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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뺷민성보뺸 발간 경위와 판면구성 및 특색
뺷민성보뺸의 역할과 간민사회
나오는 말

[국문초록]
뺷민성보뺸는 창간된 후 반제반봉건 사상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함으로써 연변지역에서의
항일활동과 간민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당시 연변지역의 주민구성을 놓고 보면 조선
인 간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간민은 일찍 1909년, 1913년에 간민교육회, 간민회
등 단체를 건립함으로 간민사회의 성립을 고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 수많은 조선인
들이 육속 연변지역으로 이민하였고 연변지역은 한 시기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기지로 드높은
반일교육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연변은 일제 침략세력의 무력탄압을 받았다. 그 후
일제는 유화책을 병행하면서 간민들에 대한 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비록 일제의 침입에 맞
서 중국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취하였으나 조선인들을 일본의 침략선봉으로 간주하
고 그들을 구축하는 등 갖은 박해를 행하였다. 연변지역의 간민들은 이중삼중으로 되는 압박
과 착취 하에 갖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민족언어와 역사교육에서 민족동화 정책과 민족기
시 정책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시기에 연변지역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뺷민성보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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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생하여 이러한 민족동화 교육정책을 질책하였으며 간민들을 계몽하고 반제반봉건 운동
에 나서도록 호소하고 격려하였다. 기사 중 제일 돋보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연변지역 사정
을 상세히 조사 반영하고 조선인 간민들의 생존과 반일투쟁을 결부시켜 구체적인 방략을 제
시한 뺷연변조사실록뺸이다. 뺷민성보뺸가 대담하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실었다는 점은 바로 창
간취지인 민심, 민의, 민성의 후설의 구실을 제대로 했음을 보여준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의 뺵경신년대토벌”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연변지역의 항일투쟁은 주로 공산당
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간민들은 여러 반일단체를 구성하고 토지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일제
주구나 친일파들을 청산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1920년대, 연변지역, 뺷민성보뺸, 관준언, 간민사회

1. 들어가는 말
연변지역의 뺷민성보뺸는 1928년 2월에 발간되어 1931년 말 일제의 압박으
로 정간되었다. 근 4년 동안 간행되어 온 신문으로서 중문과 조선문으로 만
들어진 1920년대 말 연변지역의 진보적인 신문이다. 당시 연변지역의 지명
인사 관준언을 비롯한 여러 계층 인사들의 일심협력으로 용정에서 창간되어
매주 6일 일간으로 발간 운행되어 왔다. 뺷민성보뺸는 연변지역 대중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본질을 폭로하고 일본침략자들의 음모를
폭로 비판하였다. 이에 일제는 뺷민성보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모든 수
단을 다하여 압제하고 비난하였다. 뺷민성보뺸는 진보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지
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 훌륭한 여론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언론지이면서도 당시 연변지역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중
요한 원시사료로 되는 뺷민성보뺸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못하다. 물론 여
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현재 20여부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일찍 1990년대에 뺷민성보뺸에
대한 단편적인 논문들이 있었다.1) 단 이 논문들을 보면 중국공산당의 항일
1) 오육삼, ｢진보적신문뺷민성보뺸｣, 뺷신문연구뺸, 1990.1; 김수국, ｢뺷민성보뺸의 역사적지위｣, 뺷신문연구뺸,
1990.2; 최상철, ｢반제반봉건의 선봉뺷민성보’뺸｣, 뺷중국조선족문화연구뺸, 연변대학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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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역사에 치우쳐 다루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경향에 비해 김월성의 뺷민
성보뺸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 “간도” 조선인문학을 분석한 논문이
주목되기도 한다.2) 여기서 그는 간도3) 조선인들의 창작목적이나 사회배경
에 주목함으로써 간도 조선인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지적하였다. 그
후, 2002년 조선옥의 “뺷민성보뺸연구”4)가 뺷민성보뺸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
었다. 그리고 2012년에 와서 이봉우가 뺷중국조선문언론출판연구뺸에서 뺷민성
보뺸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고찰을 진행하였다.5) 특히 뺷민성보뺸
에 연재되었던 심여추의 “연변조사실록”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 고찰한 점이
돋보인다. 물론 사료적 제한성으로 약간의 미비한 점도 있긴 하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뺷민성보뺸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으로 뺷민
성보뺸중문판과 조선문판의 보도기사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뺷민성보뺸의 사
회사상을 더욱 완벽히 규명한 점이다. 단 역사적인 시각에서 뺷민성보뺸와 간
민사회를 함께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 외에 지방지
나 다른 역사책들에서 뺷민성보뺸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이 극히 소
략하여 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거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1920년대 후반 연변지역 조선족 간민들은 일제의 압박과
봉건군벌정부의 배척으로 이중삼중의 박해에 시달렸다. 일찍 반일민족 독립
운동기지로서 연변지역 항일구국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1920년 일제
의 대규모 “경신년토벌”로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이동하였다. 그 후 일제는
연변지역에 더욱 많은 경찰들을 파견하여 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물론 자신들의 침략야심과 형상을 미화하기 위하여 친일적 신문들을 지원 발
행하여 여론을 장악하였다. 당시 중국 군벌정부는 조선이주민에 대해 “일본
402~414쪽.
2) 金月星著 潇川译 : ｢论20世纪20年代末, 30年代初“间岛”朝鲜人文学－以뺷民声报뺸 上发表的作品为
中心｣, 뺷延边大学学报뺸(社会科学版) 第1期, 1994, 96~100쪽.
3) 간도란 현재의 연변지역 일부를 가리킨다. 당시 한인사회에서 간도라 불리었는데 북간도라고도 한
다. 중국에서는 당시 동만이라 불리기도 하고 연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혼용해
쓰고자 한다.
4) 조선옥, 뺷｢민성보｣연구뺸,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 이봉우, ｢뺷민성보뺸 의 종합적고찰｣, 뺷중국조선문언론출판연구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58~
139쪽.

