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무관학교 관련 주요 인물과 졸업생

<신흥무관학교 설립 관련>

이건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우당 6형제 중 장남 

이석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우당 6형제 중 차남, 신흥무관학교 설립 위해 전 재산 처분

이철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우당 6형제 중 3남, 신흥무관학교 교장  

이회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호 우당, 6형제 중 4남, 항일구국연맹의장

이호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우당 6형제 중 6남, 북경에서 독립운동

김대락  신흥무관학교 설립, 호 백하, 안동 협동학교 설립 후 만주 망명

김형식  신흥무관학교 설립, 김대락의 차남, 조선의용군 북만지부장, 남북연석회의 임시의장

김동삼  신흥무관학교 설립, 백서농장 장주, 서로군정서 참모장, 정의부 참모장

김창환  신흥무관학교 설립, 대한독립군단 대대장, 한국독립군 부사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이상룡  신흥무관학교 설립, 경학사장, 한족회 총재, 정의부 독판, 임시정부 국무령

이시영  신흥무관학교 설립, 우당 6형제 중 5남, 임시정부 법무총장, 초대 부통령

이동녕  신흥무관학교 설립, 초대 소장, 임시정부 국무령, 임시정부 주석

박찬익  신흥무관학교 설립,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 대리

윤기섭  신흥무관학교 설립, 학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이광    신흥무관학교 설립, 임시정부 외무부북경주재외무위원, 해방 후 체신부 장관

이탁    신흥무관학교 설립, 광복군총영 참모장, 임시정부 동삼성 외교위원부 위원장

김원봉  신흥무관학교 졸업, 의열단장,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선의용대대장, 광복군부사령관

<청산리 전쟁 참전>

지청천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쟁 참전, 대한독립군단 여단장, 광복군 총사령관

이범석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쟁 참전, 광복군총사령부 제2대장, 초대 국무총리

박영희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쟁 참전, 신민부 성동사관학교 교관

이장녕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쟁 참전, 대한통의부 참모

오광선  신흥무관학교 교관, 청산리전쟁 참전, 동북항일한중연합군 독립대대장

오상세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제4중대장, 신민부 성동사관학교 교관

강근호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소대장, 고려혁명군사학교 교관

김훈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소대장, 중국명 양림, 홍군 15군단 돌격대 참모장

이운강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소대장, 만주 화림학교 교사 

백종열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종군장교, 신민부 성동사관학교 교관

이붕해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종군장교, 재만한족총연합회 군사위원장

이민화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종군장교, 고려혁명군 참여

김승빈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참전, 고려혁명군, 소련군 국경수비대

김중한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참전, 만주 태래현 신흥소학교 설립 

장두관  신흥무관학교 졸업, 청산리전쟁 참전, 국민당 혁명군 참전



 

<대한통의부, 조선혁명군, 광복군 간부>

이세영  신흥무관학교 교장, 주만통군부 군사부장, 대한통의부 군사위원장

신팔균  신흥무관학교 교관, 대한통의부 사령장 겸 총사령관

채찬    신흥무관학교 졸업, 대한통의부 중대장, 강계주재소와 조선총독 사이토 습격

권준    신흥무관학교 졸업, 조선의용대 비서장, 임시정부 내무부 차장, 광복군 5지대장

김우근  신흥무관학교 졸업, 대한독립단 토벌대장, 조선혁명당 지방책임위원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졸업, 조선혁명당 당군사령부 참모, 광복군 제3지대장

문창숙  신흥무관학교 졸업, 참의부 중대장, 군자금 모집, 국내 잠입 체포 순국

박태열  신흥무관학교 졸업, 광제청년단 조직, 광복군 총영 조직 결사대장

송호성  신흥무관학교 졸업, 중국군 대좌, 광복군 총사령부 편련처장, 광복군 제 1지대장

<교육>

여준    신흥무관학교 교장, 부민단장, 서로군정서 부독판, 검성중학 교장

김도태  신흥무관학교 졸업, 오산학교 교사

변영태  신흥무관학교 졸업,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 제3대 외무부장관

이규동  신흥무관학교 졸업, 신흥중학 교사, 영길현에 신창학교 설립

<기타>

김경천  신흥무관학교 교관, 본명 김광서, 고려혁명군 사령관, 수청고려의병대 사령관 

김산    신흥무관학교 졸업, 본명 장지락,  님웨일즈 <아리랑>의 주인공, 중국대혁명 참전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졸업, 교관, 신흥무관학교 수기 남김

이규면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건영의 차남, 상해에서 독립운동

이규준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석영의 장남, 다물단 조직, 밀정 김달하 처단

이규룡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회영의 장남, 신흥무관학교 교사, 군자금 모집

이규학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회영의 차남, 다물단 조직, 밀정 김달하 처단

이규창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회영의 3남, 남화한인청년동맹 가입, 흑색공포단 조직

이병화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상룡의 손자, 통의부 위원, 남만청년동맹 선전부 간부



<신흥무관학교 약사>

● 1907년 항일비밀조직 신민회 결성 

1907년 국내의 애국지사들이 항일비밀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했다.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

