ‘決議’에서는
‘좌’경착오를 비판하면서 “‘쏘베트’는 중국인을 흡수하여 영도공작을 시키지 않았다. 사실
상에서는 한국 ‘쏘베트’를 건립하려고 기도하였다. 그것은 ‘소수민족 자결권’의 혁명정강을
곡해하였는 바, 중국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않고 중국혁명이 성공하기 전에도 소수민
족자결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환상한 것”64)이며 ‘입으로는 중국혁명을 한다고 말하
였지만 실제상에서는 왕청의 한국인 독립운동을 주장하였으며 입으로는 공산주의를 논하
였지만 실제상에서는 민족주의관념을 탈리하지 못하였다’65)고 분석하였다. 공청단 왕청현
위 확대회의의 ‘결의안’에는 민족관계와 쏘베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66)

58)
59)
60)
61)
62)
63)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16쪽.
위와 같음, 제217쪽.
｢
滿洲的情形和我們的錯誤｣
, 1933.4.26. 東北文件匯集 (甲29), 1989.5. 제394쪽.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0쪽.
위와 같음, 제535쪽.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八)｣
,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446쪽.

64)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 1933.6.9. 東北文件匯集 (甲35), 1989.11. 제356쪽.
65) 위와 같음, 제534쪽.
66) ｢
團汪淸縣委擴大會議的決議案｣
, 1933.6.15.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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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한인의 대립 - 중한민족연합전선과 수수민족문제:
민족주의 관점에서 중국군중을 歧視하고 ‘중국군중은 낙후하다’고 인정하면서 중국군중의
공작을 조직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동만특수론’의 관점이 있다. 동만에서 한인이 다수를 차
지하고 중국인이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변한 것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적들이 도발한 중한민
족감정이 우리 조직내에서의 영향이다. 한국 쏘베트〔中國人部를 설립하고 중국(인)회장이
없다〕를 건립하려고 기도한 것은 객관상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자치구’, ‘××특별행정구’
등 음모로 중한민중을 진공하려는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다. 중한민중은 연합하여 공동한 적
인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구호의 意義를 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군중인 중국군중
을 탈리하고 제국주의 ‘만주국’의 진공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자살의 길로 나
아갔다.

여기에서 보면, ‘좌’경노선의 산물인 ‘쏘베트’문제가 중국인과 중국혁명을 배척한 ‘한국
인 독립운동’, ‘민족주의관념’의 ‘한국쏘베트’로 되고 나아가서는 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와
직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왕청현위 서기인 이용국과 군사부장 김명균이 “가짜 ‘쏘베트’
의 간판을 만들고 왕청에서 한국독립을 실행하려 기도하였다는 것과, 이것은 객관상에서
일본주구 민생단과 독립당의 구호를 집행한 것’이라고 비판받고 ‘민족주의 파쟁분자’로 몰
려 당적을 취소당하였다.67) 8월 14일 동장영은 ‘중국공산당 대표’의 신분으로 군중회의에
서 ‘5․30폭동’과 ‘8․1길돈폭동’ 등을 ‘실제상에서 일본주구가 암암리에 조종한, 한국인이
중국인을 반대한 폭동’이고 ‘쏘베트’는 ‘한국쏘베트’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의 혁명활동을 전
면적으로 부정, 비판하였다.68)
1930년의 ‘5․30폭동’과 ‘8․1길돈폭동’, 그후의 ‘쏘베트’건립 등은 모두 중공당의 ‘좌’
경노선의 호소와 조직영도아래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수많은 유혈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도 사실이다. 자신들이 중공당의 영도아래 간고한 유혈투쟁으로
남먼저 애써 수립한 ‘쏘베트’가 하루 아침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 우선 감정과 인식상에서
접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의 극히 무리한 문제제기와 극‘좌’적인 비판은
조선인들의 불만과 반발을 더욱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들중에는 ‘東滿特
殊論’69)을 들고나와 ‘한국인들이 투쟁(성)이 중국인들보다 높고 한국민중들은 이미 쏘베
트혁명단계에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過渡政權을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전에 많은
유혈희생으로 쏘베트를 건립하였는데, 지금 중국당이 우리의 그것을 취소하였다. 장래 다
시 한번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건립할 수 있다’, ‘민족반제통일전선과 인민혁명
67) ｢
中共汪淸縣委啓事｣
, 1933.8.10. 東北文件匯集 (甲35), 1989.11. 제361쪽.
68) ｢中國共産黨代表在大小汪淸群衆會議上的報告｣,
1933.8.14.
東北文件匯集 (甲35),
69)

11. 제370～380쪽 참조.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上冊), 제228쪽.

1933.10.25.

1989.

東滿文獻匯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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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산계급을 연합할 뿐만아니라 지주도 연합한다. 그것은 만주의 민중들이 낙후하
기 때문이다’70)고 하면서 쏘베트는 조선인들의 것이고 ‘반일민중정부’는 중국인들의 것이
라는 착오적인 인식에 따른 불만정서 또한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항일민족통일전선정신에
따른 인민혁명정부를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중국민족의 반제통일전선’이라고 하면서
‘한국민족은 여전히 쏘베트를 건립’71)하자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한
족 영도간부를 ‘중국 민족주의자’72)라고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동장영은 “1․26 지
시서한’을 전달한 후의 상황을 논하면서 중국인 당원들과 달리 ‘한국동지들은 낡은 영향이
너무 깊기 때문에 중앙노선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한다”73)고 지적한 것은 정책변화 과
정에서 민족적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1933년 9월에 있은 중공 동만특위 제1차 확대회의 ‘결의’에는 “조선국 파쟁주의자와 민
생단분자가 하나로 되어 당내에서 일본 간세계통을 건립하고 당의 영도기관을 차지하였
다. … 과거 한때 사용되었던 ‘동만특수론’은 … 바로 중국인은 낙후하고 조선인은 혁명적
이며 동만은 조선인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조선국 쏘베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말이다”74)고
지적하였다. ‘한국쏘베트’ 문제가 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와 직결되면서 이때까지 동만혁
명을 주도하였던 조선인 간부들이 ‘민족주의 파쟁분자’로, 일제의 간첩주구인 ‘민생단’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였다. 10월에 동만당, 단특위는 만주성위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민생단,
파쟁분자, 독립당 등이 하나로 뭉쳐 분공합작하며 일본의 영도아래서 내외로 동시에 진
공’75)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민족주의자 = 조공당 파쟁분자 = 일본간첩 민생단분자
라는 ‘반민투’의 이론공식이 명백하게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3일 만주성위는 동만당, 단특위에 보내는 지시문에서 “일본강도는 … 중한민족감
정을 도발하여 ‘동만특별행정구’, ‘간도한인자치구’를 크게 부르짖음과 동시에 또 파쟁영수
들을 시켜 ‘한인쏘베트’를 하게 함으로써 ‘간도한인자치구’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
때문에 ‘한인쏘베트’는 중국인의 몫이 없었고 이로써 일본강도의 ‘간도한인자치구’의 목적
에 도달하려고 하였다”76)고 지적하였다. 4일 후인 12월 7일에 만주 당, 단성위는 전문적

70)
71)
72)
73)
74)