12

한국학연구 제57집

제국주의의 동북침략의 선봉”으로 “중일외교 분쟁의 화근”으로 간주하고 배
척 구축하는 등 박해 정책을 공개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시기 연변지역의 간
민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많은 반일단체들을 결성하여 항일활동을 계속하
였다. 당시 뺷민성보뺸는 민족언론의 대변자로 뺷간도신보뺸, 뺷간도일보뺸와 같은
친일 신문과 맞서 일제의 침략본질과 행위를 폭로 규탄하였다. 뺷민성보뺸와
간민사회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더러 당시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중․
한 두 나라 민족 단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문은 이러한 역사적 인식하에 뺷민성보뺸와 연변지역 간민들의 사회상을
연관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뺷민성보뺸를 창간하게 된 경위와 판면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뺷민성보뺸가 한문과 중문으로 판면을 달리하면서 구
성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음으로 뺷민성보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신문으로서 뺷민성보뺸를 통해 북간도 간민사회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다. 더불어 뺷민성보뺸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
점에 대해서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문헌자료에 결부하여 객관적인 분석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뺷민성보뺸 발간 경위와 판면구성 및 특색
1920년대 초 연변지역은 일제의 침투로 인하여 일제의 세력이 나날이 커

져만 가는 형세였다. 일제는 일찍 “간도문제”6)를 계기로 연변지역에 경찰을
파견하였으며 한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용정촌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
치하였다. 1909년 청정부와 “도문강중․한계무조약”(일명 간도협약)을 체결
하여 연변지역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국자가(현재 연길시), 용정, 투
6) “간도문제”는 한중간의 국경교섭에 일본이 간여하면서 생긴 문제로 일제는 한민보호를 빌미로 또
연변지역을 중국영이라고 인정하는 대가로 연변지역을 개방하고 영사관을 설치하며 ‘만몽5안’이라
는 거대한 이익을 챙긴다. 소위 “도문강중․한계무조약”(일명 간도협약)을 통하여 용정촌, 국자가,
투도구, 백초구에 상부지를 설치하고 영사관을 설치하는 권한을 얻어 연변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세
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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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백초구 등 지역에 상부지를 설치하고 동시에 영사분관을 설치하며 영
사재판권을 갖는 특권을 얻었다. 그리하여 당시 용정촌에 간도일본총령사관
을 설치하고 일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일본어로 된 신문을 발행하였다. 또한
은행도 설립하여 금융침투를 도모하였으며 무역의 확대를 통해 자원 확보와
동시에 경제를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투가 1920년대 말
에 이르러서는 더욱 치열해졌으며 일제는 경제, 무역, 의료, 교육 등 여러 방
면에서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일제는 뺷간도시보뺸, 뺷간도신보뺸 등 매체
로 여론을 통제하여 저들의 침략을 미화하고 인심을 농락하였다. 이런 시국
에 일제와 맞서 언론으로 동포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에서 뺷민성보뺸를 설립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27년 일제와의 투쟁이었다.
1927년 7월 일본 상인들이 연길도 소속의 해관에서 명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화물 부가세의 납부를 거부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관방의 사촉 하에
세금을 납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관 건물을 부수고 화물을 뺏어갔다. 이
러한 만행에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일떠나 항의 시위를 벌이었으며 관
준언 등 대표를 선거하여 일본과 교섭하게 하였다. 관준언, 강위청 등 인사들
이 일본 상인들의 무례한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유관 법(령)에 따라
잘못을 따지고 배상과 동시에 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궁지에 몰
린 일본 상인들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고 세금도 바치고 피해배상도 하였다.7)
일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후 관준언(당시 화룡현 교육국장), 방지함(용정
촌 전화국 국장) 등 인사들의 창의로 연변 여러 계층 애국인사들이 모여 의

7) 요작기, ｢혁명인물 우리 주 제1임 전원 관준언｣, 뺷연변사지뺸, 1985년 제1기 (총제2기), 5쪽.
1910년대 1920년대 간도지역 지명인사로 관준언이란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요녕성 개
원현 사람으로서 석백족(锡伯族)이다. 1885년에 출생하여 1971년에 사망. 어릴 적 일제의 야만적
만행을 목격하였으며 대중의 수난을 경험하였다. 1908년 봉천성립농업학당을 졸업하고 학교에 남
아 원예과 기사로 일하다가 1910년 7월 연길도립초등농업학당 주임교원으로 초빙받았다. 1910년

말 연변에 와서 만강의 열정으로 교육사업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연변지역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반일사상을 선전하는 동시에 각종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물론 직접 일제와 교섭하면서 주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관준언이 연변에 오게 된 원인으로 그가 오록정의 뺷연길변무
보고뺸와 광희민의 뺷연길청영토문제의 해결뺸이란 책을 본 것이 큰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관준언은
연변에서 근 22년간 청춘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연변지역의 교육사업과 반일민족투쟁
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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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였는바 바로 대중을 각성시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정의를 주장하고 주권의 중요성을 선전하며 압박과 착취에 반항하도록 선
전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후
관준언은 곧바로 뺷민성보뺸사 주비작업에 들어갔는바 직접 공연감독으로 되
어 공연단을 조직하고 연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뺷민성
보뺸를 창간할 목적과 의의를 선전하면서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는데
여러 계층 인사들과 광범한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반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8년 1월에 용정촌 신안가(현재 민성
가)에 일보사를 설립하였으며 2월 12일 정식으로 뺷민성보뺸를 출간하였다.
뺷민성보뺸는 일주일에 6일 출간하고 일요일에 휴간하였다. 중문과 조선문
으로 된 큰 판면의 신문이었다. 모두 4개의 판면을 갖고 있는데 그 중 1, 2면
과 3면의 절반은 중문으로 되었고 3면의 나머지 절반과 4면은 조선문으로
되었다. 일 발행량이 2천부 좌우였으며 연변 여러 지역으로 발행되었다(때로
는 조선과 중국 관내지역에까지 나가기도 하였다.).8) 뺷민성보뺸는 일제침략에
대항하고 반동세력에 저항하는 선명한 기치 하에 필봉을 직접 일본제국주의
와 국내 반동세력의 음모를 적발하는 데 돌리었으며 민중을 각성시켜 공동의
적을 대항하도록 선전하였다. 뺷민성보뺸가 창간된 후 당시 일본의 지원으로
발행되고 있던 뺷간도신보뺸의 독주가 견제를 받게 되었다.
현존하는 뺷민성보뺸에 근거하여 우선 판면 소개를 한다면 아래와 같다. 제1
면은 신문사의 사론과 국제뉴스 및 광고이다. 제2면은 국내정치, 경제, 전보
문 통신 등 내용으로 되고 제3면은 지방뉴스 통신 및 연재소설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4면은 문학판이였다.9)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
8) 뺷연길도개황뺸 에서 현존하는 몇 십부의 신문자료에 의한다고 하였는데(연변조선족자치주 당안국
(관) 편, 뺷연길도개황뺸(초고), 1984, 76쪽) 거의 4년에 달하는 기간에 발행하고 또 조선과 중국관내
지역까지 발행된 것에 비해 보존되어 있는 부수가 매우 적다. 한반도에서 발행된 뺷중외일보뺸(1928
년 4월 7일 2면 제일 아래단락)에 의하면 ｢민성보지사 인사동에 사무소｣라 제목을 달고 “간도 룡정

