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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한제국 주러공사 이범진은 경술국치 직후인 1911년 1월 러시아 상트페테
르부르크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이역만리 부임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
는 나라 잃은 치욕과 울분을 이기지 못한 채 망국의 한을 품고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이한응(1874~1905) 주영공사, 그리고 헤이그 사행 이준(1859~1907)
열사에 이어, 그의 죽음은 대한제국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을사조약에 항거한 민영환의 자결순국과 더불
어 대한제국 1세대 외교관들이라 할 이들의 순국은 한국의 외교사가 제국주
* 이 글은 2011년 8월 이달의독립운동가 이범진 집필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7년 10월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 개최한 ‘이범진 주러공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세미
나’ 발제문 ｢대한제국 이범진 주러공사의 공훈선양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념관 전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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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탈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민족외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생한 증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현지 학술조사에서 1901년부터 1905년 공사관이 폐쇄될
때까지 대한제국 공사관이 당시 러시아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빤제
리이몬스카야(현 뻬스첼랴) 5번지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이
러한 선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번지의 건물 내 구체적 위치를 확인하고
비정하기 위해 2016년 이래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총영사 이진현)에서
관련 문헌조사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해당 건물의 5층(6/7호)이라는 근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1)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박벨라 박사에 의해 발굴
된 1904년 러시아 경찰의 공사관원 사찰 일지(러시아연방국가기록원 소장
1898~1917년 경찰특별부 자료, 목록 316, 문서번호 17, 문서번호 2396)로, 그
가운데는 공사관원들의 일상 속에 확인되는 공사관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외교활동을 토대로 이범진 공사가 수행한 민족독립운동의 공적과 비중을
고려할 때, 그가 상주한 대한제국 공사관의 위치가 점차 더 사실에 근접하게
비정되어 감에 따라 공사관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조
성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의 초청으로 2016년 1월 이범진 순국 105주년 기
념행사에 참석하여 공훈선양 학술강연을 하였고, 2017년 10월에도 역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 열린 공사관 위치비정 및 기념관 조성문제에 관
한 소규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범진 공사의 독립운동사, 외교사적 활동공적과 그 역사적 의의를 감안할
때, 그가 상주한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전시 기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그러한
기념사업을 전제로 한, 사전의 제언으로 작성한 것이다.

1)

박벨라, 러시아제국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 위치, 대한민국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
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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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범진 공사의 독립운동
1) 훈련대장 이경하의 아들
李範晉은 대한제국 시기 정치가, 외교관이자 애국지사였다. 본관은 전주,
자는 聖三이다. 무관으로 이름났던 李景夏(1811~1891)의 아들로 철종 4년
(1853) 태어났다.2) 형제로는 ‘嫡弟’인 範升이 있었다. 부친 이경하는 훈련대
장·금위대장·형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면서 흥선대원군의 깊은
신임을 받고 군사·경찰권을 장악한 권세가였다. 뒷날 이범진은 풍양조씨 부
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큰 아들은 璣鍾이며, 둘째 아들
이 헤이그 사행의 일원이었던 瑋鍾이다.
이범진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자행되던 1900년대에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전문 외교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 것은
26세 때인 1879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면서부터이다.3) 외교관으로 출국하
기 이전 이범진은 공조, 호조, 이조, 형조 등 각조 참판, 그리고 궁내부대신,
법부대신, 고등재판소재판장 등 요로의 중직을 두루 거쳤다. 뿐만 아니라 성
천, 순천, 영변 등지의 부사를 맡아 간간이 외직으로 나가기도 했다.4)
이범진은 1896년 2월 아관파천 때 그 주역으로 참여하였다. 뒤이어 그는
법부대신 겸 경무사, 고등재판소재판장으로서 일제가 저지른 을미사변에 대
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5) 그러나 이 사건 가담자는 사실상 일본의 군인,
이범진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공적자료, 공훈록을 비롯하여 각종 인물 사전
류에 1852년으로 일반화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관찬의 과거 합격자 명부인 국조방목
에 ‘계축년’(1853년)으로 확실하게 명기해 놓았다.
3) 국조방목 문과 고종 기묘년 식년시 병과조.
4) 윤병희, ｢이범진, 기종, 위종 3부자의 가계 및 행적｣,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외교통상부, 2003, 6쪽.
5) 報告書(건양원년 4월 15일자로 법부협판 겸 고등재판소판사 권재형이 법부대신 겸 고
등재판소재판장 이범진에게 올린 보고서) 참조. 이 보고서는 이범진이 관장하던 법부에
서 을미사변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건이다. 한편, 국제적 만행인 이 사건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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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배 등이었고, 그 배후에는 일본공사관이 있었다. 객관적 정세로 보아 이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수
사를 계기로 오히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어 얼마 뒤 주미공사로 전
임되었다.