위와 같음, 제231쪽.
위와 같음, 제231쪽.
위와 같음, 제231～232쪽.
｢
中共東滿特委長榮的來信｣
, 1933.8.23.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176쪽.
｢中共東滿特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 1933.9.14.
東北文件匯集 (甲29), 1989.5. 제329～
333쪽.
75) ｢中共東滿特委, 團東滿特委給省委的報告｣
, 1933.10.3.
東北文件匯集 (甲29), 1989.5. 제
352쪽.
76) ｢中共滿洲省委給東滿黨團及游擊隊中同志的信｣, 1933.12.3.
東北文件匯集 (甲16), 1989.5.
제107～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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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민생단과 ‘파쟁’을 반대할 문제를 가지고 ‘한국민중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77)
… 일본강도는 또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중한민중의 연합을 분렬함으로써 ‘간도한인자
치구’의 침략목적을 달성하고 중한민중의 반일민족혁명운동을 파괴하려 한다. 민생단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의 간세조직이고 파쟁분자는 민생단의 조수이며 반혁명적 조직이다.
… 파쟁영수들은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고 한인은 혁명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한인쏘베트’를 설립할 것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 그 목적은 바로 중
한민중의 친밀한 형제동맹을 파괴하는데 있다.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는다’고 말하
는 것은 한인들로 하여금 중국인과 연합하지 말고 고립되게 하는 것이다. 고립은 바로 역량
이 없게 되는 바, 이는 일본제국주의에게 제일 유리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파쟁영수들이 주구의 작용을 다하여 중한민족의 친밀한 형
제연맹을 파괴하고 한인들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는 대음모이다. ‘한인쏘베트에 중국인의 몫
이 없다’는 것은 일본강도의 ‘간도한인자치구’ 정책을 실행하는 대음모로써 절대로 민족자결
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33년말에 이르러 중공 만주성위도 동만특위와 마찬가지로 원 조공
당출신의 ‘파쟁’분자와 민생단을 완전히 동일시 하고 반‘파쟁’투쟁과 ‘반민투’를 하나의 통
일된 투쟁으로 확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6지시서한’이 전달, 실행되면서 이립삼의
‘좌’경노선이 비판, 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전 시기 동만의 항일혁명활동을 주도하였던
조선인 간부들이 우선 ‘파쟁’분자로 지목, 비판받게 되었다. 동만조선인들의 ‘좌’경착오의
가장 큰 표적은 ‘한인쏘베트’ 건립이였고 ‘파쟁영수’의 제일 큰 죄악도 바로 ‘한인쏘베트’
문제였다.
당시 동만항일유격구 모두가 편벽한 산간벽지의 조선인 집거지역에 설치되었고 항일혁
명군중의 거의 전부가 조선인인 상황에서 ‘중국인의 몫이 없는’ ‘한인쏘베트’가 먼저 건립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역사에 불행한 것은, 중국인을 배척하였다고
인정된 소위의 ‘한인쏘베트’가 지난날 민생단이 한때 부르짖던 ‘간도한인자치’거나 ‘간도특
별행정구 건립’ 등과 직결됨과 동시에 그것을 적극 주도하였던 조선인 간부 - 소위의 ‘파
쟁’분자들이 민생단과 완전히 동일시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단순한 표면현상에 있어서
양자가 모두 일제 식민통치하의 연변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조선인을 위주로 하였던 것만
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생단이 부르짖던 ‘간도한인자치’거나 ‘간도특별행정구 설치’는 친일
반공과 일제의 식민통치를 전제로 하였고 동만조선인 중공당원들이 항일유격근거지에서
조직한 ‘한인쏘베트’는 반일혁명투쟁을 전제로 하였고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하였는 바,
77) ｢
中共滿洲省委, 團省委關於反對日本强盜奸細民生團及派爭告韓國民衆書｣, 1933.12.7.
件匯集 (甲16), 1989.5. 제13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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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의 성격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리고 조선인을 위주로 한 동만혁명운동에 ‘농후한
조선민족주의적 색채가 있고’78) ‘한인쏘베트에 중국인의 몫이 없는’79) 현상이 얼마간 있
었다 하더라도, 당시 중공당에서 주장하던 레닌주의의 민족자결정신과 1931년 11월 중
화쏘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화쏘베트공화국 헌법대강’이 밝힌 “중국 쏘베
트정권은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승인하는 바, 각 약소민족은 중국과 탈리하
여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를 성립하는 권리까지 있음을 승인한다. 몽고, 회족, 장족, 묘
족, 려족, 고려인 등 무릇 중국지역내에 거주하는 그들은 완전한 자결권이 있는 바, 중국
쏘베트연방에 가입, 탈리하거나 혹은 자기의 자치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80)는 내용에 근
거하여 보면 모두 원칙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칙문제에서는 구태
여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제의 관건은 그것이 친일인가, 아니면 항일인가 하는
근본문제만 밝히면 될 것이였다. 당시 동만의 ‘한인쏘베트’구역이 가장 견정한 항일유격근
거지였음은 역시 두말할 것 없다. 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와 조선인 중공당원들이 조직한
‘쏘베트’를 완전히 동일시 하고 ‘친일주구단체’라는 민생단과 원 조공당출신의 중공당 간부
들인 ‘파쟁영수’들을 완전히 동일시 하면서 성격상 적대투쟁인 ‘반민투’를 조직내부의 사상
투쟁인 반‘파쟁’투쟁과 완전히 혼합시킨 것은 극‘좌’적인 착오임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조
선민족과 그들의 항일혁명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소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말하여, 중공 동만특위는 조선민족주의자=조공당 파쟁주의자=일제의 간첩주
구단체 민생단이라는 괴이한 공식논리에 따라 원 조공당출신의 중공당 간부들, 나아가서
는 전체 조선인 항일혁명자들에게 ‘민생단’이라는 ‘幻影’81)을 들씌워 놓고 3년 남짓한 긴
시간에 걸쳐 무지막지하고도 피비린 내부숙청의 역사비극을 빚어 놓았던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충분히 인정함과 동시에 동만항일혁명투쟁의 특수성, 조선인 중공당원
들의 민족적인 객관한계와 내재적 취약성, 그리고 그들의 거의 천성적으로 형성된 극‘좌’
적 정서와 행동 등이 ‘반민투’의 확대화에 또 하나의 원인과 조건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반
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조선인들은 ‘반민투’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自害者
라고 지적한 바 있다.82)
남, 북만의 경우, 민족집거지역이 원래 작고 조선인이 매우 적은 비례를 차지하며 또

78)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제85쪽.
79) ｢中共滿洲省委給東滿黨團及游擊隊中同志的信｣, 1933.12.3.
東北文件匯集 (甲16), 1989.5.
제119쪽.
80)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
, 1931.11.7.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 第7冊, 中共中
央黨校出版社, 1991.3. 제775～776쪽.
81)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제115쪽.
82)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제436～4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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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유격대에서도 그 인구비례가 보다 적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영도직무에 적지않게 있
었지만 연변처럼 그렇게 극‘좌’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고 ‘한인쏘베트’와 같이 보다 엄중한
노선착오와 민족문제가 근본상 발생할 수 없었다.

Ⅲ. 연변항일혁명의 특수성에서 본 중조민족관계 문제
‘반민투’의 여러가지 원인중에 중조민족간의 오해, 편견과 갈등도 한개 주요한 기초적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동만항일무장
투쟁사와 ‘반민투’ 원인에 대한 연구논문들에서 대체상 두가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중국학자들의 경우는 중공당과 항일무장대오내의 민족문제를 거의 모두 외면하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반면, 기타 나라 학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중조민족간의 갈등
과 모순투쟁에 귀결시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리고 고국남북 사학계 모두가 ‘반민투’연구에서 중국인 간부들의 문제만을 보다 크게
부각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암둔한 민족배타주의자’,83) ‘편협한 민족주의자’,84) ‘좌경배타주
의’,85) ‘대국주의자’,86) ‘大漢族주의자’87) 등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주저하지 않지만, 조선
민족의 민족편견과 민족배타주의경향 문제는 전혀 외면되거나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역사상 단일민족으로 살아 온 조선민족은 기타 민족과의 관계에서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반항과 굴종을 보다 많이 경험하였고 평등한 민족관계를 보다 적게 체험하였다
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민족편견과 배타주의경향이 전혀 없을 수 있었을까? 중국
이라는 국가범위내에서는 소수민족이지만, 연변지역 특히는 항일유격구내에서 절대다수
민족으로 자리잡은 조선인들에게 민족평등단결에 영향주는 민족편견과 배타주의경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없었겠는가? 민족 사학계가 ‘반민투’문제 연구에서 역사피해의
식으로 공정합리성을 흐리우는 경향이 없지 않는지? 현실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
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동북조선민족은 새롭게 형성되는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時空상에
서 한족, 만족 등 기타 민족들과의 공동지역 생활기간이 보다 짧았고 이에 따라 상호간의
83)
84)
85)
86)
87)

김일성동지 략전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2.4. 제147쪽.
임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0.11. 제94쪽.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1993.5. 제40쪽.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년대순 2),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0.6. 제46쪽.
신주백, ｢1932-36년 시기 간도지역에서 전개된 반‘민생단’투쟁 연구｣
, 成大史林 (제9집),
1993.12. 제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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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교류와 요해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민족잡거지역내의 같은 소수민족들인 만족,
몽고족 등에 비교하여 조선민족은 동북사회와 주체민족인 한족에 대한 이해와 융합이 보
다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민족간에
오해, 편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히는 20세기 최초부터 일제가 동북침략과정에서 시종일관하게 조선민족을 ‘통제․
이용’하면서 민족이간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였기 때문에 민족문제는 더욱 심각한 갈등,
모순과 사회정치내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9․18사변’ 전에도 동북의 일반 민중들
은 조선인들의 월경천입을 ‘고려인들의 만주침략’이나 ‘일본제국주의의 별동대 행위’88)라
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9․18사변’후 조선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여론과
민족적 악감정은 더욱 험악하게 변해 갔다. ‘고려 몽둥이(高麗棒子-조선인을 가리키는 모
욕적인 칭호임. 조선인들이 중국사람을 가리켜 ‘되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음―필자주)는
모두 일본인의 앞잡이다’,89) ‘로꼬리는 일본주구이다’, ‘로꼬리는 … 동삼성을 탈취하려 한
다’, ‘일본을 치려면 로꼬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90)는 등 조선인들에 대한 민족 악감정의
말들이 적지않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조선인 중공당원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항일혁명활동
에 대해서는 ‘로꼬리 반란’91)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배격하기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구국군과 의용군의 많은 사람들도 ‘협애한 민족적 선입견으로 고려인들을 깔보았으
며 아울러 일본강도들의 악랄한 민족이간책동의 영향을 받아 고려인들을 적대시 하고 의
심하고 꺼리였다’.92)
1944년 12월 당시 중공 동북당조직과 항일연군의 주요한 책임자인 주보중과 장수전은
조선민족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당시 동, 남만에 있은 고려인은 120만명 내
지 130만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일본강도의 도발과 중국 낡은 군벌
의 기시를 받았고 만주와 고려에서는 ‘中韓인민의 충돌’이 끝임없이 폭발하여 서로 원쑤로
여기고 죽이였다. 만주 각 지방에 있는 고려교민들은 경제생활, 습관과 언어상에서 중국
인과 완전히 현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93) 이러한 민족문제가 중조민족 동지들간에도
결코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88)
89)
90)
91)
92)
93)