촌에 본사를 둔 조선문 중국문의 합반신문 민성보의 경성지사는 시내 인사동 이백십오번디에서
지사장 정흥조씨가 경영한다더라”고 소식을 전했다. 경성과 나남에 지사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경
성에서는 인사동에서 뺷민성보뺸 발행을 정흥조 씨가 책임진 것은 분명한 듯하다.
9) 뺷중외일보뺸(1928년 2월 20일)에 의하면 뺷민성보뺸 창간호의 판면을 독특하게 설명하였다. ｢친화존
중하는 민성보의 창간｣이란 제목으로 “연변일대에 거류하는 중화인의 언론기관이 없음을 식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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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문예”, “노동자원지”, “부녀”, “아동” 등 절목란을 신설하였다.
“신식민지” 등 부간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문란 가운데서 “문예”란은

독자들의 깊은 애대를 받았다. “문예”란에서 “보라”문학 경향의 새로운 작품
들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격변하는 러시아 새 농촌”을 소개하기도 하고 “철
류” 등 쏘베트러시아 작품을 전재하기도 하였다. 뺷민성보뺸는 “레닌주의 민족
문제개요” 등 레닌주의 문장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뺷민성보뺸의 주요한 수입원은 광고였기 때문에 제1면에 광고를 실었
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광고를 실었다. 예를 들면 “기차객운 시간표”,
“전이 광고”, “제세의원”, “실명성명 작폐”, “유실환조집거 및 장단성명”, “주

주모집 광고”, “생명보험 광고”, “용정촌 등본상회 지점광고”, “신문서사 발
행 광고”, “연길현립2교계사”, “열차운행 시간표”, “담배 광고”, “식당 광고”,
“당의연구회 광고” 등등이다. 매일 많은 광고들이 게재되었는바 이러한 광고

들을 통해 당시 연변지역 사회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뺷민성보뺸사는 “보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되었는데 연변의 여러 계층
인사들로 구성되었다.10) 연길현 상회회장 강위청을 위원장으로, 화룡현 교육
국 국장 관준언을 사장으로, 용정전화국 국장 방지함을 경리로 추대하였으며
아래에 편집부, 영업부, 인쇄부 등 3부를 두었다. 일보사 전체 직원수는 60여
인에 달하였다. 뺷민성보뺸사 중문판 제1임 총편은 안회음이다. 제2임 총편은
손좌민이고 문예보 책임편집은 주동교, 교정에 이별천이었다. 조선문판 총편
은 윤화수이고 편집에 2명, 번역원 1명이었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 지하당원이었다. 주동교는 중공연변제1당지부－용정지부와 동만
구위의 창건자의 한사람이다. 뺷민성보뺸사는 연변지역 중국공산당 조직의 거
은 유감으로 생각한바…… 2월 12일 민성보사에서는 동사내에서 창간축하식을 거행하얐으며 또한
동일 창간호를 발행하얐는데 특히 조선민중(재간도 조선인)을 위하야 창간호만 3면을 주엇으며 금
후로는 1면식 조선문을 기재하야……” 한다 하여 1928년 2월 12일 뺷민성보뺸 창간호가 특별히 간
도조선인을 위하여 조선문이 3면을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 조선문으로는 1면씩임을 밝
혀 4개 판면 구성에서의 분량을 설명해준다.
10) 이봉우, ｢민성보의 종합적고찰｣, 뺷중국조선문언론출판연구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66쪽에
서는 뺷민성보뺸의 최고 영도기구는 연길, 훈춘, 화룡, 왕청 4개 현과 용정촌에서 선출된 40여 명으로
구성된 ”보무위원회”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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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되었고 조선족 항일인사들의 활동거점이기도 하였다.
뺷민성보뺸의 편집일군들은 경상적으로 농촌과 공장, 학교에 내려갔으며 노
동자, 농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속 말을 담아내었다. 물론 대
중들이 써낸 문장들도 게재하면서 지역특색이 짙은 대중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때문에 독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뺷민성보뺸는 정의를 주장하고 민족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자기
의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연길현6소학교는 당국의 지령에 근
거하여 조선어사용을 금지할 데 관한 방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이에 뺷민
성보뺸는 즉각 사론을 발표하여 이 방안의 부당성(사람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에 대해 통절히 견책하였다. ｢연길현립6교 한어(韓語)금지안｣이란 사설은 이
렇게 지적하였다. “오인은 연길현립제6교에서 간민학생의 한어(韓語)사용금
지안을 결의하엿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 해괴한 행동에 놀라지 아니할수 업섯
다. 한교(韓僑)로 말하면 오천년의 장구한 력사를 가진 당당한 문명인이엿섯
다. 쇠계(衰季)를 당하여 국운이 불휴(不休)할지언정 그 고유의 문자와 언어
와 력사 및 문화야말로 누가 능히 민멸식히겟느냐? 이를 불구하고 자가내(自
家内)에서 만저 이것을 금지하며 제제하여 보려는 반역한(反逆漢)대담적(賊)

을 발견하게 되엿습에야 엇지 퉁심상장(痛心傷腸)하지 아니겟느냐? 인수무
과(人雖無過)리오마는 개지위귀(改之為貴)라 하엿다. 연길현육교한어금지회
임원(任員)들아 이런 세인이 공주(共誅)할 반역무도한 죄악을 감행하지 말고
속삼사반셩(三思反醒)하야 전과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붓을 끝치노라”11)
이 사설에서는 이들 학교당국들이 천하에 몹쓸 짓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명
을 거두어 잘못을 고칠 것을 호소하였다. 뺷민성보뺸가 조선어사용을 금할 방
안에 대한 투쟁은 조선어사용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수호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뺷민성보뺸는 일제의 민족적 노예화 교육에 대해서도 선명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일제는 조선인의 중국입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와 마찬가지로 소위
11) 뺷민성보뺸, 1928년 5월 27일, 제3면. 이봉우, ｢민성보종합고찰｣, 뺷중국조선문언론출판연구뺸,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12, 10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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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신민’으로 취급하면서 간도 조선인들에게 조선어교육을 제한, 금지하고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일어로 된 교과서의 사용, 학교에서 일본인 교원채용
등 민족말살 정책과 노예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
하여 반대하였고 이는 전 사회적인 지지를 얻었다. 뺷민성보뺸는 제때에 기사
를 내면서 이들을 성원하였다. 예를 들면 1928년 6월 3일 뺷민성보뺸는 ｢동흥
중학교 매장책연구회 해체선언서｣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만천하 동포제군! 매교와 폭동으로 사회의 여론을 야기하던 동흥학교의 문

제는 그 내부에서 죄악분자의 곽청으로 신광명의 할로를 개척하고 잇는 것이
다. 현명한 학생제군의 각성, 치열한 교우회의 부절한 노력은 매교분자의 비
행천만(非行千萬)을 여실히 폭로하는 동시에 사회에 대해 종래의 과오를 사
(謝)하며 미래의 약속을 굿게 자맹(自盟)한 것이다. 동포제군! 이래 칠팔성상