2) 대한제국의 전문 외교관
이범진은 1896년 주미공사가 되어 기울어져가던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
하기 위해 구국외교에 투신하였다. 1896년 6월 20일 ‘주차미국특명전권공사’
에 임명되어 7월 고국을 떠나 9월 워싱턴에 도착하게 된다. 그동안의 미국행
여정을 보면 부인, 아들 이위종, 통역관 등과 함께 7월 16일 프랑스 군함 바
야르(Bayard)호를 타고 중국 芝罘(현 煙臺)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중국
선박인 連陞號로 갈아타고 상해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 뒤 9월 9일 워싱턴
에 도착하였다. 이후 이범진은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14년간 해외에
체류하다 자결 순국으로 귀결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된다.
얼마 뒤 이범진은 주러시아 공사로 전임되어 프랑스·오스트리아까지 3개
국 주재공사를 겸임하였다. 하지만, 이범진이 미국을 떠나는 것은 1900년 3
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3년 반 정도 되는
셈이다.
런던을 경유한 이범진이 파리에 도착한 것은 1900년 5월 4일이었다. 이때
기종·위종 두 아들과 함께 도착하였다. 한 달 정도 파리에 머문 이범진은 6
월 12일 프랑스 대통령 에밀 루베(Emile Loubet, 재임기간 1899~1906)를 접견
하였다. 이후 겸임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 도착한 이범진은 7월 12일 황제 니콜라이 2세(재위기간 1894~1917)에게

대한 각국의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에서 발간되던 영문잡지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3월호에 이 보고서를 영역하여 게재하였고, 영국공사관에서는 이를 다시 抄譯하
여 Official Report Concerning The Attack on The Royal Palace at Seoul, Korea, And The
Murder of Her Majesty, The Queen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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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을 전달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외에 있는 빼쩨르고프 궁전(여름
궁전)에서 신임장을 전달하던 그 자리에는 황후도 배석하였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던 이범진은 영국으로 건너가 대한제국
특사로 1901년 2월에 거행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1837~1901) 장례식에 참
석하기도 하였다.
이범진은 1901년 3월 12일 그동안 겸임해 오던 프랑스, 오스트리아 공사직
에서 해임되고 ‘駐箚俄國特命全權公使’, 곧 주러공사 직에만 임명되었다. 그
리하여 7월 10일 프랑스 루베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제출하고 상트페테르부
르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범진은 그뒤 1904년 2월 4일 독일 주재 공사에
일시 임명되었지만, 같은 달 20일 주러공사에 복귀되었다.

3) 대한제국 주러시아 공사
국권수호를 위한 이범진의 외교적 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조인한 직후부터 이
범진을 본국으로 소환할 것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러일
전쟁 개전에 즈음하여 일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통보하고 주러
일본공사관을 폐쇄시켰다. 일본공사는 전쟁 발발 직후인 2월 10일 상트페테
르부르크를 떠났으며, 주한 러시아공사도 2월 12일자로 공사관 사무를 주한
프랑스공사관에 위임하고 서울을 떠났다. 일제는 곧이어 그동안 체결된 한
러조약과 이권 폐기를 공포하고, 공사관 철폐와 이범진 공사 소환을 요구하
였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유린되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이범진은 러시아 외무
대신 람스도르프를 찾아가 광무황제의 칙명이 있기 전까지는 소환을 거부하
고 현지에 머물며 공사의 직분을 다할 것임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한
편,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강요하여 1904년 9월 1일 이범진 공사를 면직시
켰다.
러시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진 공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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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관 유지비로 3개월마다
7,325루블을 지급하였다. 러시아 외무대신은 이범진의 체류비 지급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공사에게 체류비를 제공하는 것은 일제의 만행에 의한
지금의 한국 상황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 러시아는 자주
국가인 대한제국과의 외교관계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
다.”6)라고 러일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극히 우호적 관계로 언급하였다.

4) 외교관에서 독립운동가로
이범진은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러간 외교업무를 계속 수행하
고 있었다. 특히 양국 황제는 이범진을 통해 수차에 걸쳐 상호 서신을 교환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전쟁 발발 후 광무황제가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1904년 6월 도착했고, 이 서신에 대해 니콜라이 2세는 답신을 보
내 한러 양국간에 두터운 情誼와 친선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나아가
한국의 국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뒤 러일전쟁이 일제의 승리로 귀착되는 즈음인 1905년 9월 이범진은 러
시아 외무대신에게 광무황제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러시아와 일본
의 강화조약 체결이 한국민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으며, 하루 속히 서울에 러시아 공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었다.7)
이범진은 이어 망국조약인 을사조약이 늑결된 직후인 1905년 11월 26일
니콜라이 2세에게 국권회복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광무황제의 애절한
편지를 비밀리에 받아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하였다.8) 이 서신에는 을사조약
러시아사대외정책고문서보관국 소장 중국문서철 목록 491, 67제, 6쪽; 박보리스, ｢러시
아에서의 이범진의 외교활동｣,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외교통상부, 2003, 45
쪽 재인용.
7) 박보리스, ｢러시아에서의 이범진의 외교활동｣,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외교통
상부, 2003, 47쪽.
8) 박보리스, ｢러시아에서의 이범진의 외교활동｣, 48~49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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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결과정에서 일제가 자행한 야만적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며, 동시
에 이 편지를 통해 대한제국의 비극적 운명의 말로를 절감하게 된다.
이범진의 구국 외교활동은 러일전쟁이 일제의 승리로 귀착됨으로써 공식
적으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06년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한제국 공
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으나, 전술하였듯이 당분간 러시아에 계속 체류
해 있으라는 광무황제의 밀명으로 인해 이범진은 정치적 망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범진은 추후 대한제국 정부의 상환조건으로 러시아 정부에 한국공사관
이전 비용 5,010루블을 요청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이범진에게 매달 100루
블의 체류비를 지급하자는 람스도르프 외무대신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공사
관의 직원들이 귀국하는 데 드는 비용 5,010루블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이범진에게 매월 100루블씩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연
금은 1910년 3월 다시 2년간 연장되어 1911년 1월 순국 때까지 계속 지급되
었다.9)
을사조약 늑결 이후 이범진은 기울어가는 국운으로 인해 이처럼 공관이
폐쇄되고 공사직에서 해임당한 상태에서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참담한 현실을 의연하게 감내하면서 국권회복을 위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마지막까지 수행하였다. 곧 일제침략을 당한
조국의 현실로 말미암아 이범진은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전문 외교관에서 구
국의 선봉에 선 항일독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5) 헤이그 사행의 후견인
을사조약 늑결 이후 이범진이 벌인 활동 가운데 특기할 만한 하나가 1906
년 헤이그 使行을 후원한 것이다. 광무황제는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구국외교를 결행하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수도 헤
9)

