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시 루완쥐 마당루 306롱 4호( � 區

306 4 )에 복원되어 있는 상하이 한민국임

시정부 청사는 한민국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장소로 연

간 약 40만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한국 독립

운동의 역사적인 장소이다.

1919년 4월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수립된 한민

국임시정부가 최초로 사용한 청사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당시의 자료에 근거하여 그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이미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원래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상하이 발전의 상징인 현

식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민국임시정부는 최초 수립 이후 일제의 압박을 피

하여 이곳저곳을 옮겨다녔다. 현재 복원되어 있는 한민

국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 3월부터 윤봉길 의사의 홍커

우 공원 의거의 향으로 상하이를 떠난 1932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집무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한민국임시정

부는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독립당을 재건하

고, 김구 등을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항일 애국투쟁을 전개하 다. 또한 상하이 다른 여러 곳

의 임정청사와는 달리 역사적 고증에 다른 이견이 없으

며, 건물 자체가 지금까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상하이 한민국임시정부 청사의 복원 사업은 한ㆍ중

수교 이전부터 독립기념관이 중심이 되고 여러 민간 기

업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 으며, 1993년 4월 13일 임

시정부가 당시에 사용하던 4호 건물을 원형 복원하고 상

하이 현지에서 개관식을 거행하 다. 이후 2001년 12월

인접한 3호와 5호를 매입하고 전시실을 확장ㆍ재개관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하이 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이곳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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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3층 구조의 회색 벽돌조 기와

지붕으로 건물의 입구는 상하이 근 건축의 독특한 양식인 석고

문 양식이다. 청사의 지 면적은 약 68㎡, 연면적은 174㎡이며 총

12호의 연립건물 중 임시정부는 4호를 사용하 다.

현재 4호는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당시의 모습 그 로 원형 복

원되어 있으며(1층은 회의실과 주방, 2층은 주석 집무실과 임정요

인 사무실, 3층은 숙소) 3호와 5호의 3층을 연결하여 약 100여점

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 전시관이 있다. 

1993년 최초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25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

한 상하이 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생

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 던 독립운동가

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동시에

한ㆍ중 공동 항일투쟁의 우호의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상하이 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1990년 상하이 루완쥐 문물보호단위 제174

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페이지(http://dh.luwan.sh.cn)를 개설

하 다.

상하이청사 전시실 내부

당시 상하이청사 주석 집무실(위)과 요인 숙소 재현(아래)

당시 상하이청사 회의실 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