｢中共滿洲省委關於在滿洲高麗人問題的提案｣, 1930.6.
東滿文獻匯編 (下冊), 2000.9. 제
927쪽.
｢中共滿洲省委爲‘八․二九’韓國亡國紀念告中韓工農勞苦群衆書｣, 1932.8.29.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18쪽.
｢
中共磐石中心縣委緊急報告｣
, 1932.7.30. 東北文件匯集 (甲36), 1989.7. 제56쪽.
｢中共滿洲省委爲‘八․二九’韓國亡國紀念告中韓工農勞苦群衆書｣, 1932.8.29.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18쪽.
주보중, ｢위험 앞에서｣, 1939년. 주보중 문선 , 연변인민출판사, 1987.5. 제219쪽.
｢
周保中, 張壽籛給ＦＯＴＯＢ的信｣
, 1944.12.7. 東北文件匯集 (乙2), 1991.9. 제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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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당내의 중국인과 조선인 모두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항일혁명투쟁에 몸바쳐 나선
동지들이였지만, 역사문화전통과 생활풍속습관 그리고 혁명투쟁역사가 엄연히 다른 두개
의 민족, 두개의 정치사상군체가 혼잡한 시대배경과 험악한 정치환경속에서 급속하게 하
나의 엄밀한 정치조직에 밀착공존되고 공동투쟁함에 있어서 민족갈등이 발생할 수 있었
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상호간에 오해와 갈등의 과정을 격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불가
피한 한개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제의 악랄한 민족이간정책이 집요하게 추진
되는 시대배경과 특히 간고하고 치열한 항일무장투쟁환경에서 그것은 보다 복잡하고 첨
예한 문제들을 파생, 돌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생활에서 상호간에 우선 느끼는 제일 큰 곤난은 당연히 언어소통문제였다. 일
반적으로 말하여, 공동생활지역 민족간의 상호관계에서 언어문자의 교류여하는 그 민족관
계 여하를 결정하는 제1의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1930년대 일제가 무장점령한 동
북땅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특수한 사회환경과 중조민족 공동투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민족언어 교류문제는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당의 엄밀한 조직
체계생활에서 중조민족간에 ‘언어장애로 오는 모든 곤난’94)과 애로는 실로 헤아릴 수 없
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민족잡거지역에서는 민족언어가 혼합사용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민
족인구비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동북 중공당조직과 항일유
격대는 보편적으로 중국어를 위주로 하고 중조민족언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
족인구구성의 보다 큰 비례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어 중심주의’와 ‘한국어 중심주의’의 현상
이 나타나기도 하였다.95) 1930년대 초까지 동북당, 단조직에서 조선인들이 대다수를 차
지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필경은 중국 동북이라는 생활지역범위와 중공당조직이라는 특정
된 사회정치개념에서 그들은 어디까지나 월경천입한 새로운 소수민족이었고 조직체계내
에서의 주체적인 존재로는 결코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동북땅에서 중공당의
영도와 조직체계내에서 활동해야 했고 주체민족인 한족 등 기타 민족들과 함께 공동투쟁
을 해야만 하였다. 때문에 중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될 수밖
에 없었다. 당, 단조직에 새로운 조선인 동지를 가입시킴에 있어서도 ‘그의 정치각오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조건으로 하며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곧 소
개해 들이는’96) 경우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각급 黨部에서는 중국언어가 능히 통할 수
있는 한국동지들은 무조건적으로 신임하고 심지어는 정치상의 강약이나 공작능력을 고려
94) ｢
中共滿洲省委擴大會議記錄｣
, 1932.7.12. 東北文件滙集 (乙2), 1991.9. 제325쪽.
95) 위와 같음, 제325쪽.
96) ｢
仲雲滿洲巡視報告｣
, 1932.7.15. 東北文件匯集 (甲66), 1991.5. 제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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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공작을 분배한다. 때문에 많은 하급 동지들중에는 ‘중국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당의 공작에 참가할 수 없다’는 불정확한 관념”97)까지 일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동북
당, 단조직에서 조선인 간부문제를 언급한 문건들에는 거의 모두가 중국말 구사능력문제
를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중국말을 할줄 모르는 조선인들은 중국인들과
의 대화와 공작토론에서 때때로 손짓, 발짓과 얼굴표정으로 ‘벙어리 극’98)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타 민족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초기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험악한 사회정치환경과 피어린 敵後유격투쟁속에서 중조민족간의 일정
기간내의 당연한 언어교류 장애문제는 결코 불가피한 자연현상 그대로의 단순한 문제만
은 아니였다. 중국인 간부들의 보고서에는 조선인들을 가리켜 ‘듣기좋은 말을 잘하는 能
手’,99) ‘거짓말하는 버릇이 많다’100)거나 ‘일관적으로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기를 좋
아한다’101)는 등 조선인들의 민족성까지 꼬집는 말들이 일부 있다. 그들이 몰이해하거나
편견 등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는
조선인들이 중국어 수준이 낮아 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언어의사와 감정표현
이 제대로 준확하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생긴 여러가지 오해와 의혹도 적지 않았으리라
고 추정된다.
연변지역은 중국조선민족의 제일 큰 집거지역이고 조선인이 다수민족으로 자리잡은 지
역으로서 일제침략과 더불어 ‘조선연장’론과 ‘간도한인자치’론이 크게 대두된 특수지역이
다. 그리고 항일유격근거지내에서도 조선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한인쏘베트’ 문제까지
존재하기도 하였다. 연변지역의 이런 특수한 사회적 객관상황에서 중조민족 관계문제가
남, 북만지역에 비교하여 보다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제와 중
조민족 친일주구들이 항일민족연합전선을 파괴하기 위해 민족이간정책을 집요하게 추진
하는 상황에서 항일대오내의 중조민족간의 민족적 오해, 편견과 갈등이 보다 복잡하고 첨
예하게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역시 언어문자교류상의 문제이다. 조선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인들이
오히려 ‘소수민족’102)으로 되는 동만당, 단조직과 유격근거지의 경우, 민족간의 언어문자
97) ｢
中共滿洲省委擴大會議記錄｣
, 1932.7.12. 東北文件匯集 (乙2), 1991.9. 제324쪽.
98) ｢
中共滿洲省委關於目前東北抗日形勢致中央的報告｣
, 1934.1.27.
東北文件匯集 (甲17),
6. 제59쪽.

1989.

99) ｢
中共東滿黨團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北文件匯集 (甲30), 1989.5. 제34쪽.
100) 위와 같음, 제34쪽.
101) ｢
中共滿洲省委巡視員巡視珠河的報告｣, 1933.11.9.
東北文件匯集 (甲16), 1989.5. 제300
쪽.
102)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1933.10.25.
東滿文獻匯編

연변지역 조선민족 抗日革命鬪爭의 特殊性 硏究 (2)

- 175

-

교류문제가 더욱 보편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민족 문화생
활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항일유격구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조선말을 사
용함은 물론, 당조직의 각종 회의에서도 조선말 위주의 현상이 적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중국말을 비교적 잘하는 조선인을 통역으로 내세워 번역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통역을 내세우지도 않고 중국어 標語와 선전품을 만들지 않는”103)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한국동지들은 달가워하지 않거나 중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국군중에 대
한 공작을 하지 않는’104) 경우와 ‘오직 중국사람만이 중국(인) 공작을 할 수 있다’105)고
하면서 중국인 공작을 외면해 버리는 상황도 있었다.
한족간부들이 제1 책임자를 비롯한 주요간부진을 맡고 있었지만, 조선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그들 극소수의 한족간부들로 하여금 고독감과 소외감은 물론, 격리감까
지 느끼게 할 수도 있었다. 그들이 생활과 공작상에서 느끼는 애로와 곤난이 보다 많았음
은 물론, 이에 따라 오해와 의혹 및 편견이 생길 가능성도 보다 많을 수 있었다. 동장영
의 경우, 그는 조선인 간부들은 ‘중국사람이 한국 말을 모르는 까닭에’ 진상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계급성분’, ‘나쁜 역사와 착오’를 마음대로 속이고 당을 기만한다
고 의심하기도 하였다.106)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주로 한 왕청현위가 상급인 동만“특위에
대해 완전히 외교수단을 사용하면서 특위를 기만하고 눈을 가리였으며 거짓으로 정황을
보고하였고 표면상에서는 특위의 지시를 접수한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철집행
하지 않고 특위의 문건과 지시를 하급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특위의 선전품을 번역인쇄하
지 않았다”107)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 간부들이 상급‘영도기관에 대해 올가미를 만
들고 연합으로 기만하며’ ‘중국동지들을 操縱壟斷하여 다른 대우를 받게 한다’108)고까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어교류상의 장애로 의혹과 불신이 그만큼 더 컸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조선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족 등 기타 민족들이 오히려 조선말을 자연
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동만특위와 제2군의 한족간부들은 ‘영도공작과 민족감정을 견실히
하기 위해 고려문자언어를 학습’109)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王德泰, 王仲山, 曹亞范, 周樹
(上冊), 제225쪽.
103)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1쪽.
104)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中共延邊州委黨史
硏究室編, 東滿地區革命歷史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33쪽.
105) ｢
中共滿洲省委擴大會議東滿代表的報告｣, 1931年,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03쪽.
106) 중공동만특위출판, 량됴젼션 , 제11기, 1933.5. 제2쪽.
107)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4쪽.
108)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滿地區革命歷
史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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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등 주요한 영도간부들은 조선말을 어느정도 알아 듣거나 말할 수 있게 되었다.110)
남, 북만지역에서 한족 등 기타 민족들이 조선말을 배우거나 사용하는 현상은 극히 드물
었고 반면에 조선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동만조선인들보다 훨씬 빠르고
숙련되었다.111)
둘째는 생활상의 민족풍속습관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음식습관에서 조선인들은
생생한 채소와 찬 음식을 보다 즐기고 중국인들은 기름에 볶은 반찬과 더운 음식을 보다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을 위주로 한 동만유격대의 음식은 당연히 조선민족음식을
위주로 하였다. 반일부대 사병들은 항일유격대의 조직생활과 전투에서의 용감성 등을 매
우 부러워하면서도 ‘다만 유격대의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하여’ 직접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
였다.112) 1934년 6월 왕청현위의 ‘결의안’에서는,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인민혁명군에
참가하려는 마음이 매우 열렬하지만 음식상의 관계로 말미암아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사
실이 매우 많다’고 하면서 매개 중대에 1명의 중국인 주방장을 안배하고 중국인들이 좋아
하는 밀가루, 차와 조미료 등을 가능한 정도까지 노력하여 보장할 것을 결정하였다.113)
1934년말, 공청단 만주성위 특파원인 종자운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만의 인민
혁명군이 일제군경들과 아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의 용감성은 이미 동만사회의 산림대,
구국군과 기타 일반 군중들 모두에게 지워버릴 수 없는 영향을 주었고 적들도 늘상 우리
를 두려워’하지만 ‘고려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중국군중들이 밀접하게 접근
하지 않으며 혁명군의 ‘수량상 발전은 제한받고’ 또 부대내에서의 ‘생활습관이 같지 않고
언어가 같지 않으며 민족감정상의 간격과 장애’가 있고 ‘민족주의 잔여’가 있음으로 말미
암아 참군하였던 중국인들도 몇일이 지나지 않으면 인차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114) 그는
또 보고서에서 유격구의 모든 사람들은 혁명조직에 들어 있고 대다수 부녀들은 사람들과
질서없이 혼잡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유격구가 ‘류망 및 민생단의 양성소로 되었다’115)고
폭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중국어에서 ‘류망’이란 남녀간의 부정행위 등 나쁜 짓만을 일삼