박종효 편역,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이범진공사와 그 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교신｣(19010년 1~5월), 466~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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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될 때 이상설·이준·이위종 세 특사를
밀파하여 열강을 상대로 구국외교를 벌이게 한 것이다. 이범진은 이들이 사
행할 때 그 충실한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헤이그 사행과 관련되어 이범진의 활동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1904년 이범진이 러시아 외무대신으로부터 대한제국이 평화회의에 초청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광무황제는 이범진을 장차 있을 평화
회의 수석대표로 임명해 놓았다는 사실이다.10) 이범진은 그뒤 1905년 10월
러시아 외무대신으로부터 평화회의 초청장을 정식으로 받기에 이르렀다. 러
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포츠머드 강화조약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을 견제하기
위한 대일정책의 기조위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아무튼 대한제국이 평화회의
초청 대상국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범진은 장차 있을 헤이그 사행을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왔다.
세 특사 가운데 이준은 1906년 4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였다. 그는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하였다. 두 사람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6
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이범진과 만났다. 헤이그 사행에 필요
한 문건을 작성하고 현지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범진은 평화의의에 제출할 문건 ｢控告詞｣를 불어로 작성해 인쇄하였다.
선언서 성격의 ｢공고사｣는 일제침략의 실상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열강
이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헤이그 사행과 관련되어 가장 핵심되는 문
건이라 할 수 있다.11) 이범진은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아들 이위종을 사행의
일원으로 삼아 두 특사와 동반케 하였다. 영어,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던 이
위종은 특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한 뒤 대한제국의 처절한 입장과 불행한 처지
를 폭로하는 활동을 벌일 때 그 주역이 되었다. 특히 ｢공고사｣가 헤이그 현
지 언론에 소개되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또 각국의

10)

윤병석, ｢만국평화회의와 한국특사의 역사적 의미｣,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9쪽.

11)

윤병석, 이상설전, 1984, 67쪽. 불어로 된 ｢공고사｣ 원자료는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
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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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이 모인 자리에서 이위종이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주제
로 강연한 내용이 여러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제관
계의 냉혹한 현실에서 헤이그 사행은 국권 회복이나 수호라는 그 본래의 목
적에 비추어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사행의 일원인 이준이 憤死 순
국한 것도 이와 같이 냉혹한 외교무대의 실상과 참담한 민족적 현실을 반영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 연해주 독립운동의 견인차
헤이그 사행 이후 이범진이 주목한 것은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던 조국 독립운동이었다. 두만강을 연한 연해주는 1860년대 이래 대규
모 한인사회가 형성되고 을사조약 늑결 이후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망명함으
로써 독립운동의 새로운 무대로 각광받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늑결 이
후 1910년 경술국치 전후까지 연해주로 집결한 민족운동가는 그 계통이 다양
하다. 간도관리사를 지낸 李範允을 필두로 국내에서 의병전쟁을 주도하던 유
인석·홍범도 등 의병 계열을 비롯하여 박은식·신채호·장지연 등 언론 계
몽운동가, 그리고 미주에서 건너온 이상설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
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물들인 최재형·김학만 등과 힘을 합하여 연
해주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연해주는 국망을 전후한 시기에 국내
외에서 펼쳐지던 다양한 계열의 민족운동 노선이 합류하는 거대한 호수가 되
었으며, 나아가 이는 곧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12)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과 관련되어 이범진이 가장 먼저 착안한 것은 민
족의식 고취를 위한 한인신문의 간행이었다. 헤이그 특사 의거 이후 이범
진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신문사를 세우고 국권회복에 공