에 한한 장시일에 백의족의 유일한 자주적 교육기관인 연동학교는 미래세계
의 당임자 청년학생의 육영에 막대한 공헌이 잇을것이다. 그러나 불행히
1926년도에 이서셔 총독부 량해비량해문제는 내부의 분료를 발생케 하야 결

국은 사회의 절대간섭과 엄중한 감시가 잇게 되엿으며 또한 전감(前鑑)이 불
원하야 작년 중국현공립운동으로 매교분자의 음모수랙을 사회의 공안(公眼)
에 폭로키워하야 …… 죄악분자의 철저한 소청 동교주권의 대중적확립을 최
대표치(標幟)로 결정하고 본회가 탄생된것이니 미래의 행복을 예상하는 학
생제군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요원한 장래를 위하여 그 보다도 백의동포의 사
업을 위하는 점에서 민립중학의 기치하에 시급히 집중하여야 할것이다.”12)
이렇듯 뺷민성보뺸의 성원 하에 동흥중학교의 사생들은 힘을 합쳐 투쟁을 계
속하였다. 뺷민성보뺸는 그 후에도 연변지역에서 일어나는 애국적 학생들의 운
동을 제때에 보도함으로써 간도학생들로 하여금 반일투쟁에 궐기하도록 호
소하였다.13)
12) 뺷민성보뺸, 1928년 6월 3일, 제4면. 이봉우, 앞의 글 104~105쪽에서 재인용.
13) 뺷민성보뺸, 1928년 6월 13일, 제3면에 ｢연동학교맹후(盟休)해결희망 절무(絕無)｣에서도 ‘일제가 일
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고 선생은 일어밧게 다른 학과는 알지 못하는’ 등 민족적 노예화 교
육정책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운동을 보도하였다. 1930년 6월 7일, 제3면에 ｢5.30밤 폭동

에 관련된 대성학교 사생 백여명 어제 아침 일경에 체포｣에서도 일경이 대성학교 사생을 체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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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민성보뺸는 당시 날로 첨예해가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사론, 사회조사, 지방통신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량의 문장을 발표하였다. 이
러한 문장들에서는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 운명을 함께 하면서 힘을 합쳐
외적을 물리칠 것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면 간민들을(조선족이민) 친절하게
“백의동포”라고 불렀고 조선족농민들을 “황무지개간선봉”이라고 칭하였으며

여러 민족 소작농들의 감조감식 투쟁을 성원하였다.
뺷민성보뺸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창간초기부터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을 세
상에 폭로하면서 연변 여러 민족들의 반일의식을 높이는 데 힘썼다. 특히 조
선족 청년 심여추가 쓴 뺷연변조사실록뺸14)을 게재함으로써 그 창간취지로 되
는 민심, 민의, 민성의 후설의 구실을 더욱 잘하게 되었다. 뺷연변조사실록뺸은
일본군국주의 침략확장의 죄행을 포로하고 중국집권자들이 조선망국의 전철
을 밟지 말며 왜적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중국에서도 망국의 비극이 발생하
지 말도록 예방할 것을 역설하였다. 조선족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동정하고
지지해 온 관준언은 뺷연변조사실록뺸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사람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고통은 좀 경한 것이겠지만 온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당
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심한 것이다. 심여추씨가 바로 가장 심한 고통을
지닌 사람이다. …… 우리가 원한 품고 세상뜬 이 유망한 젊은이에게 탐복되
어 이 저서를 인쇄에 교부하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심군도 이 책과 더불어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제의 파쑈 행위를 폭로하였을 뿐 아니라 ｢룡정의 학생들은 어이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글을 실음으로써 학생운동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봉우, 앞의 글 102~103쪽.
14) 뺷연변조사실록뺸을 쓴 심여추의 본명은 심용해(1904~1930년)이고 호는 여수이며 여추는 그의 자이
다. 조선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으로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 연변에 이주했으며 1918년에 연길도립
제2중학교 부설 한국어 역재소(譯才所)에 입학하였다. 훗날 용정에서 일어난 3.13 시위운동, 5.18
운동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후 길림성제1중학교로 전학하였고 졸업 후 장춘 대동일보사(大
同日報) 기자로 1924년에 북경 국풍일보사(國風日報社) 문예부간 뺷학회뺸의 편집을 하였고 1925년
에는 국민당좌파 신문인 뺷민보뺸의 중문판 편집으로 일을 하였다. 그해 북평법정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북경에서 많은 지식분자들과 아나키즘 사상교류를 하였으니 파금 등 인사들과의 교우
가 주목된다. 1928년 여름에 연변에 돌아와 연변정황에 대해 반년에 거친 현지고찰을 진행하고
뺷연변조사실록뺸을 썼다. 원래 제목은 뺷조선교민문제보고서뺸이다. 북경에서 출판하려다가 무산되자
제목을 고쳐 뺷민성보뺸에 투고하였던 것이다. 1930년 4월 5일 25세 밖에 안 된 열혈청년 심여추는
용정에서 참혹하게 암살당하였다. 그가 죽은 후 뺷민성보뺸사에서는 신문에 연재한 원고들을 정리하
여 뺷연변조사실록뺸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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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하리라. 중화민국 19년 11월 일”15)
뺷민성보뺸의 선명한 반제반침략 선전에 대해 일제는 압제와 박해를 서슴지
않았다. 1931년 9.18사변 후 일제의 파시즘 식민통치하에 뺷민성보뺸는 할 수
없이 정간하게 된다.16) 뺷민성보뺸는 존재하는 3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아주
잘 반영해 주었고 또한 간민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도 많이 하였다.

3. 뺷민성보뺸의 역할과 간민사회
뺷민성보뺸는 발간되어서부터 정간까지 3년여 동안 존재하였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연변지역에서 일으킨 역할은 자못 컸는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뺷민성보뺸는 시종일관 일제와 국내 반동통치세력에 초점을 두어 그
들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서슴지 않았다. 뺷민성보뺸는 큰 폭을 할애하여 사론,
사회조사, 통신, 대사건, 잡문 등 문장들을 발표함으로써 일제의 침략본질과
국내 군벌세력의 반동통치를 신랄하게 폭로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1928년
6월 30일의 뺷민성보뺸는 ｢지금으로부터｣의 사론을 발표하여 국내 군벌혼전을

반대하였다. 문장에서 “역대로 군벌혼전은 늘 합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분열로
끝났는바 환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안락은 같이 할 수 없었으니 국가와 인
민은 이러한 끊임없는 군벌전쟁에 희생품으로 되어 하루도 편히 쉴날이 없었
다. ……” 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928년 10월 7일 사론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동북에서의 앞날｣, ｢일본