109)

｢
抗聯第二軍和第五軍政治軍事情況的材料｣, 1937年.
東北文件匯集 (甲50), 1991.7. 제
302쪽.
110)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一)｣
, 1935.12.20.
東北文件匯集 (乙1), 1991.12. 제177～
178쪽.
111) 지금도 마찬가지로 흑룡강성과 요녕성 지역에 넓게 산재해 있는 조선족들이 연변조선족들보
다 한어수준이 보편적으로 훨씬 높다.

112) ｢
中共東滿特委補充報告｣, 1934.2.8.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91쪽.
113) ｢
中共汪淸縣執委會決議案｣, 1934.6.15.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78쪽.
114) ｢
團滿洲省委特派員(鐘)巡視東滿工作的報告｣, 1934年末.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88쪽.
115) ｢團省委特派員鐘關於東滿反日鬪爭情況的報告｣, 1934.12.4.
東北文件匯集 (甲20), 1990.3.
제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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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달, 망나니를 말하는데, 그는 아마도 유격구의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즐겁게 노래
하거나 춤추는 것 등 조선민족의 오락생활풍속을 못 마땅하게 잘못 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일제의 간첩주구단체라는 ‘민생단’에 직접 연계시켜 생각하기도 하였다.
1935년 2월 중공 길동특위가 만주성위의 위탁을 받고 동만당에 보낸 편지에는 민족관
계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116)
… 고려대원들은 마땅히 중국대원들과 친밀한 우애관계를 건립하고 중국말을 많이 하며
중국대원들을 많이 도와주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이 안착하게끔 해야하는 바, 그들로
하여금 입대하자마자 곧 생활습관이 같지 않음을 느끼고 다시 대오를 탈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대오내의 민족성분을 전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많
은 중국민중들을 대오내에 흡수해야만이 비로소 광대한 중국민중과 친밀한 연계를 건립할
수 있다. 마땅히 중국대원들의 단독적인 분대를 조직함으로써 중국대원들을 확대해야 한
다.…

한개 부대내에서 민족간의 생활습관이 서로 같지 않음으로 하여 생기는 문제와 민족별
로 기층분대를 조직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민족간의 생활습관 차이와 불편함이
크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부의 불화음도 있었다는 것이다. 남, 북만의 경우 조선인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부대내의 음식 등 생활습관 모두가 당연히 중국인 위주였고 조선인
들은 이에 무조건 적응되는 상황이였다.
셋째는 민족성격과 문화정서상의 차이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조선인들의 민족적
인 성격이나 정서는 상대적으로 명랑하고 급하고 감정충동적인 면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행동자세에서 나타나는 한족들의 보다 여유있고 느슨한 자세와
조선족들의 보다 급하고 당돌한 행동, 감정표현에서 나타나는 한족들의 보다 느긋한 표현
과 조선족들의 보다 즉흥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예하면, 당시 조선인들이 ‘중국
사람은 청년이 없다’117)고 말하여 중국인들의 적지않는 불만과 반감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보다 여유있고 신중하며 느슨한 성격과 행동자세에 대한 조선민족적인
오해와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용감하게 혁명에 떨쳐나서는 열혈청년이 없다는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낙후한 중국인’118), ‘중국군중은 낙후하다’119)고 하거나 ‘중국인은
낙후하여 혁명하지 않고 한국인은 혁명한다’120)고 극단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던
116)

｢中共吉東特委致東滿黨團特委及人民革命軍的信｣,

1935.2.1.

東北文件匯集 (甲35),

1989.

11. 제5쪽.
｢團滿洲省委關於少先隊,遊擊隊等工作給東滿團特委及全體同志的信｣, 1933.12.10.
東滿文獻
匯編 (下冊), 제1278쪽.
118) ｢
駁‘反動群衆’, ‘兩面派群衆’, ‘中國人落後’的觀點｣
, 1933.5.8.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108쪽.
119) ｢
團汪淸縣委擴大會議的決議案｣
, 1933.6.15.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264쪽.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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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동만의 항일혁명을 조선인들이 위주로 하여 남먼저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땅에서 중공당에 가입하고 그 당의 조직영도아래 중국혁명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인식
하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합리하고 소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인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左傾關門主義’ 경향이 있었는데 그들
에 대하여 ‘입당소개를 하지 않고 제발하지 않으며 훈련시키지 않고 중국간부들을 중시하
지 않는다’121)는 지적과 “중국인 간부를 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인 간
부를 배척하였다. 중국인 당조직을 발전시키기에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
일유격전쟁과 모든 군중운동중에서 나타난 적극분자들의 입당마저 거절하였다. 우선 중국
인들의 입당을 거절하였다”122)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입당표준
과 간부조건 외에도 조선인들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표준으로 한족 등 기타 민족성원들을
고려하는 경향이 어느정도라도 있을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와 반면에 종자운의 경우, 그는 조선인을 위주로 한 인민혁명군의 ‘전투정신은 실로
사람을 놀래울 정도로 용감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조선인들의 군사조직생활과
풍속습관 등을 보고는 ‘군사기률을 조금도 강구하지 않고 휴식, 식사, 잠자기, 행군, 주
둔, 숙영 등 모든 방면에서 의연히 민족의 낙후한 생활습관 그대로이며 군사집단의 모양
은 조금도 없다’123)고 크게 비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금방 파견되어 온
중국인 간부들의 눈에는 동만혁명활동이 ‘정치문제, 공작방식과 사무문제는 물론, 회의하
는 것과 말하는 것 까지도 모두 다른 하나의 제도가 있으며 매우 이상한 것’124)으로 뵈
이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특위서기 위증민은 ‘매개 중국동지들은 高麗語를 배우고
고려민족의 언어, 풍속, 인정, 습관 등 민족특성을 연구해야 한다’125)는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족간의 오해, 편견과 갈등 등으로 하여 1934년 3월 동만에서 제2군 독립사
가 성립되어 1935년 말까지 중국인이 부대에 참가한 총수자는 조선인들을 초과하였지만
그 대부분이 인차 부대를 떠나 버렸고 장기간 남아 있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1935년 2
월 이전까지 중국인은 인민혁명군 대원의 1～2%에 지나지 않았다.126) 결과적으로는 당
120) ｢
中共滿洲省委給東滿黨團及游擊隊中同志的信｣
, 1933.12.3.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40쪽.
121) ｢
中共東滿特委給省委的報告｣
, 1934.5.23.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303쪽.
122) ｢
中共汪淸縣委第一次擴大會議的決議｣, 1933.6.9.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33쪽.
123) ｢
團滿洲省委特派員(鐘)巡視東滿工作的報告｣, 1934年末.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88～
1189쪽.
124)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23쪽.
125)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六)｣, 1935.12.20.
東北文件匯集 (甲30), 1989.5. 제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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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민혁명군을 ‘영원히 고려 소수민족속에 묶어두고 중국의 광대한 군중들의 지지
를 받을 수 없게 한다’127)는 비판까지 받게 되고 ‘민생단’의 한개 죄악으로 주목되기도 하
였다.
넷째는 민족잡거지역내의 다수민족으로서의 특수성이 나타났다. 조선인들이 절대다수
를 차지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던 습관’과 ‘농후한 조선
민족주의 색채’128)가 더욱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사회 일부에서는 심지
어 ‘간도는 자고로 조선 땅이니 응당 조선사람이 차지하여야 한다’거나 ‘조선사람은 조선
의 독립이나 하려고 할 것이지, 중국혁명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조선사람이 중국혁명에
참가하여 공연히 피만 흘릴것이 무엇인가?’ 하는 ‘민족배타주의적 사상독소’129)와 잡음까
지 공공연히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중공당의 ‘볼쉐비크 교육을 진정으로
받은 것이 매우 적기’130) 때문에, 그리고 조선이 가까운 연변지역에서 조선인이 절대다수
인 환경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 단원 대부분이 중국혁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역사를 알지 못하였으며’131)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시대사명, 그리고 현실작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분의 조선인 혁명가들은 ‘중국당에 있
으면서 중국혁명임무를 집행하지 않고 한국혁명임무를 집행한다고 이해하며 심지어 어떤
한국동지는 중국당, 단에 가입할 때에도 그것이 중국당, 단(조직)인 것을 모르는’132) 상
황도 있었다. 1934년 1월 동장영이 상급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직부장으로서
특위 일급의 유일한 조선인 영도간부인 김성도까지도 ‘중국혁명문제에 대한 요해가 아직
너무 적고 중국정황을 요해하지 못한다’133)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중국의 반동군벌당국과 봉건지주, 친
일漢奸들에 대한 투쟁도 보다 대담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말하여 남만조선인
들의 투쟁은 이렇지 못하였다. 예하면, 1932년 5월 중공 반석현위도 ‘좌’경노선에 따라
혁명폭동을 조직하였는데 조선인 친일주구 40여명을 체포하고 ‘군중법정’의 심판을 거쳐