12)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 연구, 한울, 1998, 28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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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사상을 가진 장지연을 초빙하여 일본의 통감정치를 공격하는 한편, 의
병을 일으켜 일본인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한인신문 발간을 역설하였다.
이에 연해주 최초의 한인신문인 海朝新聞이 창간되자 편지를 보내어 신
문 간행을 축하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재정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아 금화 50원을 출연하였다. 이 신문은 1908년
2월 26일 창간되어 같은해 5월 26일 폐간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총 75호가
간행되었다. 이후 한인신문은 대동공보, 대양보, 권업신문 등으로 꾸
준하게 명맥을 이어가며 연해주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13)
이어 이범진은 연해주의병의 편성과 활동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해주 가운데서도 특히 연추(현 크라스키노)를 중심으로 한 남우수
리지방에서는 항일의병세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해주의병의 최고
지도자는 최재형과 이범윤이었으며, 유인석·홍범도·안중근 등이 중심인물
로 활동하고 있었다. 1908년 전후 연해주의병의 규모는 3~4천 명에 이르렀
다. 이런 연고로 이범진은 이범윤과 형제, 또는 사촌형제로 오인될 만큼 가까
운 사이로 알려졌다.14)
이범진은 러일전쟁 후 연해주로 망명하여 항일의병을 규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전주이씨
집안의 아우이기도 한 이범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범진은 “연해주 방면에
서 두만강을 건너 일거에 함경도를 점령하고, 길게 몰아쳐 서울에 들어가 승
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며 항일무장투쟁을 독려하였고, 나아가 러시아 관
13)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간되던 한글 신문은 해조신문을 필두로 대동공보, 대양보, 권
업신문을 거쳐 볼세비키혁명 직후에 나온 한인신보, 청구신보에 이르기까지 6종이었
다. 그 가운데 대양보를 제외한 5종의 한글 신문은 1993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도서관에서 박벨라 박사가 찾아내고 윤병석 교수가 학계에 이를 소개하여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윤병석,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241~243
쪽 참조). 단재 신채호가 간행한 대양보의 실물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 이범윤은 전주이씨 18세손으로 부 李柄夏와 모 장수황씨 사이에서 고양군 숭인면(현 서
울 신설동 일대)에서 3남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정제우, ｢연해주 이범윤 의병｣, 한
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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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항상 우리를 후원하고 있으므로 이범진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고 이범윤
을 부사령관으로 삼아 국내로 진공할 것임을 역설하였다.15) 이범진이 의병에
거는 무한한 기대와 희망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908년 봄 연해주에서 최재형과 이범윤 등이 의병단체인 同義會를 편성할
때 이범진은 아들 이위종을 파견하여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
였다. 그리하여 이위종은 장인 시베리아 토볼주 총독인 놀캔 남작과 함께 연
해주로 내려왔다. 이때 이범진은 거금 1만 루블을 군자금으로 보냈다.16) 이
러한 정황에 대해 러시아 국경지대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들의 동향을 상부
에 보고하였다.
생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전 주러한국공사의 아들이 왔다. 블라디미르 세르
게비치 리(이위종)라고 한다. 그는 남작 놀켄(토볼주 총독이었던 것으로 여
겨짐)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의 장인과 함께 왔다. 파리에서 교육을 받
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대표단의 일원이었다고 한다.17)

이위종이 그의 장인 놀캔 남작과 함께 연해주를 찾게 되자, 현지 한인사회
는 이에 크게 고무되었으며, 러시아 관리들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 위
와 같은 자료에서는 이위종 일행이 연해주 한인사회에 출현함으로써 “앞으로
동쪽과 북쪽의 변경지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의 삼림지대에서 유혈 참극이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추측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여 향후 의병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확단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이위종이 중심이 되어 동의회가 편성될 수 있었고, 그는 회장이 되어 이 의병
단체를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다. 1908년 5월경 연추에서
결성된 동의회는 항일의병을 추진하기 위한 결사의 성격이 강하였고, 회명

15)
16)
17)