의 최근 대화(대중국)외교정책｣ 등의 내용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음모를 폭
15) 심여추, 뺷연변조사실록뺸, 연변대학출판사, 1987, 관준언 서문에서.
16) 뺷민성보뺸의 정간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글들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밝히지 않았다. 대체로 1931년
말로 적었다. 당시 뺷중앙일보뺸 기사에서 1932년 1월 1일에 발행금지를 당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주목된다. 뺷중앙일보뺸(1932년 1월 4일, 2면에), ｢간도 ‘민성보’돌연 발행금지｣의 제목으로 “당지에
서 발행하는 신문 민성보는 1일에 돌연히 발행금지를 당하였는데 그 리유는 일중량국의 국교상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라는바 동사의 종업원 40여명은 압흐로 생계가 막연하다”고 썼다. [간도지국
전보] 라고 밝혔는데 확실한 정간일자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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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였다. 주목되는 바는 같은 날 ｢미제국주의의 대화(대중국)정책의 진면목｣
이란 사론이다. 이 사론에서는 “미제국주의는 문화침략수단을 취하는바 매년
많은 중국자산계급의 학자들을 인입하여 박사, 석사학위를 발급함으로 중미
친선의 요소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외교적인 구호로써 중국민중을 기편함으
로써 중국에서 친미로써 영국과 일본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오게 하였
다. 제국주의자들이 어찌 진실한 친선을 도모하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본질을
연구하고 ……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
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중국에서 저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
다…….” 이렇듯 일본 뿐만 아니라 당시 제국주의 세력들의 중국에서의 침략
확장 음모에 대해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1928년 11월 6일 뺷민성보뺸는 ｢천진
의 반일형세가 날따라 커지다｣의 소식보도를 게재하였는바 천진에서 일본제
국의를 타도하자는 삐라가 전파되고 노동자들이 일본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공회방면에서도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다른 도시
에서의 반일활동 소식도 대량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장춘의 반일활동이 적
극적으로 진전되다｣, ｢남경반일위원회가 전문을 발송하여 전국적으로 반일
총시위를 호소하다｣, ｢북평반일회의결의｣ 등 제목의 소식이다.
반일활동에 대한 대량적인 소식게재는 바로 당시 중국에서 북벌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큰 형세하에 나타난 주권회복 운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반적인 배일경향에 힘입어 연변지역의 반일운동도 더욱 격렬해졌
다. 당시 뺷중외일보뺸 등 신문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뺷민성보뺸의 배일경향을
알 수 있다.17) 비록 뺷중외일보뺸 기사에서 뺷민성보뺸의 기자 윤화수가 체포
검거된 내용을 보도하였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기재다. 첫
째, 기재시간이 1929년 3월 13일로서 그날은 바로 연변지역 용정촌에서 일
17) 뺷중외일보뺸, 1929년 3월 13일, 2면에 ｢민성보 조선보 주간 검거｣란 제목의 보도가 실렸는데 부제
목으로 ‘배일기사 게재 혐의로 영사경찰이 취조중’ 이라 달고 “지난 육일밤 간도 룡정촌 연변민성

보사 긔자 윤화수씨는 일본 총령사관 경찰에게 돌연 검거되엿다는데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업스나 씨는 민성보사 조선문주간으로 이 신문이 중국인의 경영임을 리용하야 평시에도 늘 배
일 사상에 관한 기사를 게재핫스며 상해 모씨에게서 온 십년전 조선 00 선언서(00)의 ‘파고다’공원
에서 삼십만인에 이를 랑독하는 광경들의 사진 두장과 감상문을 지상에 발표한 관계인 듯하더라.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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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대규모 독립시위운동 십주년이 되는 날이다. 둘째, 검거된 날짜가 지난
6일이라고 하였는데 소식보도로 놓고 보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으로서 고의

적이 아니고는 너무 늦게 보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검거된 사연을 잘
모른다면서도 그 내용이 배일 사상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고 더욱이 십년 전
조선독립선언서를 언급하고 서울 ’파고다’공원에서의 3.1운동 장면을 떠올린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는 “중외일보”도 뺷민성보뺸의
배일사상 선전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윤화수와 같은 반일운
동가들의 연변지역에서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뺷민성보뺸는 제국주의 침략음모 책동을 폭로함과 아울러 압박받는 조선간
민들이 연변지역의 다른 민족과 단결하여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1929년 1
월 5일 뺷민성보뺸 제3면에 ｢피압박자의 목소리｣란 문장을 게재하였는데 문장
은 피압박자들이 일떠나 유산자와 투쟁하고 압박자와 투쟁하며 침략자와 투
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같은 목소리의 연변｣이란 문장이 실렸는데
문장에서는 피압박계급이 단결하여 공동의 적과 싸워 함께 외적을 물리치자
고 호소하였다. 1929년 4월 1일의 뺷민성보뺸 3면에 ｢황화강72열사순국기념｣
이란 문장을 특별 게재하였는데 연길현 제3소학교에서 황화강 72열사기념활
동을 한 실황을 보도하였다. 당시 ｢나는 겁나지 않다｣라는 문장이 인기가 많
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인상적이다. “희생, 분투, 혁명을 다하여 탐관오리, 토
호열신, 더 가증한 양노들을 타도하자. 그들이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있으면
그들이 없다. 소위 세불양립(勢不兩立)이다”. 이렇게 뺷민성보뺸는 사람들에게
일떠나 혁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격정 드높은 격려와 동시에 광
범위한 조사내용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연변조사｣(심여추 저), ｢화룡현
조사지｣(박창한 기), ｢돈화현지지｣ 등이다. 모두 부동한 측면에서 연변의 실
제정황을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동북삼성에 대한
일제의 경제문화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데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연변지역 간민사회를 조사하고 해결방책을 제시한
“연변조사실록”을 연재한 것이다. 심여추는 “연변조사실록”의 서언에서 “본