126)
127)
128)
129)
130)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五)｣
, 1935.12.20.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417쪽.
위와 같음, 제417쪽.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제85쪽.
임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0년. 제92쪽.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五)｣, 1935.12.20.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
416쪽.
131) ｢
中共東滿黨團特委工作報告｣
, 1933.10.25. 東北文件匯集 (甲30), 1989.5. 제48쪽.
132) ｢
中共滿洲省委巡視員關於‘中共東滿特委,團東滿特委工作報告’｣, 1933.10.25.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29쪽.
133) ｢中共東滿特委長榮同志給省委及吉東局的報告’｣, 1934.1.7.
東滿文獻匯編 (上冊), 2000.9.
제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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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서 모두 총살하였다. “하지만 이 위대한 군중행동중에서 당의 영도는 오직 한국주
구만을 죽이고 (중국)지방관청은 감히 진공하지 못했으며 중국국적의 일본주구는 한사람
도 감히 체포하지 못하였다. … 영도동지들이 모두 한국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지
주들이 ‘고려인 반란’을 선전할가봐 두려워하고 고려인이 중국인을 죽이면 민족악감을 일
으킬가봐 무서워 하였던”134) 것이다. 동만의 경우 중국지방관청이나 중국인 친일주구들
을 대상으로 과격한 투쟁을 감히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국군, 의용군이나 산림대 등
기타 중국인 반일부대들이 항일투쟁에 견결하지 못하고 작전에서 용감하지 못하다고 인
정하고 ‘일본을 치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좋으니 그들을 연합할 필요가 있는가’135)고 여기
면서 그들과의 통일전선건립에 소극적인 경향도 없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에 남만의
조선인 중공당원들은 민족관계의 악화 등 객관환경의 곤난으로 말미암아 조선인이 많은
동만으로 이동할 것까지 계획하였지만, 동만의 경우 ‘반민투’로 조선인들이 대량적으로 배
척, 희생당하니 ‘우리가 중국혁명을 도와주기 보다 우리끼리 우리의 혁명을 하는 것이 낫
겠다’136)거나 ‘모험적으로 중국혁명을 도와주기 보다 우리들 자기로 간도 고려인의 자치
구를 건립하는 것이 낫겠다’137)는 말까지 있었다. 조선인이 보다 많음으로써 민족적 자신
심, 독립성과 자주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기타 민족과의
항일통일전선을 결성하는데 일부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인 반일부대들은 조선인 위주의 항일유격대를 ‘매우 사랑하는 영웅’으로 보고 그들
과의 연합작전을 주동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노꼬리’이기 때문에 ‘늘상 그 어떤 불
안을 느끼였다’.138) 물론 동만당내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벌려온 ‘반민투’의 악
영향이 주요원인이겠지만, 조선인 측의 문제도 결코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저한도
에서 말해도, 지역의 다수민족으로서의 포용력과 응집력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다.139)
134)
135)
136)
137)
138)
139)

｢
仲雲巡視滿洲的報告第二號｣
, 1932.6.13. 東北文件匯集 (甲10), 1988.9. 제382～383쪽.
｢
文德關於滿洲問題的報告(節選)｣, 1934.12.19.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430쪽.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五)｣
1935.12.20.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424쪽.
위와 같음, 제418쪽.
｢
中共東滿特委補充報告｣, 1934.2.8.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295쪽.
필자는 1993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5년 남짓한 기간에 한국 인하대학교 사학과에서 한
국 근현대사의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하나의 큰 의문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국의 전체 국민이 한개 단일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넓지않은 국토에 밀집
되어 있고 국내의 시장경제와 상품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등 교통
수단이 매우 발달되어 전국 방방곳곳이 모두 하루 생활권내에 들어있고 통신수단이 극도로
발전된 오늘의 상황에서도 적지않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역감정’에 깊이 빠
져 있고 혈연, 학연과 지연을 그토록 심하게 따지는지 매우 이상하게만 생각되며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고국역사를 20여년간 공부한 필자도 이 괴이한 현상을 不可思議한 문제로 인정
되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여 왔다. 혈연, 학연과 지연에 집착하는 것만큼 기타에 대한

연변지역 조선민족 抗日革命鬪爭의 特殊性 硏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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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여, 조선인 위주의 동만항일민족통일전선은 남, 북만지역에 비교하여 크
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제측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인 당원은 원래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가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지금 중국인 간부들의
의향은 조선인들을 몰아내고 산림대의 적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140)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중국인 공비의 항일인민전선의 발전시대’는 곧바로 ‘동만유격구의 괴멸시대 ― 조선
인 공비의 몰락시대’141)라고 결론한 바 있다. 적들의 편견적인 분석이지만, 결코 무리만
은 아니고 현상파악만은 어느정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연변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박춘일은 1986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933년
‘당중앙의 ‘1․26지시’가 시달되면서 중공 동만특위에 존재하던 ‘좌’경 착오가 많이 극복되
였다. 그러나 동만유격근거지에는 시종 ‘좌’경로선이 철저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중략)
그런데 무엇 때문이였는지(나는 지금도 똑똑히 알 수 없다) 1934년 겨울부터 동만에서
‘좌’경 오유는 더욱 엄중하여 졌다. 이 시기 가장 엄중한 오유는 이른바 반‘민생단’투쟁의
확대화였다’.142) 이는 당사자의 곤혹스러운 체험담이 아닐 수 없는데, 문제의 관건은 ‘반
민투’의 악영향이 있었음과 동시에 조선인 친일파들의 악작용이 컸으며 중조민족간의 민
족적 오해와 편견 또한 적지 않았고 조선민족 자체에도 문제가 없지 않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원인도 매우 복잡하게 있었다는 것이다.

Ⅳ. 동만조선민족 항일혁명영도핵심의 형성문제
지금 조선의 일반 국민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와 연관되
어 ‘반민투’상황을 잘 알고 있다. ‘반민투’의 역사현장인 우리 연변지역의 사람들보다도 ‘반
민투’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 ‘8.15광복’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립한 주요한 영도핵심
역량은 바로 김일성을 위수로 한 동북항일무장투쟁 출신자들이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선의 국가정부, 당과 군대의 주요한 영도핵심역량은 바로 동북항일투쟁