박환, ｢이범진과 연해주지역 한인민족운동｣,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79쪽.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신서원, 2013, 184쪽.
1908년 4월 5일 남우수리스크지역 국경수비위원이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보낸 보고서; 박
환, ｢이범진과 연해주지역 한인민족운동｣, 81~8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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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의병 결사를 의미하였다.18) 동의회 의병은 창의회 의병과 함께 1908
년 7월 대규모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여 경흥·회령·鏡城 등 관북 내륙 깊
숙이 진출하면서 일시 성세를 떨치기도 했다.
이범진 공사는 연해주의병의 대단원이 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의거와
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사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曺道先은 1903년경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전력이 있었고, 하얼빈에 거
주하던 당시 이범진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던 듯하다.
또한 거사 관련 인물들 가운데는 이범진 공사가 발행한 여권, 곧 ‘護照’를 소
지한 사람도 있었다. 현재 자료상 禹德淳과 조도선이 확인된다. 하얼빈의거
후인 11월 26일 일제 검찰 신문 때 조도선은 이범진의 거주지에 대해 1905년
이후 1911년 순국 때까지 살던 ‘체르노레첸스카야 5번지’로 정확히 확인해 주
었다.19) 곧 이 주소의 이범진에게 편지를 보내 호조를 발급받고, 수수료 2루
블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실은 공사관 폐쇄 후에도 이범진이 그때까지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 사례로 확인해 주는 증좌가 된다. 이범진 공사
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던 조도선과 달리 우덕순은 1909년 봄 연해주 수청
(현 파르티잔스크)에서 러시아 관헌으로부터 수수료 7루블을 지불하고 발급
받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20) 안중근의 경우에도, 여권을 소지했을 것으
로 짐작되지만, 그 발급 경위 등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얼빈 의거의 여파로 서울에 거주하던 이범진의 가족은 큰 곤욕을 치러
야 했다. 의거 직후인 10월 30일 일제 헌병들이 본가에 들이닥쳐 아우 기종
을 체포해 한국주차헌병대 본부로 끌고 갔고 가택수색을 벌여 일체의 문서류
를 탈취해 갔다. 3일 후에는 다시 일제 경찰들이 이범진의 아내와 가족들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이범진과의 서신교환 등 연락관계를 비롯하여 연해주 독
립운동계의 동향과 관련되어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 가족들은 얼마 뒤 석
방될 수 있었지만, 이기종은 1911년 2월까지 갇혀 온갖 고초를 겪었다.21)
18)
19)
20)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2008, 29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1968, 210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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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제국의 殞命: 이범진 순국
을사조약 이후 이범진은 기울어가는 조국의 국운을 부여잡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칩거해 있
던 이범진은 피폐한 조국의 운명과 더불어 심신의 고통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급기야 이범진은 1910년 8월 경술국치라는 망국의 역사를 상트페테르부르
크에서 맞았다. 그동안 주러공사로의 역할과 의무가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극도의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고 있었다. 조국의 멸망
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훼손된 조국의 명예를 회복할 방도가 없는 현실
을 개탄하면서 자결순국을 준비하였다. 이범진은 극도의 수치심과 비극적 역
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순국을 결행하였다. 곧 이범진은 ‘國恥民辱’
의 담지자 민영환, 치욕의 역사 앞에서 무한책임을 자임했던 순절지사 향산
이만도, 매천 황현 등과 동일한 의식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범
진 등 순국지사들이 품었던 수치심은 경술국치 당시 한민족이 공유했던 의식
세계였다. 이들의 자결순국은 일제 강점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한결같은 의지
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사였다.
자결에 앞서 이범진은 남은 유산을 미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자금으로 분
급하였다. 秋汀 李甲(1877~1917)의 약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
범진이 이갑과 유산 분급문제를 상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그리고 그 실행 직
후에 순국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하루는 이공사가 추정을 초대하고 말하기를 남아있는 자기 재산을 유익하
게 사용하고자 하니 고견을 듣고자 한다 하였다. 상의한 결과 그의 재산을
나누어 시베리아에 있는 민긍호, 안중근 양씨의 유가족 생활비, 미주에 있는
국민회 및 신한민보 보조, 하와이에 있는 국민회 및 신한국보에 보조하기로

21)

외교통상부 편,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2003, ｢백대리인이 이범진에게 보낸
편지｣(1910년 7월 7일), 2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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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공사는 극히 만족한 표정으로 즉시 우편 송금을 완료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露都에 있는 신문들은 전 한국공사 이범진의 자살 보도를 대
서하였던 것이다.22)

위에 의거해 보면, 미주 한인사회에 유산이 분급되는 데는 이갑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유산 분급 대상과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
만, 대체로 보아 미주 국민회에 5천 루블, 미주 무관학교에 1천 루블, 미주
한인신문사에 1천 5백 루블, 하와이 한인사회에 1천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청
년회에 2천 루블, 블라디보스토크 신문사에 1천 루블 정도로 분급한 것 같
다.23) 그 가운데 연해주로 분급된 유산의 일부는 1912년 블라디보스토크 신
한촌에 민족주의 교육기관으로 한민학교가 건립될 때 그 자금으로 제공되기
도 하였다. 그밖에도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민긍호, 안중근 유가족을 비롯하
여 유인석, 이상설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도 일부 분급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이범진은 자결에 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과 민족
의 해방을 위해 유산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분급하였던 것이다. 이범진이 연해
주 한인사회와 미주 한인사회에 유산을 분급한 것은 이 두 지역의 한인사회
가 향후 항일 국권회복운동의 중심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일
시적으로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말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와 신한민보를 중심으로 활발한 항
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미주 한인사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24)
이범진 공사는 1911년 1월 26일(러시아력 1월 13일) 천장의 램프 갈고리에
혁대를 걸어 목을 맨 상태에서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향년 59세를 일기로 순
국한 것이다.

주요한, 추정 이갑, 대성문화사, 1964, 62~63쪽.
｢機密鮮 제8호｣ 1911년 2월 16일, ｢조선인의 근황 보고의 건｣(일본 외무성 외교자료관
소장).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범진의 유산은 유인석과 이상설 등에게도 각각 일정액이 분
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123쪽.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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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범진(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기념관 건립 구상
1) 한국독립운동 관련 국외 사적지, 기념(전시)관 현황
뻬스첼랴 5번지(구 빤제리이몬스카야 5번지)에 소재한 대한제국 공사관 건
물은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이범진 초대 상주 공사의 집무실이었고, 러시아
를 상대로 구국외교를 펼쳤던 근거지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미국, 영국
주재 공사관과 더불어 대한제국 시기 상주 공사관으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사관은 오직 이범진 공사의 재
임 기간에만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범진 공사와 그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그동안 주러 한국공사관 건물에 대한 학술조사는 수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2년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학술조사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2008년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3년에도 다시 한
번 심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2002
년에는 당시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한러친선특급행사 개최의 일환으로 이범
진과 공사관 관련 자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제하의 책자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2016년 1월에는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에서 이범진 공훈선양과 공사
관 비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후 이범진과 공사관 관련 학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러시아 현지 학자를 동원,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주 러시아 대한제국 공관 1900~1911년; 이범진공사의
활동에 대한 자료집을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주상트페테
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 그동안의 학술조사를 토대로 기념(전시)관 건립을 위
한 타당성 확인과 사전 준비를 겸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념(전시)관
건립을 위한 행보를 내딛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27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2집