서의 서술목적은 세가지라고 하였다. 첫째, 중국의 동북변방을 공고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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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둘째, 일본인들의 동삼성에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셋째,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안거낙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결속어에서 심여추는 “연변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구체적 방침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방침을 가지려면 먼저 특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18)고 하였는바, 선견지명을 가진 그의 탁월한 견해를 나타냈
다. 또한 뺷민성보뺸는 남문룡의 ｢백색공포｣와 같은 조선문 시를 게재하였는데
바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격문의 시라고 할 수 있다.19)
다음으로 뺷민성보뺸는 연변지역 민족공상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을 하였다. 당시 연변지역의 중소 민족공상업은 역량이 미약하여 그 산품은
일본의 공업품과는 경쟁수준이 안 되었다. 게다가 자금의 부족으로 운영조차
힘들었다. 뺷민성보뺸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상품을 배격하자, 이권을 도로
찾자｣, ｢관세장벽을 높이 쌓자!｣란 제목의 문장을 게재하여 소비자들이 나라
의 운명을 위해 자국 상품을 애용할 것을 호소하였다. 심여추의 뺷연변조사실
록뺸에서도 ｢경제침략 대책｣이란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문장에서는 “일인들
의 금융기관이 연변에서 제맘대로 날뛰는 것은 첫째, 연변에 중국관방의 경
제시설 없고 둘째, 중국관방이 경제침략의 진면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대
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민간에서 대금 최고이율의 한도를 규정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가지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
다. 첫째, 연변농촌은행을 설립…… 둘째, 관방에서 토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셋째, 민간개인의 대금에 최고이율의 한도를 규정……”.20) 이렇듯 뺷민성
보뺸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지방 경제발전에 적
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민족 공상업 발전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점들
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는바 지방관원의 부패와 외국인들한테 관세대권을 맡
18) 심여추, 뺷연변조사실록뺸, 연변대학출판사, 1987, 1쪽, 85쪽.
19) 뺷민성보뺸 1928년 5월 30일, 제4면. 남문룡의 시는 백색테로를 단행한 일제 침략죄악을 공소하고
민중이 일떠나 함께 반파쑈 투쟁을 할 것을 호소하는 격조 높은 시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으

로 된 문학작품들이 신문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순문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도 게재되
면서 당시 대중의 취미와 생활정서를 다양하게 반영하였다. 알려진 문학인들로는 북극성군, 문봉,
백악산인, 황무촌 등이다.
20) 심여추, 뺷연변조사실록뺸, 연변대학출판사, 1987,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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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뺷민성보뺸가 만화로써 이러한 부패무능상을
폭로 풍자하였었고 민족 공상업의 광고를 많이 내줌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세번째로 뺷민성보뺸는 문화면에서 신문화, 신사상을 전파함에 아주 적극적
이었다. 당시 전국적인 문화현상으로 존공복고의 역류가 있었는데 연변지구
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자를 숭상하는 파가 구 예교를 제창하면서 공자를 존
숭하고 4서5경을 배울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에서 문언문을 가르칠 것을 요
구하고 이풍이속을 반대하였다. 이때 뺷민성보뺸는 논단을 설치하여 존공파와
신문화파간에게 논쟁장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치열한 논쟁 끝에 신문화파가
승리하였다. 석달간의 논쟁은 사회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바 많은 대중들의
사상을 해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변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기
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활기가 넘쳤다. 예를 들면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
는 것, 남여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 매매혼인을 반대하고 혼인자유를 제창
한 것, 부녀참정 등 현상이다. 잇달아 새로운 사상으로 하여 연변지역의 문화
에도 새로운 요소가 부단히 첨가되었다. 뺷민성보뺸에선 백화문 소설과 산문
등 새로운 유형의 문학작품을 선보였고 “역사와 역사철학” 등 역사유물론의
문장이 실렸다. 결과적으로 뺷민성보뺸는 백화문과 과학을 제창하고 봉건 미신
사상을 반대함으로써 대중들의 문화혁명을 이끄는 데 앞장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뺷민성보뺸는 민족교육을 제창하고 신학을 제창하였으며 일본
의 노예화교육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뺷민성보뺸에 게재된
심여추의 글에서 “중국교육의 실패하게 된 여러 원인으로 1)충족한 경비가
결핍. 2)일반적인 교육제도에 물들어 있는 것. 3)상응한 인재가 결핍한 것”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책으로 9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렇듯 뺷민성보뺸는 일제의 교육침략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글
들을 실어 간민들이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호소하였다. 뺷민성보뺸는 민족평등
을 주장하였으며 조선족 간민들이 저절로 학교를 꾸리도록 창도하여 조선족
간민들이 꾸리는 민족학교가 날로 늘어나도록 하였다. 1926년 통계만 보더
라도 조선인 사립학교 수는 207개소에 달하고 학생 수는 8, 987명에 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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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 다른 민족학교 수를 월등히 초과하였다.21)
또한 뺷민성보뺸는 신학제, 신문풍을 제창하고 학생들이 백화문을 쓸 것을
제창하였다. 뺷민성보뺸의 창도로 하여 사회상의 문풍이 큰 개변을 가져왔는바
지방관아의 행문, 포고문까지도 백화문으로 바뀌었다. 뺷민성보뺸는 경상적으
로 연변 여러 학교의 소식과 내지 교육의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일제의 교육
침략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이상 연변에서 일으킨 뺷민성보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시야를 좀 더 넓혀
사회학의 측면에서 연변지역 간민들의 사회상도 엿볼 수 있다. 뺷민성보뺸의
창간 동기나 주요한 내용을 통하여 특히 조선문판의 내용을 통해 간민들의
삶을 알 수 있다.
뺷중외일보뺸는 일찍 뺷민성보뺸의 창간에 대해 “…… 조선인과 중화인과의
사이를 더욱 친근히 하며 양국인간에 부절히 잇는 암투 혹은 肉迫을 可及的
피하게 하고 친선을 또는 중화인과 조선인은 현실에 빗초어 약소민족인것 만
큼 同一한 보조로 제휴하여야 하겠다는 성명과 가티 동보는 재만 조선인의
어떤 경우가 자유로은 말과 글을 읽을 수 있고 쓸수 있스리라 하며 조선문만
专務하는 조선문 주필로 윤화수씨가 視務하게 되엇스며 조선인 긔자 二人이

잇서 視務한다더라”22)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뺷민성보뺸는 바로
간도지역에 조선인과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음에 기초하여 두 민족의 단결을
목적으로 한문과 중국어로 된 판면을 구성하였다. 물론 조선인을 편집과 기
자로 두어 간민들의 소식과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였다. 뺷조선사상통신뺸에서
도 뺷민성보뺸가 우선 중․한 두 민족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과 중․한
두 민족의 감정융합을 주장하고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등등을 사명으로 하였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3) 뺷민성보뺸가 이렇게 중․한 두 민족의 단결을 호소
한 데는 연변지역에 조선인이 많으므로 조선인과 중국인을 단결시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본의 침략에 맞서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틀림
21) 통계수치는 심여추의 뺷연변조사실록뺸, 연변대학출판사, 1987, 42쪽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이듬해
1927년에 학생 수는 10,106인에 달한다.
22) 뺷중외일보뺸, 1928년 2월 20일.
23) 뺷朝鲜思想通信뺸, 1928년 9월 13일(뺷민성보뺸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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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다른 일면에서 당시 상황이 조선인들한테 아주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일제의 압박과 지방당국의 배척으로 이중삼중으로 되는 박
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1920년 10월 일제의 경신년대토벌로 간도지역의 수많은 무고한 간민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였다.24) 그 후, 일제는 경찰들을 대량 증파하여 통치를 강
화하는 한편 겉으로는 회유지책을 쓰면서 저들의 침략적 형상을 분식시키려
고 시도하였다. 특히 뺷간도시보뺸, 뺷간도신보뺸, 뺷간도일보뺸 등 신문을 육속 발
간하여 여론을 장악함으로 저들의 침략정책을 미화하였다. 게다가 이 당시
조선족간민에 대한 중국군벌정부의 박해가 아주 심해졌는바 1924년 6월에
봉천성정부에서는 “동변도 소속 각 현 선인학교 페쇄조례”를 반포하고 여러
지방의 현지사들에게 조선족학교를 폐쇄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 말 흥경현에서만 12개의 조선족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1927년 가