외면이나 배척이 반드시 있을 것과 그만큼 포용력이 적을 것만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따라
서 1920년대 이래 동북조선민족 항일무장투쟁에서의 많은 문제들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
는 것 같기도 하다. 고국 남쪽의 역사학계를 비롯한 모든 학계에 하나의 큰 질문을 남기면서
보다 명철한 해답을 널리 구하고 싶다.
140) 軍政部顧問部,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康德3年(1936), 제118쪽.
141) 위와 같음, 제62쪽.
142) 최삼룡 정리, 박춘일 항일회상기 , 연변인민출판사, 1986.4. 제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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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상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
로!’ 라는 사회구호가 계속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조선혁명의 역사근원은 바로
항일무장투쟁에 있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은 바로 항일
혁명전통을 직접적으로 계승, 발전한 현실의 정치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말하
면 동북항일무장투쟁사는 결코 단순한 역사연구문제만이 아니고 조선혁명의 민족주체성
과 혁명전통 계승성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현실정치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동만항일혁
명과 ‘반민투’사건은 조선혁명투쟁사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을 위수로 한 조선혁명의 영도핵심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935년말 동만특위서기 위증민은 조선민족내부에서 ‘민생단’이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고려를 점거하여 지금까지 이미 30여년이 지났다. 이 30여년간에 고
려의 광대한 군중들은 파쟁(조선공산당―필자주)의 영도아래에서 일제통치를 뒤엎고 고
려민족독립을 도모하는 해방운동에 적지않게 참가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실패당하였다.
… 고려의 민족독립해방운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유력한 영도역량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143)고 지적한 바 있다. 당, 단조직내에 ‘민생단’의 특위와 현위 등 조직체계
까지 있다고 오해한 위증민이지만, 근 40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조선민족의 반일
독립해방운동이 ‘강유력한 영도역량’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판단
이 아닐 수 없다.
동북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동만에서의 ‘반민투’과정은 조선인 혁명가들에 대한 일대
준엄한 시련임과 동시에 조선민족항일혁명의 영도핵심역량이 점차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하긴 남만에서는 이동광, 이홍광을 중심으로, 북만에서는 최석천(최용건), 김책,
허형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민족 항일혁명의 영도핵심이 점차 형성되었지만, ‘반민투’의 잔
혹한 역경속에서 특히 간고하게 이루어진 동만조선인 항일혁명대오의 영도핵심은 그 형
성과정과 질적인 면에서 그들과 적지않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동만의 항일혁명투쟁은 조선국내와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였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위는 ‘조선혁명운동으로 反帝工作 및 일반 혁명군중의 조직을 추진한다’144)는 것을
‘책략적 총노선’의 하나로 제기하고 2월에는 ‘한국독립기념’일인 3월 1일을 맞아 ‘시위운동’
을 발동하고 ‘한국혁명운동 지원’을 하나의 ‘중심구호’로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145) 동
143) ｢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五)｣
, 1935.12.20.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425～426쪽.
144) ｢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目前革命鬪爭形勢與我們的策略｣
, 1930.1.22.
東北文件匯集 (甲
4), 제124쪽.
145) ｢
中共滿洲省委通告第九號-滿洲革命形勢的發展及黨的任務｣
, 1930.2.5.
東北文件匯集 (甲4),
제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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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공당에 대량 가입한 직후인 8월에 이르러 만주성위는 동북‘정
치임무’의 하나로 조선혁명문제를 논하면서 “중국혁명과 한국혁명은 갈라 놓을 수 없다.
만주혁명의 폭발은 우선 한국의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일제의 더욱 빠른 멸망을 촉
진하게 될 것이다. 만주는 한국국경에 붙어 있는데 지리상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판도이
다. 만주에 있는 140만 한국이민들은 이미 중국혁명운동에 참가하였는 바, 이것은 더욱
더 한국혁명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만주당이 한국식민지 혁명을 옹호하고 지원
하는 것은 집적적으로 소련을 옹호하고 중국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인 바, 이것은 목
전 만주당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이다”146)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9월에는 동북 ‘한국농민
폭동’의 ‘영향이 한국 내부에까지 확산, 심입되게 함으로써 한국혁명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147)고 강조하였다. 10월에는 동만특위에 편지를 보내어 ‘조선국내의 공작을 개발,
건립하기 위해 朝鮮國內工作委員會를 성립’하고 성위의 ‘지휘집행을 위탁’받아 ‘조선국내의
일체 공작을 건립, 포치’할 것을 지시하였다.148)
1931년 2월 동만특위는 만주성위의 지시에 따라 ‘조선국 공작에 대한 결의’149)를 채택
하고 몇개의 사항들을 결정150)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동만특위서기를 서기로 한
3명의 ‘조선국내공작위원회’를 조직한다. 둘째, 일부 동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회녕, 평
양, 서울 등 곳에서 군중공작을 시작하고 점차 당조직을 건설한다. 셋째, 동만 변경지역
의 당조직들로하여금 조선국내로 적극 발전하게 한다. 넷째, 동만특위와 만주성위의 ‘조
선국 공작위원회’ 명의로 조선군중들에게 ‘조선혁명 원조’의 ‘선언’을 발표한다. 다섯째, 조
선국내 혁명조직의 1명 대표가 동만에 와서 ‘연락원’으로 있게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후
‘조선국내 공작위원회’는 선후로 약 20명의 조선인 중공당원을 조선국내로 파견하였고151)
연길현 개산툰구위(區委) 같은 변경지역 당조직에서는 이미 두만강 남안의 조선국내공작
에 착수하여 수십명의 군중을 조직하기도 하였다.152)
같은 해 5월과 9월에 만주성위가 결정한 ‘만주 한국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153)과 조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關於滿洲工作狀況及工作計劃｣
, 1930.8.8.
東北文件匯集
1988.11. 제97쪽.
｢
中共滿洲省委關於滿洲政治形勢與黨的工作任務的報告｣,
1930.9.
東北文件匯集
1988.11. 제280쪽.
｢
中共東滿特委給省委的信｣, 1931.2.23. 東北文件匯集 (乙2), 1991.9. 제259쪽.
｢中共滿洲省委朝鮮工作委員會對於朝鮮國工作的決議｣, 1931.2.22.
東北文件匯集
1991.9. 제253～256쪽.
｢
中共東滿特委給省委的信｣, 1931.2.23. 東北文件匯集 (乙2), 1991.9. 제261～262쪽.
｢
寥如愿談朝共黨員加入中共問題｣
, 1961.12.20.
｢
中共開山屯區委給縣委的信｣
, 1931.1.4.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588쪽.
｢
中共滿洲省委關於滿洲韓國問題決議案｣, 1931.5.26.
東北文件匯集 (甲8), 1988.6.
7～141쪽.

(甲5),
(甲5),

(乙2),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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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내 공작에 관한 ‘결의’154)등에서는 모두 조선혁명지원을 ‘제일 중심적인 실제임무의
하나’로, ‘한국동지를 파견하여 한국에 돌아가 공작하게 하는 문제는 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1933년 1월 만주성위는 동만특위에 “한국을 도와 당의 조직을 발전
시키고 군중공작을 건립해야 한다. 동만당은 의연히 가능한 정도까지 일부분 간부들을 파
견하여 이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동만당은 한국공작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동만
당의 중심임무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 공작은 동만공작의 발전과 배합에 있어
서 매우 밀접히 연계되는 것이다”155)고 지시하였다. 이 시기까지 만주성위는 동북항일혁
명과 조선의 항일혁명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면서 동만이 조선혁명지원에서 보다 큰 작용
을 일으킬 것을 줄곧 희망, 지시하였던 것이다.
중공당의 ‘조선혁명지원’의 방침아래 동만조선인 혁명가들은 조선혁명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조선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다. 1933년 여름이래 ‘반민투’가 더욱 악
화되고 조선민족주의자=조공당 ‘파쟁분자’=일제간첩 민생단이 완전히 동일시 되는 험악
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조선진출은 끝이지 않았다. 예하면, 1933년 음력 7월경 왕청유격
대의 최춘국과 연길유격대의 최현은 조선국내 온성에 잠입하여 순사 1명을 사살한 적이
있으며156) 1934년 2월 왕청유격대는 조선국내로 진격하여 일본군 1명을 타살하고 보총
한자루를 빼앗았다.157) 1935년 3월 동만당, 단특위의 “반‘민생단’투쟁에 관한 결의”에서
는 ‘일부분의 무장을 파견하여 (조선)변경을 넘어서 유격운동을 시작하며 고려인들의 독
립을 진정으로 도와줄 것’158)을 결정하였고 제2군 독립사의 ‘政委聯席會議(요영구 회의)’
에서도 일부의 부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며 ‘中韓游擊區’159)를 건립할 것을 결
정하였다. 당시의 실제상황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었지만, 조선혁명과의
관계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상대적으로 말하여 동만에서
조선과의 사람 왕래가 제일 많았고 그곳 소식이 제일 빨리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조선혁
명에 대한 관심 역시 가장 많았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남, 북만의 경우, 동만의 ‘조선국내 공작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실제로 조직된 적이 없
고 조선혁명과의 연계가 동만처럼 밀접하지는 못하였다. 1935년 2월 남만의 이홍광 부대
154)
155)
156)
157)
158)
159)