더, 그 분의 자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독립운동가 발굴 의지를 천명하였고,
8월 8일 국무회의에서도 독립유공자 발굴을 재차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사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선양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가, 민
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당대 선인들의 고심혈통, 풍찬노숙 독립운동사의
참된 가치를 발양하는 데 현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직접적 의지의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공사관(이범진) 기념관 건립과 전시도 이러한 역사를 계
승하고 선양하는 데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국외 한국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345), 러시아(96),
미국(91), 일본(52), 멕시코(49), 유럽(19), 인도네시아(14), 쿠바(13), 인도(12),
카자흐스탄(9), 필리핀·타이완(6), 싱가포르·미얀마(2), 우즈베키스탄·몽
골·홍콩(1) 순이다. 한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
산재한 총 719개소의 유적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장소(390), 건물(183),
탑(비석)(62), 묘역(32), 기념관(25), 표지석(20), 동상(5), 생가(2)순으로 분포
되어 있다.25)
사적지 분포 가운데 국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중국이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독립운동의 추이와 양상으로 보아 자연스런 결과이다. 중국에 이어 러
시아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감각적
으로 보아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1937년 한인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한인사회
의 원형이 완전히 파괴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에 유적지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해방 이후 현지 여건상 한인사회의 원형이 그
대로 남아 있고, 현지 후손과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조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한국독립운동의 무대였던 국외 각지에 현재 한인사회나 독립운동사 관련
전시관, 기념관으로 조성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주지역에는 대한제
25)

박걸순, ｢중국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경과와 현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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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주미공사관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하여 2018년 5월 22일
개관한 사례가 있다. 미국 워싱턴의 북서쪽 13번가 1500번지, 원형 교차로
길가의 빅토리아 양식 3층 갈색 벽돌 건물이 과거 공사관이었다. 단독 건물
로 된 대한제국 공사관은 손님들을 맞았던 객당과 연회공간인 식당 등 사진
자료와 고문서를 바탕으로 1880년대 공사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심
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숙소로 사용했던 3층은 전시관으로 조성하였다.26)
요컨대, 주미 공사관 건물 역사 전시관은 이범진 공사가 상주한 주러 공사관
과는 항일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역사성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L.A.
에는 대한인국민회관, 필라델피아에는 서재필기념관이 있다.
중국 관내에는 상해, 중경을 비롯하여 항주, 장사, 유주 등지에 독립기념
관의 전시 지원하에 중국 정부에 의해 임정 기념관이 복원되어 전시 중에 있
고, 하얼빈 역사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근년 건립
되었다가 현재 재개관을 위해 공사 중에 있다. 그리고 유럽에는 네덜란드 헤
이그에 이준열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러시아에는 초기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연해주지역의 우수리스
크에 고려인문화센터 내에 고려인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이 있다. 하지만
이 고려인문화센터는 명칭대로 고려인(한인)의 문화, 교류를 위해 건립되었
기 때문에 여타 기념, 전시관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또 2016년에는 연해
주 한인사회의 지도자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형이 1920년 피살 순국
당시 살던 우수리스크의 집을 매입하여 최재형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현재 독립기념관의 전시 담당하에 진행 중에 있다.
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전시 기념관 가운데 위치, 규모, 성격 등의
면에서 건립을 계획 중인 이범진(주러공사관) 기념관과 대비시켜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준열사기념관과 최재형 기념관을 편의상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운데 최재형 전시관은 아직 전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준열사기념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전체 대지 면적은 190평이지만, 그 가

26)

경향신문 2018년 5월 15일자,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복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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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전시공간으로서의 건평은 20여 평에 불과하다. 단층의 단독주택으로 저
택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여기에 들어갈 전시 내용과 구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해주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큰 흐름과 여기에 따른 최재형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중심으로 전시될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준열사기념관은 1907년 헤이그 사행 당시 일행이 투숙하여 태극기를 게
양했던, 그리고 이준이 순국한 장소였던 3층의 융 카페겸 호텔을 한인 독지
가가 매입하여 전시관으로 1995년 8월 개관한 것이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에
서 지속적으로 전시지원을 하였고, 현재 2~3층에 걸친 전시관의 전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준열사기념관 이준평화박물관 면적 : 약 54평
2층
제1전시실 : 들어가며
제2전시실 : 헤이그 특사 파견배경 및 이동
제3전시실 : 헤이그특사의 활동
제4전시실 : 호텔방 복원 및 이준 열사 관련 자료
3층
제5전시실 : 이상설
제6전시실 : 이위종
제7전시실 : 유럽지역에서의 구국운동
제8전시실 : 네덜란드와 한국