을부터 1928년 봄에 봉계군벌정부는 조선족을 제한, 취체, 구출할 데 관한
훈령과 비밀명령 48건이나 반포하였으며 조선족을 박해, 구축한 사건 170여
건을 조작하였다.25) 이런 압박은 이주한인들에게 막대한 재난을 갖다 주었
다.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간민대표들은 대책 강구회를 소집하고 귀화입적 운
동을 발동하여 간민들로 하여금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주동적으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
1928년 6월 21일 뺷민성보뺸 제4면에는 “귀화한민대표대회발기문”이 게재

되었다. “…… 입적문제는 실로 동성한족(東省韓族) 사활(死活)의 관두이다.
입적하면 우리가 동성에서 영구존영 할수 잇고 입적치 안으면 우리가 성성
셔 리산사멸(離散死滅)할수 밧게 타도가 업다. 철두철미 중국에 입적하여야
된다. …… 입적후의 공민문제, 교육문제, 자치문제 및 기타 문제를 토의키
위하야 이상 제문제 해결키 위한 합법적기관의 산출을 기도키 위하야 이에
24)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방지 편찬위원회 편, 뺷연변조선족자치주지뺸 상권, 중화서국, 1994, 35쪽, “대
사기”의 1920년 10월 내용을 보면 “…… 의란구, 소영자 등지에서 무고한 군중 1,124명을 살상하
고 민가 1,094호, 교회당 19곳 및 일부 학교를 불태웠다.”고 나온다. 다른 곳에서 벌어진 참안도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25) 조선족간사편집조, 뺷조선족간사뺸, 연변인민출판사, 1986, 68쪽.

26

한국학연구 제57집

귀화한민대표대회를 발기한다. ……”2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간민들이 살아
가는 데 있어 우선 생존의 영위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다. 뺷민성보뺸 조선문
판에서도 민족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귀화입적 문제를 다루면서 생존권의
취득을 위한 진로에 대해 모색하였다. 뺷민성보뺸에 게재된 심여추의 ｢연변조
사실록｣도 연변의 간민들이 중국에 귀화입적하고 정부에서 연변지역을 특별
구로 만들어 달라는 조선인들의 자치를 주장하고 있다. 귀화입적 운동을 통
하여 간민들에 대한 압박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간민들의 끈
질긴 삶의 의지와 정착의지, 생존권 취득을 진행했던 아픔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일본침략자들의 가혹한 압박, 탄압과 군벌들의 민족차별 정책 등 사정은
간도지역 간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불러 일으켜 노동운동과 민족운동
이 결부되어 나타나게 하였다. 뺷민성보뺸는 시종일관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동시에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피압박민족해방 운동과 무산
계급혁명의 관계 등 문제에 대한 사상체계를 통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간민
들로 하여금 반제반봉건 운동에 나서도록 선동하였다. 당시 연변지역에는 많
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였고 일제는 “1차간도공산당사건”, “2차간도
공산당사건”27) 등을 통해 대량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간도에서의
공산당조직을 파괴시켰다.
1928년 중공에서 파견한 당원들이 뺷민성보뺸를 진지로 연변지역 간민들을

각성시키고 반제운동에 나서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일제는 뺷민성보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당시 일제가 발간한 뺷간도일보뺸는 “뺷민성보뺸와 북경 향
산자유원에서 온 교원은 두개의 큰 악마이다.”, “적색분자들이 대량으로 잠
입하였다”, “공산주의사상이 간도 각 계층에 침투하였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실 뺷민성보뺸는 중공연변지구지하
26) 뺷민성보뺸, 1928년 6월 21일, 제4면. 이봉우, 앞의 글, 111~112쪽에서 재인용.
27) 1927년에 조선공산당 동만구역국은 연변지역에서 “5.1국제노동절” 행사를 한 뒤로 동년 10월 2일
에 일제에 의해 29명이 체포되었고 전 동북에서 100여 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제1
차간도공산당사건”이다. 1928년 9월 3일 국제청년절에 용정과 국자가 등 곳에서 일어난 학생시위
를 계기로 72명이 일제에 의해 체포된 사건을 “제2차간도공산당사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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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직 거점으로 되어 있었다.28) 그리고 상급 당조직에서 파견한 공산당원
들은 모두 민성보사에 겸직하여 그 엄호 하에서 비밀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5월 30일에는 연변지역에서 대중적인 “홍5월투쟁”이 일어났고 중