｢
中共滿洲省委對東滿特委關於朝鮮國內工作的決議｣
, 1931.9.12.
東北文件匯集 (乙2), 1991.
9. 제287～291쪽.
｢
中共滿洲省委關於當前的任務給東滿特委的指示信｣
, 1933.1.1.
東北文件匯集 (甲12), 1988.
5. 제28쪽.
혁명의 길에서 (2),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3년. 제112～114쪽 참조.
｢
汪淸游擊隊的歷史｣
, 1941年. 東北文件匯集 (甲62), 1990.10. 제305쪽.
｢
中共東滿黨團特委關於反民生團鬪爭的決議｣, 1935.3.1.
東北文件匯集 (甲30), 1989.5. 제
229쪽.
｢
東北人民革命軍政委聯席會議｣
, 1935.3.21. 東北文件匯集 (甲44), 1990.4. 제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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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을 습격한 사실160)도 있지만, 동만에서처럼 조선혁명과
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아니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동만은 중국조선민족
의 제일 큰 집거지역이고 조선인이 다수민족으로 자리잡은 특수지역으로써 모국에 대한
사회적인 감정의식이 보다 깊고 조선혁명과의 연대의식이 보다 강렬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의 더욱 중요한 원인은, 중공당에서도 동만이 조선혁명지원에서 보다 큰 작용을 일으
킬 것을 줄곧 요구하여 왔다는 것이다. 1936년 여름이래 김일성부대의 보다 광범위한 조
선국내공작 진출과 ‘보천보’전투 등은 이 한 연장선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동만의 항일혁명투쟁이 더욱 활발하고 격렬하였으며 더욱 간고하였다. 앞의 논문에
서 보다시피, 1930년대 초반에 있어서 동만의 항일무장투쟁은 그 규모와 활약상, 그리고
사회영향에서 전 동북의 제1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당시 일제는 동만항일혁명운동을
자신들의 ‘만주에 대한 정책수행의 일대 암증’161)으로, ‘전 만주 공산주의운동의 소굴’162)
로 인정하고 ‘만주의 안정은 간도로부터’163)라는 ‘표어’까지 들고 나섰다. 그리고 중공당
의 항일혁명무장과 인민대중을 격리시키는 일제의 ‘匪民分離’ 정략에서 ‘공비숙청과 치안
확립에 충분한 효과를 낸’164) ‘집단부락’정책이 동만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165)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제는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동만항일유격근거지에 대하여 선후로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군사‘토벌’를 감행하였는데, 제1차는 1932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년간이
였고 제2차는 1933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봄까지였으며 제3차는 1934년 10월부터
1935년 5월까지 반년 남짓한 기간이였다. 일제군경들은 항일유격구들에 대한 군사‘대토
벌’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빼앗는 ‘三光政策’을 잔혹하게 실시하였다. 제1차
‘대토벌’ 때 일제 조선주둔군 제19사단의 ‘간도임시파견대’의 경우만을 보아도 1932년 4월
부터 그해 년말까지 동만 여러 민족의 항일군민 1,200여명을 사살하고 1,500여명을 체
포하였으며166) 이듬해 3월까지 모두 381차의 ‘토벌’작전을 진행하였다.167) 용정주재 일
본 총영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1932년 1년간 총영사관 소속의 경찰들은 322차의 ‘토벌’
160) 김준엽, 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제31～33쪽.
161) 間島協助會本部, 最近に於げる間島共産運動狀況 , 1936.5. 제9쪽.
162) 菊池亨, 滿洲共産匪對策に就て - 主として東滿間島地方 , 1935年. 조선 사회과학자협회 문
고, 등록번호 232. 제304쪽.
163) ｢
昭和8年1月27日附在間島永井總領事發信, 在滿武藤大使宛報告要旨｣,
外務省警察史(間島の
部) (2-1), 제8413쪽.
164) 滿洲國軍事顧問部, 國內治安對策の硏究 , 第二輯, 康德4年, 제97쪽.
165) 위와 같음, 제27쪽.
166) 軍政部顧問部, 滿洲共産匪の硏究 , 第1輯, 康德3(1936)年. 제78쪽.
167) 中共延邊州委黨史工作委員會, 黨史硏究所編,
延邊歷史事件․黨史人物錄 , 1988.6. 제79～
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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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그중에서 일본군과의 연합작전 196차, 경찰부대의 독립작전 126차)을 진행하고 항
일군민 2,766명을 살상하고 2,485명을 체포하였다 한다.168) 일제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동만항일유격구에 덮쳐들어 ‘토벌’작전을 빈번히 벌이면서 ‘백명을 죽이면 그속
에는 반드시 공산당(원)이 두명 있을 것이다’169)고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1931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의 1년 남짓한 기간
에 일제 ‘토벌대’는 연길현 해란구 花蓮里 일대의 12개 마을을 대상하여 선후로 94차의
크고 작은 ‘토벌’작전을 진행하여 중공당원, 공청단원과 항일군중 1,700여명을 학살하기
도 하였다.170) 동만항일유격구에 대한 적들의 총체적인 ‘책략’은 “① 경제봉쇄, ② 堅壁淸
野, ③ 도로수축, ④ 挑撥離間과 유인매수(利誘收買), ⑤ 포위소탕, ⑥ 추격‘토벌’”171) 등
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동만의 항일무장투쟁은 제일 치열하고 참혹하였는 바, 그 곤난함은 ‘어
느 지방에도 없었던’172) 것이다. 예하면 1933년 겨울 연길현 灣灣溝 유격구(王隅溝 유격
구를 가르킴―필지주)의 경우 7명씩 한개 소조로 하루에 한그릇의 쌀 밖에 차려지지 않
았지만.173) 그들은 혹독한 굶주림과 추위속에서도 적들의 7,80여차례의 우세한 무력진공
을 영용하게 물리친데서 ‘東三省은 점령하기 쉬워도 만만구 만은 쳐들어 가기 어렵다’는
노래까지 있게 되었다.174) 1938년에 작성된 제2군의 한 총결자료에는 동만항일무장투쟁
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75)
각 지방 유격대의 사람은 적었지만, 그들의 간고분투 정신, 上下一致의 단결, 엄격한 군
사기률, 우량한 정치교육, 희생적인 결심, 그리고 전쟁에서의 영용함으로 하여 무장이 정예
한 적의 모든 흉악한 군대들을 능히 전승할 수 있었다. … 영용하게 잘 싸우는 부대는 오직
인민혁명군 뿐이고 곤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대는 오직 인민혁명군 뿐이며 상하가
일치하고 기률이 질서있게 엄격한 부대도 오직 인민혁명군 뿐이라는 것을 그들(구국군, 산
림대 등 기타 중국인 반일부대를 가리킴―필자주) 대부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승인하게 되었
다. … 그럼 적들의 몇차례의 ‘토벌’중에서 우리 군은 추호의 손실과 곤난을 격지않고 편안하
고도 순리롭게 그 ‘토벌’들을 격파하고 자신들을 불가소멸의 역량으로 단련시켰는가? 당연히
168)
169)
170)
171)
172)
173)

｢昭和8年3月17日附在間島永井總領事發信, 在滿武藤大使宛報告要旨｣(昭和7年中間島及接壤地
方治安情況), 外務省警察史(間島の部) (1-2), 外務省, 제8248쪽.
｢
團滿洲省委特派員(鐘)巡視東滿工作的報告｣, 1934年末. 東滿文獻匯編 (下冊), 제1181쪽.
최성춘 주필, 연변인민 항일투쟁사 , 민족출판사, 1999.12. 제177～179쪽.
｢
東北人民革命軍第二軍之産生及其發展的經過｣
, 1938年.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784쪽.
위와 같음, 제764쪽.
｢東北抗日鬪爭的形勢與各抗日部隊的發展及其組織槪況(節選)｣, 1935.1.
東滿文獻匯編 (上

冊), 제638쪽.
174) ｢
東北人民革命軍第二軍之産生及其發展的經過｣
, 1938年,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774쪽.
175) 위와 같음, 제769～7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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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그것은 많은 간부들의 영용한 희생과 견결하고도 용감한 전사들의 수많은 선
혈로 바꾸어 온 것이다. 그들은 4, 5년간의 굶주림과 추위 등 실로 참기 어려운 곤난한 조
건에서 단련되었고 적들의 槍林彈雨와 비행기, 대포의 포격속에서 투쟁하여 왔으며 冰天雪
地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뼈를 깍는 고통을 참고 견디어 냈으며 산과 령을 넘고 밀림과 강을
건너며 어렵고도 긴장한 환경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인간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
든 곤난과 고통을 다 격었다. 하지만 모든 영도자와 전사들은 어떠한 고통과 곤난에 봉착하
여도 동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정성, 용감성과 투쟁성을 한층 더 높였고 따라서 최종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었다.

동만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로서의 가장 적실한 경험총결과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들
은 약소한 항일무장대오로 일제와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유격투쟁을 견지하였으며 험
난한 시련을 격으면서 수많은 희생을 지불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에서 정식 인정한 연
변의 항일혁명열사는 모두 3,125명인데, 그 중에서 한족, 만족 등 기타 민족은 99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선민족으로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176) 김일성을 위수로 한 동만
조선인 항일혁명역량은 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견강한 혁명무장대오로 단련, 성장하였던
것이다.
③ 동만의 항일혁명투쟁은 조선인 친일파문제로 하여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1938
년 1월 중공 吉東省 下江특별위원회의 ‘확대회의 의결안’에는 ‘9․18사변’ 이래의 동북조
선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177)
… 일제는 만주를 침략점령하는 최초기에는 고려민족 인민을 이용하면서 희생을 하게 하
거나 모종의 특수이익을 주었으며 일부분의 상업과 금융을 조종하여 독물을 판매하게 하고
중국인들의 토지를 빼앗았다. 그리하여 일본을 미워하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비자각적으로
고려인들에게 이전되게 하였다. 일제는 다시 고려인들에게서 모든 경제이익과 토지를 획득
하였으며 고려민족중의 많은 인간 쓰레기들을 조직하여 주구간세로 만들었다. ‘민생단’, ‘협조
회’와 ‘관동군’은 만주에서 고려인들의 해방운동을 집적 파괴함과 동시에 중국과 고려의 연합
을 파괴하고 민족을 이간, 도발하는 갖은 나쁜 짓을 다 하였다. 그리고 또 ‘간도자치’, ‘천황
정부는 조선인민을 부조하기 위해 만주에 출병했다’거나 ‘만주는 중고시대에 고려국의 지방이
였다’는 등으로 기편유혹하고 압제하여 재만고려인들의 항일구국해방운동은 이미 수많은 곤
난과 복잡한 장애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제의 악랄한 모략책동과 조선민족 항일혁명운동이 봉착한 ‘수많은 곤난과 복잡한 장
애’의 원인을 집약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동만에서 제일 돌출하게 반영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만은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항일혁명
176) 최성춘 주필, 연변인민항일투쟁사 , 부록, ‘연변항일열사일람표(2)’ 참조.
177) ｢
中共吉東省下江特別委員會擴大會議議決案｣, 1938.1.5.
東北文件匯集 (甲31),
325～326쪽.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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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인이 주역으로 나선 특수한 지역이였다. 때문에 1933년 5월 일본정부 총리대신
까지도 ‘간도 공비의 취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간도의 공비취체에는 조선인을 사용
하는 것이 한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178)고 제의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제
가 조작한 조선인 친일파들의 ‘민생단’과 ‘간도협조회’가 동만항일혁명에 끼친 엄중한 파괴
와 악영향은 실로 친일파중의 제1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34년 9월 ‘공산당 격
멸’179)을 주요목적으로 조직된 ‘간도협조회’의 경우, 1936년 6월말까지 1년 10개월간에
동만항일혁명의 기층조직 287개를 파괴하고 5,462명을 체포, ‘귀순’시켰으며 중공당 내부
의 ‘반민투’를 ‘同類相食의 참열한 淸黨事件’으로 극대화 시켰다.180) ‘협조회’는 8,195명이
나 되는 회원으로 동만지역내에 기층조직 139개 總班과 792개 반을 편성하고 일제의 의
도대로 ‘조선인의 불량분자는 조선인의 힘으로 剿滅’하는 민족비극을 빚어내고 말았
다.181) 일제의 잔혹한 무장‘토벌’과 ‘집단부락’정책, 조선인 ‘간도협조회’의 극성적인 파괴
활동, 그리고 내부의 처참한 ‘반민투’로 말미암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이 부득불 동만항
일유격구들을 포기하고 남, 북만으로 거의 전부 이동된 후인 8월중순에 이르러 일제가
‘간도협조회’의 정예분자 약 30명을 선발하여 남만의 동변도지역에 파견하고 ‘協和會東邊
道特別工作部’를 조직하여 ‘협조회’의 ‘조직 및 공작’ 그대로 남만지역의 항일무장투쟁을
파괴, 소멸하게 한 사실,182) 그리고 동만항일투쟁을 혹독하게 진압한 1급 친일파이며 간
도협조회 회장인 김동한이 관동군 사령부 촉탁과 ‘協和會三江省特別工作部長’으로 한무리
의 친일파들을 데리고 북만에 가서 연변에서의 죄악적인 친일행각을 재연한 사실183) 등
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제2군이 남, 북만으로 이동한 상황에 따른 일제 나름대로의
조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친일파들을 이용하여 동만항일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압한 경험을 남, 북만지역에서도 그대로 활용해보려는 것이였다. 여기
에서도 연변조선인 친일파들의 극단적인 친일행각을 충분히 보아낼 수 있다. 연변항일무
장투쟁이 김일성, 최현, 안길, 김일, 임춘추 등 걸출한 항일민족영웅들을 수많이 배출함
과 동시에 김동한 등 악질적인 친일파도 적지않게 배출하였다는 것 역시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연변지역에서 일제 및 위‘만주국’ 군경들과의 무장투쟁이 매우 격렬하고 참혹