위 전시 내용과 구성을 요약하여 대강으로 분류하면 첫째, 헤이그 사행과
관련된 전시, 둘째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특사의 인물과 관련된 전시, 그
리고 셋째 유럽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및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 등 세 부문으
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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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범진(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기념관 전시 구상
이범진이 상주한 대한제국 시기 주러 공사관을 기념(전시)관으로 조성할
경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전시 주체
(대상)에 따라 ‘이범진’ 또는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 내용과 방향, 그 성격에 따라 ‘박물관’ 또는 ‘기념관’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곧 이범진 기념관, 이범진 박물관 / 대한제국 공사관 기념관,
대한제국 공사관 박물관 등에 준하는 명칭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
제 하에 역사적 사실과 성격에 가장 합당한 전시관 명칭을 상정해 본다면 ‘이
범진 주러공사 기념관’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범진 상주 공사는 곧 대
한제국 주러시아 공사관을 상징하고 형상화한 역사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국권침탈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나아가 그 수난을 온 몸으로 체인한 끝에 끝내 순국으로 귀결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한제국 구국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공사관과 구국외교를 상징하고 형상화한 역사적
인물로서 이범진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는 데 주 목적을 둔 ‘기념관’으로 건립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범진(주러공사관) 기념관의 전시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큰 틀과 방향은
이범진의 삶과 궤적, 그에 따른 공적을 시기, 테마 별로 집약해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한 전시 구성에는 또한 일제의 국
권침탈의 양상과 흐름, 여기에 대응하여 구국을 위해 노력한 대한제국 ‘민족
외교’의 실상, 그리고 이범진의 활동 공적이 남긴 역사적 유훈이 적절히 균형
감을 가져야만 바람직한 전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
두에 두고 이범진 전시관을 건립할 때 상정할 수 있는 전시 구성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코너 1 가계와 국내활동
◦이경하와 흥선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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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합격－기묘(1879) 국조방목 / 계유(1873) 사마방목
◦관복입은 이범진(한국100년, 104쪽)
◦광무황제 하사 글씨 ‘雲川’(을유년, 188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 조사보고서－개국 504년 사변 報告書(1896.4.15);
(영역본)Official Report Concerning The Attack on The Royal Palace at

Seoul, Korea, And The Murder of Her Majesty, The Queen
◦이범진 수찰(1896년 아관파천)
코너 2 대한제국 전문 외교관
◦주미공사 시절의 이범진(The

Puritan Nov. 1897, p.37)－가족사진

◦주불공사 이범진과 이위종(불어판)
◦신문보도 및 임면 공보 기사
◦사행일기 美槎日錄
◦이범진 공사 시절의 주불공사관 건물(1901, 155, rue de la Pompe)
코너 3 대한제국 주러시아 공사(관)－구국외교의 투혼
◦러시아제국의 이범진 공사 신임장 제정(1900.6.30)－상트·문서보관소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외부대신 박제순 발행 이범진 신임장(1899.11.1;
강인구, ｢러시아자료로 본 주러한국공사관과 이범진｣ 부록자료) / 민영
환 신임장(1896.3.12)
◦주러공사 시절 이범진 사진
◦이범진 공사 외 공사관원 명단(1900)－러시아 외무부 연보 1901년 145쪽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건물 도면자료
코너 4 외교관에서 독립운동가로
◦러일전쟁 관련 기사/ 삽화
◦이범진공사 페테르부르크신문 인터뷰 기사(1904.1.29/2.5)
◦이범진 인터뷰 인물 스케치 삽화(페테르부르크신문 1904.2.15)
◦민영환 인물 및 유서
◦광무황제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서한(1905.1.10)
◦광무황제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서한(1905.11.26)
◦러시아 정부의 대한제국 공사관 폐관 공문(1905)
◦러시아 정부의 생활 체류비 지원 관련 문건(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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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5 헤이그 사행의 후견인
◦광무황제의 특사 신임장
◦이상설, 이준, 이위종 사행 일행 사진
◦헤이그 사행 ｢공고사｣
◦서울에서 헤이그까지－헤이그 사행 여정
◦세 특사 사진
◦이위종 ‘한국의 호소’ 강연 기사
◦이준 순국장소 융(Jong)호텔 사진
◦이준 분사－헤이그 墓蹟
코너 6 연해주 독립운동의 견인차
◦이범진 후원하에 간행된 해조신문 창간호(1908.2.16)
◦이위종 연해주 방문기사
◦연해주 의병 단체 동의회 취지서(1908.5)
◦연해주 독립운동의 지도자 이범윤 사진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작전 사진(1908.7~8)－연추창의대 깃발, 인장류 등
◦하얼빈의거 4인 인물사진－호조(여권) 발급
코너 7 대한제국의 殞命, 순국: 수치심과 책임감
◦순국 직전의 이범진(1910.12.1, 해삼위청년회에 보낸 정장 사진)
◦이범진 순국 러시아 현지신문 레치 기사
◦이범진 유해 안장 관
◦유산 분급 유언 기록
- 일제 외무성 정보자료(1911)
- 이범진이 미주 국민회에 보낸 편지(신한민보 1935.8.29)
- ｢리범진씨의 편지와 의연금｣(신한민보 1911.3.15) / ｢리범진씨의
유혜금｣, 신한민보(1911.8.9)
◦광무황제에게 남긴 유언
◦순국 遺詩 2수(신한민보 1945.3.1)
◦순국 장소
◦시신 안치병원 건물
◦순국 관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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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8 世人·後人의 論贊과 宣揚
◦이위종 사진(1911.7, 안창호에게 보낸 것, 명문－“please go not forget
me”)
◦이위종 상트. 저택
◦민영환 순국
◦이한응 공사 순국 관련 사진 및 자료
- 이한응 순국 직전 사진
공사관 일상 유품 - 열쇠패, 안경 등
◦이범진 추모기사－｢리범진씨의 죽음과 세상사람들의 평론｣(신한민보
1911.6.7)
◦홍언(동해수부)의 추모논찬(｢국민회약사｣, 신한민보 1945.2.8)
◦2011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범진 선정/ 2007년 6월 이위종 선정

