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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모욕하는 권은희는 사퇴하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김근수·전월선 지사 ‘가짜광복군’ 성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양친(父김근수, 母전월선)의 독립운동 사실을 부정하고 ‘소설’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김근수, 전월선 지사의 독립운동 자료는 차고 넘친다.
김근수 지사 중국정부의 기록문서 보존 자료에는 김 지사의 이명인 ‘김석’(金石)의
성별, 나이, 중국도착 연도, 주소, 직업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한 독립군복을 입은 전월선 지사의 조선의용대 사진도 있고, 임시정부에서 작성한 임정
가족과 교포를 구분해놓은 임시정부 직원 권속 및 교포명부에는 전월선 지사의 이명인
‘전희’(全熺) 이름 아래 ‘王碩(왕석, 김근수 지사의 이명) 家屬’(가족)이라 적어 임시정부
직원 가족과 교포를 구분해 놓았다.
또한 중경 임시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식량을 요청하는 식수요원의 신상 자료에는 김근수
지사의 이명인 ‘왕석(王石)’, 모친인 전월선 지사의 이명인 ‘전희(全熺)’ ‘김희’(金喜)와
김 회장의 이름인 ‘왕원웅(王元雄)’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자료에는 특히 차영조 씨(임정 국무의원 차리석 선생의 아들)와 염락원 씨(염온동
선생의 아들),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인 김릉 씨(후에 김정육 씨로 개명)도
보인다.
일본의 내무성 외사과 자료에도 조선의용대에서 광복군으로 편입한 김근수, 전월
선 지사의 이명인 ‘전월순’(全月順)과 ‘왕석’(王碩)이 나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실체가 분명한 사료로 입증되는 사실’을 외면하고
‘소설’이라 폄하,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다. 특히
권 의원이 소수의 태극기부대, 토착왜구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하는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권 의원이 광주 출신이고, 과거에 광주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바도 있다.
권 의원이 이처럼 친일 비호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은, 위기가 있을 때 마다
민족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호남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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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은 권 의원을 출당시키기 바란다.
* 첨부: 1.
2.
3.
4.

김근수 지사 중국정부의 기록문서보존 자료
독립군복을 입은 전월선 지사의 조선의용대 사진
임정가족과 교포를 구분해놓은 임시정부 직원 권속 및 교포명부
임시정부 중국정부 식량 요청 식수인원의 신상 자료

5. 중경 임시정부 중국정부 식량 요청 식수인원 자료
6. 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 자료: 1944년.2월 말 ㅡ 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 자료(재지 불령선인단체 조직계통표 '조선의용대로부터 광복군 투합
분자 44명. 그 중에 김원웅 회장의 부모 왕석, 전월순)
2010. 10. 22.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 김주원
광복회 전라남도지부장 송인정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동부연합지회장 김은숙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중부연합지회장 양동철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서부연합지회장 최윤식
* 첨부 자료: 김근수, 전월선 지사 독립운동 자료

* 첨부1: 김근수 지사 중국정부의 기록문서보존 자료 (1942년 4월 자료,
국가보훈처 제공. 왼쪽자료에 김근수 지사의 이명인 ‘김석’(金石)의 성별
(男), 나이(30세), 중국도착(1935년), 주소(서안시 2부가 공4호), 직업
(한국광복군 직원) 등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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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독립군복을 입은 전월선 지사의 조선의용대 사진.(1939년 자료,
국가보훈처 제공. 2열 왼쪽으로부터 여덟번째 녹색 동그라미 표시가 전
지사다. 후에 약산 김원봉 선생의 부인이 된 최동선 여사도 1열에
보인다.)

* 첨부3: 임정가족과 교포를 구분해놓은 임시정부

* 첨부4: 중경 임시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식량을 요
직원 권속 및 교포명부. (1945년 12월 8일 작성 청하는 식수인원의 신상 자료.(1945년 11월 자료. 독
임시정부 자료. 전월선 지사의 이명인 ‘전희’(全熺) 립기념관 제공). 왼쪽 상단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
이름 아래 ‘王碩(김근수 지사의 이명) 家屬’(가족)이라 친인 전월선 지사의 이명인 ‘전희(全熺)’와 김 회
적어 임시정부 직원 가족과 교포를 구분해 놓았다. 장의 이름인 ‘왕원웅(王元雄)’ 이름이 적혀 있다. 이
김원웅 회장의 이명 ‘왕원웅(王元雄)’도 보인다. 자료에는 차영조 씨(임정 국무의원 차리석 선생의 아들)
(출처: 중앙일보)

와 염락원 씨(염온동 선생의 아들, 광복회 전
경기도지부장)의 이름도 보인다. (오른쪽 하단)
- 3 -

* 첨부5: 중경 임시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식량을
요청하는 자료(1945년 11월 자료. 독립기념관
제공). 김근수 지사의 이명인 ‘왕석(王石)’, 전월선
지사의 이명인 ‘김희(金喜)’ 김원웅 회장의 이름인
왕원웅(王元雄)이 적혀 있다. 하단의 ‘김릉’(金陵)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육 씨
(광복회 본회 사무총장)의 옛 이름이다. 식수
식량의 수량은 성인은 ‘이두’(二斗)로, 어린이는
‘일두’(壹斗)로 표시되어 있다.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 홍보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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