하자 신민회는 1910년 12월, 신민회 전국간부회의를 열며 국외 독립군기지 장소를 구체적

으로 확정짓고, 대일 무장투쟁을 공식노선으로 채택했다. 즉 만주 서간도에 ‘신(新)영토’로서 

토지를 구입하고, 여기에 무관학교를 세워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할 

것을 최대의 사업으로 삼았다. 따라서 각 도 대표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서간도에 갈 이주민

과 군자금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 1910년 애국지사들의 망명 

가장 먼저 우당 이회영 가문이 집단망명을 결의했다. 백사 이항복의 후예인 우당 이회영 6

형제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명예, 부귀영화도 버리고 모든 가산을 처분했다. 지금의 명동 

YWCA 건물과 주차장 그리고 명동성당 일부가 이회영 일가가 살던 곳이다. 둘째 이석영의 

재산 등을 포함해서 처분한 돈이 약 40만원,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지면 약 650억원 (소값

으로 환산) 내지 2,000억원(땅값으로 환산)의 거금이었다. 

1910년 12월 30일, 우당의 일가가 한만(韓滿) 국경, 바로 압록강을 건너며 한국판 최초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 또 이듬해인 1911년 2월, 이회영 

가문에 뒤이어 경상도 안동 일대의 혁신유림과 지사들인 석주 이상룡, 김대락, 김동삼과 그 

가족들이 집단망명했다. 

● 1911년 자치기관 경학사 창립 

1911년 서간도에 이주한 이회영, 이상룡 일가를 비롯한 민족운동가들이 첫 사업으로 시작

한 것이 경학사의 조직과 신흥강습소의 설립이었다. 이들은 1911년 5월(음력 4월) 삼원포 

대고산에서 군중대회를 열어 경학사 조직을 결의했다. 

경학사는 서간도 이주민을 위해 농업 등 실업과 교육을 장려하고 장차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만든 결사(結社)조직이었다. 한편 경학사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만주지역에서 최초로 

벼농사를 보급하기도 했다. 

●1911년 신흥강습소 설립 

1911년 6월 10일(음력 5월 14일)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 마을의 한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감격적인 신흥강습소의 개교식이 있었다. 토착민들과 일제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비록 평범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신흥강습소는 신민회의 조직적 결의와 수많

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였다. 

망명지사들이 서간도에 온 목적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고, 그것과 

직결되는 사업이 바로 무관학교 설립이었다. 따라서 신흥강습소는 중등과정의 교육뿐만 아



니라 군사과를 두어 처음부터 독립운동 전사들을 길러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 1912년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 

1912년 봄부터 망명지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하현 추가가에서 동남쪽으

로 90리 떨어진 통화현 합니하(哈泥河)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1912년 7월 20일(음력 6월 7

일), 100여 명이 모여 신흥무관학교 낙성식을 가지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신흥무관학

교 위치는 바로 합니하가 학교 주위를 거의 360도 휘돌아 흘러 마치 해자(垓字: 성 밖으로 

둘러 파인 강이나 연못)처럼 되어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 비로소 서간도 합니하에 모두가 

염원하던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 1915년 쏘배차의 백서농장 

신흥무관학교 교관들과 졸업생들은 통화현 쏘배차(백두산의 서편)에 군사기지인 백서농장을 

만들었다. 1914년 가을부터 밀림 지역을 벌목하기 시작, 이듬 해 수천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군영을 완성했다. 백서농장은 중국 측을 의식하여 농장 이라는 이름을 붙였

을 뿐, 사실상의 군사기지나 다름없었다. 

백서농장에서는 정예 병사를 기르기 위한 훈련에 주력하고, 농사일을 겸하는 병농일치(兵農

一致)를 채택했다. 만 4년 간, 백서농장에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혹독한 군사훈련과 

극한상황에서의 경험은 이후 항일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 1919년 ‘독립군 전사 양성소’ 신흥무관학교 

1919년에는 3 ․ 1독립시위운동의 영향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오는 청년들로 넘쳐나자 합

니하 지역의 무관학교 시설만으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조선인

이 많이 거주하고 교통이 편리한 유하현 고산자(孤山子)부근의 하동(河東) 대두자로 신흥무

관학교 본부를 옮기고, 기존에 있던 합니하(哈泥河)의 학교를 분교로 삼았다. 이어 통화현 

쾌대무자(快大茂子)에도 분교를 두어 모두 세 개의 무관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마침내 1919년 5월 3일, 임시로 빌린 양조장 건물에서 고산자 신흥무관학교의 본교 개교식

을 가지며 학교를 확장했다. 

● 1920년 청산리전쟁 참전 

1919년 12월 북간도 지역의 군정부(정의단과 길림군정사의 연합체)가 김좌진이 이끄는 북

로군정서로 개편되자, 서로군정서(서간도의 군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북로군정서에 신흥무

관학교 졸업생들을 파견했다. 이후 북로군정서의 핵심 직책을 맡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

은 1920년 10월 청산리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홍범대

부대의 대한의용군으로 편성되어 청산리전쟁에 참전했다. 