제1부에는 이범진의 가계와 국내에서의 관인활동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범진이 태어난 1853년부터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주미공
사에 임명되어 출국하기 전까지 근 43년간을 그 대상 시기로 삼았다. 곧 이
범진의 생애를 국내에서 활동한 전반부, 국외에서 지낸 후반부의 두 시기로
양분한다면 전반부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위정자, 곧 정치가로서 이범진을
규정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제2부는 주미공사로 부임하게 되는 1896년 7월부터 주러 상주 공사로 상
트페테르부르크에 부임하는 1900년 7월 이전까지로, 주미공사와 러시아, 프
랑스, 오스트리아 겸임공사를 맡아 미국과 유럽 등지를 전전하던 기간에 대
한제국의 전문 외교관로서 활동하던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3부는 1900년 7월 러시아 상주 공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한 이후
러일전쟁으로 인해 1906년 초 공관이 폐쇄될 때까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대한제국의 국익 수호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방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
주하던 시기를 설정한 것이다. 이 기간은 구국외교의 최전선에서 이범진이
외로운 투혼을 불사르던 시기이기도 하다.
제4부는 대한제국 주러 공사에서 해임되고 공사관이 폐쇄된 이후 귀국을
거부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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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시기, 곧 독립운동가로 전신하게 되는 시기의 이범진과 공사관 관련 자
료를 모은 것이다. 실질적 국망을 의미하던 을사조약 늑결 이후 대한제국의
殘命을 이범진 공사가 온 몸으로 體認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제5부는 을사조약 늑결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큰 전기가 되는 1907년 6월
의 헤이그 사행 의거와 관련된 이범진의 역할과 비중을 대상으로 하였다. 헤
이그 사행의 후견인 이범진은 곧 사행을 야전에서 지휘한 사령부와도 같은
역할,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 시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주재하던 이범진
의 강렬한 민족적 활동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6부는 이범진(과 그의 아들 이위종)과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의 상관성을,
후원자라는 입장에서 설정한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 늑결 이후 1910년 국
치 전후에, 국외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계와 재정,
또는 인맥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원하던 여러 가지 실상을 담은 것이다.
요컨대, 이범진은 을사조약 늑결 이후 한국독립운동의 한 복판을 관류하고
그 중심에 놓여 있던 헤이그사행, 연해주지역 독립운동과 직접적 관련을 맺
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제7부는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결행된 이범진의 순국과 관련한 여
러 가지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범진의 순국은 곧 대한제국의 비극적 멸
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한제국 초기 외교가 철저하게 ‘민족외교’를 지향했
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범진 외에 민영환, 이한응, 이준
등의 외교관이 모두 순국으로 귀결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
이었던 것이다.
제8부는 이범진 사후에 그를 추모하고 기리는 여러 가지 筆舌과 會合, 行
事 등을 모은 것으로, 세인과 후인의 다양한 論贊을 통해 역사적 인물로서 이
범진의 공적을 선양하고 본받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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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기는 말
대한제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상주 재외공관을 설치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범진 공사와 그가 상주한 상
트페테르부르크 대한제국 주러공사관은 대한제국 시기에 러시아, 유럽지역
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지휘부와도 같은 성격, 위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서 그 역사성이 크다.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현장, 자료조사 결과, 주러 공
사관이 소재했던 구체적 위치가 빤제리이몬스카야(현 뻬스첼랴) 5번지 건물
의 5층 6/7호로 근접하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 공사관 건물을 매입하
고 그곳에 기념(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당위
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건물을 기념(전시)관으로 조성할 때, 그 전시내용은
이범진 공사의 외교활동, 독립운동의 내용을 더불어 1910년 경술국치 전후까
지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와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진 초기 독립운동의 내용
과 그 양상을 포괄해야 그 역사성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이범진 주러공사(대한제국 주러공사관) 기념관’은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대한제국 수난기에 전개된 국외독립운동의 현장에서 한민
족 수난과 고통의 실상,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심혈통의 역사를 동시
에 알려주는 鑑戒와 敎訓의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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