국공산당의 지휘 하에 前조선공산당원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그 해, 8월 1일
에는 “길돈폭동”이 일어났으며 연변의 많은 조선족간민들이 참여하여 일제
와 봉건군벌에게 타격을 주었다. 8월 초부터 11월 기간, 연길, 화룡, 왕청,
훈춘 4개 현의 각 지방의 농촌에서 연이어 지방폭동이 발생하였고 직접 폭동
에 참여한 대원이 5,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폭동대의 영향 하에 각종 농민혁
명단체에 가입한 군중이 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29) 이 시기 일제와 군
벌의 압박에 대한 분노가 수많은 간민들이 폭동에 뛰어든 주요한 원인이 아
닌가 생각된다. 어찌 되었든 중국공산당 산하의 각종 단체에 간민들은 적극
참여하여 항일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제는 간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민심을 농
락하는 데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이용하여 간민 가운데서 친일
분자를 수매하고 혹은 고용하여 반일조직에 잠입시켜 정보를 장악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 두 차례의 간도공산당사건 모두가 일본주구 및 친일파 세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연변의 실정을 상세히 조사한 심여추의 뺷연변조사실
록뺸에서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그 중
일본주구 및 그에 유사한 친일파도 한개 부류로 꼽았다. 비록 인수는 많지
않다고는 했지만 대체로 반일을 위주로 하는 민족주의자가 있는 곳에는 일본
주구들이 그림자 따르듯이 인차 생긴다고 하였다. 특히 “경신년대토벌”을 겪
은 뒤 연변에 있던 독립운동자들은 모두 북쪽의 러시야 변경으로 옮겨가서
연변일대는 완전히 친일파와 정탐 주구들의 자유천지로 되어버렸다. 다행히
새로운 세력인 공산당이 비밀단체를 만들어 항일활동을 하면서 이들 친일파
와 주구들을 청산하였다. 바로 1930년대 “홍5월투쟁”이나 “8.1길돈철도폭
동” 등에서 많은 간민들이 공산당의 지휘 하에 많은 일제주구들을 처단한 상
28) 오육삼, ｢진보신문 뺷민성보뺸(1927-1932)｣, 뺷연변문사자료휘집뺸 1, 2007, 89~94쪽.
29) 최성춘, 뺷연변인민항일투쟁사뺸, 연변인민출판사, 1997,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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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전형적인 예이다. 물론 이듬해 추수투쟁이나 1932년 춘황투쟁에서도
연변의 간민들이 토지개혁에 뛰어들면서 주로 친일지주들의 양식을 빼앗아
나누고 주구들을 청산하는 등 친일 행위에 대한 징벌을 단행하였다. 바로 이
시기 공산주의 운동과 항일민족 투쟁이 결부되어 진행된 상황이다. 심여추는
뺷연변조사실록뺸에서 연변의 여러 가지 상세한 정황을 설명한 동시에 통계수
자까지 들어가며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주목되는 바는 연변구원 책략을 구체
적으로 밝혀주었는데 특히 구체적 방침을 가지려면 먼저 특별구역을 설치해
야 한다고 호소한 점이다. 당시 연변을 간민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책원지로
만들려는 심여추의 연변특별구 설치안은 지방실정에 알맞은 전략적 방안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개괄하여 말한다면 근 4년에 달하는 기간 뺷민성보뺸는 선명한
기조로 반일활동을 지지 성원하였으며 일제의 침략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하
였다. 동시에 반동군벌의 간민들에 대한 박해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간민들의
생존권리와 교육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가 동북을 완전히 장악하
지 못한 시기여서 뺷민성보뺸는 제한된 자유의 공간에서나마 강력한 사회여론
을 조성하였으며 간민들의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4. 나오는 말
뺷민성보뺸는 연변지역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적들은
뺷민성보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였다. 그리하여 뺷민성보뺸 발행기간 갖은
박해와 압박을 다하였다. 기자 윤화수에 대한 검거 등은 전형적인 언론탄압
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간민사회는 일제의 압박과 군벌정부의 박해 속에서 생존권마저 위
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뺷민성보뺸는 간민들의 교육권을 위해 당
국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간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언어와 역사교육
을 고수할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하였다. 더욱이 간민들의 반일투쟁을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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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무 격려하는 등 반제운동에 앞장섰다. 심여추의 ｢연변조사실록｣이 뺷민
성보뺸에 게재된 자체가 뺷민성보뺸가 지역사회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신문은 중․한 두 민족이 합심해서 일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함을 시종일관 호소하였다. 뺷민성보뺸는 말 그대로 “백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대중언론기관이었다. 특히 조선문판
은 교육주제에 관한 기사가 아주 많았는데 이는 당시 간도조선인사회의 교육
에 대한 중시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위주
로 한 기사가 많이 보인다는 점은 조선족 간민교육에 있어 민족의 역사와
문화로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교육주제
기사의 구체적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는 민족문화 전승과 독립사상의
고취에서 항상 그 선봉을 담당하였다. 뺷민성보뺸에 실린 문학작품들은 당시
연변지역 간민들의 생활상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뺷민성보뺸는
일제와 반동군벌의 압박 속에서도 일제의 침략본질을 폭로하고 대중을 투쟁
에 나서도록 호소하여 민중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였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간민사회에서 삶을 영위해나가던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치
열하고도 벅찬 인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1931년 9.18사변 후, 뺷민성보뺸는 일본파시즘통치 하에 할 수 없이 정간하

고 말았다. 뺷민성보뺸는 비록 정간되었지만 연변의 수많은 대중들은 그에 대
하여 잊지 않고 민중의 후설로 호평하였다. 연변 각 인민들에게 훌륭한 언론
사로 기억될 것이다. 관준언이 서명한 폐간사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동인
들은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원쑤들의 온갖 위협
과 유인을 물리치고 버티어 대적하면서 몇 달 동안 출판을 견지하여 왔다.
동인들은 꺽어질 지언정 휘여들지 않으려는 의지로써 원쑤를 섬기지 않겠다
고 결심하였다.”30) 이 글에서 우리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뺷민성보뺸
언론인들의 굳은 결의를 알 수 있다.

30) 이봉우, 앞의 글, 2012,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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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seong newspaper and civil society of
Yanbian in the late 1920s

Yong-Zhi Lee․Chun-Lan Jin

a positive role in the social development and anti-Japanese activities in
Yanbian area. In 1909 and 1913, the reclamation people organized Reclamation
People Education Association, Reclamation People Committee and other
autonomous organizations, which promoted After the founding of Folk Voice
Newspaper, it publicized the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 thoughts,
enlightened the public, improved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new culture
and new thoughts, and played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and raised their national consciousness. 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many Korean people came into northeast China, among which Yanbian area
once became the bas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nti-Japanese
education movement was popularized. In 1920, the Japanese imperialists carried
out a brutal "Great Conquest in Gengshen" against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Yanbian area. After that, many member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Yanbian shifted their positions,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Yanbian was in a state of depression for a while. In the 1920s, while
strengthening police control in Yanbian area, the Japanese imperialists
implemented both the policy of flexibility and the policy of assimilation of
national language and historical education, which strengthened the control over
the reclamation people and further penetrated into Yanbian area.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of China also took some measures to deal with the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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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apan, they mistakenly thought that the Korean people were the "vanguard"
of Japan's invasion of Northeast China, so they issued many laws and
regulations to persecute and expel Korean immigrants. There is no exception
that the reclamation people in Yanbian area are oppressed and exploited twice
or even three times, living a miserable life. In such a period, Folk Voice
Newspaper was born. At the early stage of the Folk Voice Newspaper, as the
activity platform of the Communist Party, most of the editors wer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ho established the first Communist Party
branch in Yanbian. It published editorials with a sense of justice and represents
the voice of the people. While criticizing the educational policy of national
assimilation, it also encouraged the reclamation people to unite their
compatriots of all nationalities to fight against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imperialism and feudalism. Its serial "Yanbian investigation record" reflected
the actual situation of Yanbian area, and put forward the specific strategy of
saving the nation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clamation people of
Korea. After the Great Conquest in Gengshen, most of the independent activists
were forced to transfer, and then they started anti-Japanese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The reclamation people organized many
anti-Japanese groups, carried out land reform, and cleared up the flunkey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pro-Japanese elements. In the early days, the
Association of Folk Voice Newspaper became the platform of the Communist
Party. Most of its editors wer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set up the first Communist Party branch in Yanbian, and carried out a
campaign to encourage the people to fight against Japan and feudalism.
Key words : 1920s, Yanbian, Min-seong newspaper, junyan guan, civ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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