이와 같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북로군정서의 지휘관이나 대한의용군의 일원으로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여 청산리전쟁의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전투를 치르며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1920년 신흥무관학교의 폐교 

중국이나 일본은 신흥무관학교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일제는 

1920년 5월부터 중일(中日)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삼원포에서 애국지사와 가족들을 체포하

거나 살해했다. 또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홍범대부대에 대패한 일본군도 이를 복수하고자 

양민학살과 독립군 초토화 작전을 앞당겼다. 따라서 서간도에서의 신흥무관학교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1920년 6월 서로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은 잠시 몸을 피하고, 이청천, 김동

삼이 이끄는 400여 명의 교성대(신흥무관학교 졸업생 무장부대)가 청산리 전쟁에 참전한다. 

●신흥무관학교의 계승 

1920년 이후 상해임정이 추진한 '외교독립'의 환상이 깨지면서 민족운동 역량이 강한 만주 

지역이 독립운동의 전략적 기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서간도 군정부도 1921년 5

월, 본부를 길림성 액목현(현재 교하현)으로 옮겼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도 독판 이상룡과 부독판 여준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다시 전개하는 

한편, 이들이 주체가 되어 액목현 대황지(현재 남강자)에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검성중학

원(劍成中學院)을 설립했다. 

이밖에도 길림성의 신흥촌에 신흥무관학교 분교를 세우거나, 3회 졸업생인 이규동은 길림성 

영안현 신안촌에 신창학교(新昌學校)를 개설하는 등 등, 모교에서 배운 교과목과 교육이념 

그리고 교가까지 신흥무관학교의 것을 따라 하며 그 맥을 이어 나갔다 

●해방 후 신흥무관학교의 부활 

이시영(초대 부통령)은 해방이 되자 국내로 돌아와 신흥무관학교의 재건을 위해 온 힘을 쏟

았다. 미군정 아래서 미흡한 일제 청산과 민족정통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교육

이 필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하고 1947년 2월, 

신흥무관학교의 교명(校名)을 그대로 이어받아 민족교육의 상징인 신흥전문학원(新興專門學

院)을 설립했다. 

이후 신흥전문학원은 1949년 2월 15일, 재단법인 성재학원 신흥대학(新興大學)으로 인가받

고 1949년 7월과 1950년 5월에 각각 1 · 2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조국 독립을 위

해 모든 가산과 열정을 바쳤던 성재학원의 신흥대학은 한국전쟁이라는 혼란기에 경영난으로 

1951년 5월 18일 조영식에게 인수되고, 1960년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로 교명이 바뀌어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연혁 >

■ 1907. 4. 항일비밀조직 신민회 결성 

■ 1910. 3. 신민회 긴급회의, 국외독립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 결의 

■ 1910. 12. 이회영 6형제 등 국외독립기지 선발대로 망명 

■ 1911. 2. 이상룡 등 안동의 애국지사들 서간도로 망명 

■ 1911. 4.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 자치기관 경학사 설립 

■ 1911. 6.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강습소 설립(1911.6.10) 

■ 1912. 7. 통화현 합니하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 

■ 1913. 3. 신흥무관학교 교관, 졸업생 등 신흥학우단 조직 

■ 1913. 6. 신흥학우단의 기관지 「신흥학우보」 창간 

■ 1915. 1. 쏘배차에 군영인 백서농장 경영 

■ 1915. 12. 이주민 통합자치단체 부민단 설립 

■ 1919. 3.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서 독립축하집회 만세시위 

■ 1919. 4. 서간도에 남만주독립운동기관인 한족회와 군정부 수립 

■ 1919. 5. 유하현 고산자 하동 대두자에 신흥무관학교 본교 개교 

■ 1919. 11. 서간도의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명칭 변경 

■ 1919. 11. 김원봉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길림성에서 의열단 결성 

■ 1920. 6. 일제의 탄압으로 신흥무관학교 폐교 

■ 1920. 7.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생도, 군인 조직) 안도현으로 이동 

■ 1920. 10. 홍범도부대와 함께 청산리전쟁 참전 



■ 1920. 11. 일본군의 보복 학살로 경신참변 발생 

■ 1921. 5. 길림성 액목현 대갱자에 검성중학원 설립 

■ 1947. 2. 이시영, 해방 후 신흥무관학교 계승한 신흥전문학원 설립 

■ 1947. 7. 해방 후 전만주 신흥학우단 신흥전문학원에서 모임 결성 

■ 1949. 2. 재단법인 성재학원 신흥대학으로 개편 

■ 1949. 3. 신흥대학 정규대학으로 승격 인가 

■ 1949. 7. 신흥대학 1회 졸업생 배출 

■ 1950. 5. 신흥대학 2회 졸업생 배출 

■ 1951. 5. 조영식, 피난지 부산에서 신흥대학 인수(1951. 5.18) 

■ 1960. 4. 신흥대학에서 경희대학교로 교명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