178)
179)
180)
181)
182)

｢
間島共匪取締に關する拓相官邸懇談會槪況｣, 1933.5.8.
外務省警察史(間島の部) (2-1),
8494쪽.
滿洲國軍事顧問部, 國內治安對策の硏究 , 第二輯, 康德4年, 제164～165쪽.
위와 같음, 제155쪽.
위와 같음, 제165～167쪽.
滿洲國軍事顧問部,
國內治安對策の硏究(滿洲共産匪の硏究對策編) (第2輯), 康德4年,
159쪽.

183) 中共延邊州委黨史工作委員會, 黨史硏究所編, 延邊歷史事件․黨史人物錄 , 1988.6. 제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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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과 동시에 민족내부 친일세력과의 투쟁도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다고 하겠다. 남, 북만의 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도 친일파들과의 투쟁이 전혀 없은 것은
아니지만, 연변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첨예한 것은 결코 아니였다. 조선민족 친일세력과의
보다 복잡하고도 첨예한 투쟁, 이것 역시 연변지역 조선민족 항일무장투쟁의 한개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④ 동만의 항일혁명투쟁은 조직내부의 ‘반민투’문제로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중공
당,단조직과 항일유격구 내부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반민투’는 동만항일혁명에 막대
한 손상을 주었다.184) ‘반민투’ 경험자들이 이 ‘투쟁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되었거나
여러가지 당하지 말았어야 할 손실을 당한 것이 적들의 정예한 군대와 예리한 무기, 비행
기와 대포에 의해 조성된 손실보다도 더 심하다’,185) 일제의 군사‘토벌에 죽은 것보다 민
생단 투쟁에 죽은 것이 더 많다’186)거나 “‘민생단’의 여파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의 수를 릉가한다면 아마 후대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만 그것은 사실이다’187)고 회고하는 것만을 보아도 ‘반민투’의 첨예성과 잔혹상, 그리고
엄중한 惡果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 동북범위의 항일무장투쟁과정
에서 동만지역처럼 내부투쟁으로 수많은 조선인 항일혁명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매몰시킨 곳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동만항일혁명투쟁은 그만큼 복잡하고 참혹한 내부
투쟁의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사상상 보다 견강하고 세련된 혁명자들을
단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0대와 20대 년령의 민감한 감수성으로 연변에서 항일혁명투쟁의 험난하고 준엄
한 시련들을 격은, 김일성을 위수로 한 조선혁명 제1세대 영도핵심 구성원들의 사상심리
에 남긴 심각한 경험교훈은 그후에 조선 ‘주체사상’수립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던 것만은
거의 의심할 바 없는 것 같다. 조선의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의 거의 모든 회고록들에서
‘반민투’문제를 침통하게 서술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년의 회
고록에서 ‘민생단사건’을 큰 편폭으로 서술하고 자신이 그 사건을 과감히 처리한 것을 자
기 생애의 ‘두번째 용단’188)이라고 특히 지적하면서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민
생단’ 증거 문서장들을 불태워 버리던 일이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불을 지필 때
내가 마음속으로 기원한 것이 아마 너무도 크고 심각한 것이였기 때문일 것이다”189)고
184)
185)
186)
187)
188)
189)

김성호, 1930년대 연변 민생단사건 연구 , 제448～479쪽.
｢
東北人民革命軍第二軍之産生及其發展的經過｣
, 1938年. 東滿文獻匯編 (上冊), 제770쪽.
강위룡 담화기록 , 1957.4.1-4.2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3.5. 제65쪽.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2.4. 제177쪽.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3.5. 제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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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것만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반민투’과정에서 약소민족으로서의 ‘사대주의’
취약성을 보다 충분히 보아낼 수 있었을 것이며 확고한 민족주체의식 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침통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소한 항일무장대오로 일제와의 장기간에 걸친 피
어린 유격투쟁, 복잡하고도 심각한 민족관계, 그리고 자기 조직내부에서의 첨예한 정치사
상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체의식의 수립, 강철의 기률로 째여진 엄밀한 조직체계, 내부의
철저한 사상투쟁으로 정비된 대오의 일치성, 단결력과 순결성 등에 대한 정, 반면의 경험
교훈은 특히 심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위수로 한 조선혁명의 제1세대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대
주의’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역사상 약소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의 지난날의 경
험교훈을 심각하게 총결한 것은 물론, 그들이 친히 경험하였던 중국동북에서의 항일무장
투쟁, 특히는 연변에서의 반‘민생단’투쟁의 참혹한 경험교훈과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인정된다. 동시에 혁명적 의리문제를 특히 강조함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190) 김일성을 위수로 한 조선혁명 제1세대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장기간의 항일
무장투쟁을 진행하면서 민족주체의식과 더불어 ‘혁명적 의리’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1945년 ‘8․15광복’ 이후 반세기 남아 지난 오늘날에도 조선
노동당과 정부에서 중국의 동북항일연군 전우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특별한 손님으로 각
별하게 우대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중공당과 중국정부와의 피로
써 맺어진 혈맹의 국제적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정치, 외교적 일면도 있겠지만,
‘혁명적 의리’를 지킨다는 뜻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191)

190) 상대적으로 말하여 중국의 한족은 역사문화적으로 동지와 친구간의 의리를 특히 중요시하였
다고 한다면, 우리 조선민족은 ‘삼강(三綱)’논리 즉 군신관계, 부자관계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한 종(縱)적인 종속문화가 제일 중요시되고 사회적인 횡(橫)적인 연계가 보다 소홀시 되었다
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191) 1985.8～1986.8월간 조선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유학하였던 필자 김성호는 조선민
족 항일독립해방투쟁사를 전공하면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요청으로 1998.2월, 1999.9월
과 2001.5월에 3차례 학술교류차 평양에 다녀왔다. 필자는 조선 당과 정부에서 ‘혁명적 의
리’를 강조하면서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동북항일전우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평양에 특별초청하고 높이 모시며 또 장울화의 손자 등
일부 자손들에게는 평양유학이나 조선과의 국제무역의 특별한 혜택까지 베푸는 사실 등에
대해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리고 중국 동북 현지의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조선의
일반 시민은 물론, 나이 어린 소학생들까지도 중국의 양정우, 주보중, 진한장, 채세영, 장울
화 등 동북항일명장들과 혁명열사들을 익숙히 알고 있음에 대해 깊은 감동과 더불어 큰 충
격까지 받은 바 있다.

연변지역 조선민족 抗日革命鬪爭의 特殊性 硏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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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1952년 9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
되었다. 지금 전세계 범위에서 조선민족은 모두 7천여만명인데 그중 5백여만명이 조선반
도 이외의 백여개 국가와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다. 조선 고국외에서 조선민족 인구가 만
명을 초과하는 곳이 9개, 10만명을 초과하는 곳이 2개, 100만명을 초과하는 곳이 2개이
다.192) 하지만 거주국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중국
조선족 뿐이다. 조선 고국이외의 기타 나라와 지역들에서 연변조선족처럼 자기 민족의 언
어문자와 생활풍속을 장기간 지켜온 곳은 아직 없다. 이것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올
바른 소수민족정책의 결과이고 중국조선족이 중국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한 거대한 역사공
헌과 조선민족문화 자체의 우수성의 결과이며 또한 중화민족문화의 특유한 포용력과 응
집력의 결과임과 동시에 중국 기타 형제민족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연변지역의 특수성을 반드시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의 ‘민
생단사건’이나 1950년대 후반의 반‘우파’투쟁, 그리고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기간에 연
변이 정치투쟁의 ‘중점 재해구역’으로 되는 것도 이 한 역사특수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 인정된다. 모든 역사의 경험교훈은 귀중하다. 피와 눈물로 역어진 역사의 경험교훈은
반드시 더욱 귀중하게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중국 연변과의 현실
의 교류래왕에서 이 점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간곡히 제의하고 싶다. 지금 연변지
역으로 오가는 고국분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연변과 조선족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손상을 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중한 두 나라의 친선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그리고 연변조선족의 현실의
행복과 장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언행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한다
고 굳이 주장하고 싶다.

192) 金鐘國 主編, 黨的民族政策與延邊朝鮮族 , 延邊大學出版社, 1998.10. 제7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