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년 1월…이곳은 만악의 근원인 조선총독부…



총독 각하!! 
저희 헌병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밀보고서를 한 부

입수했습니다!!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보고서라…

흠…알겠다. 거기
두고가라!!



첫 페이지부터 태극기가
등장하다니…가관이군…

어디한번 읽어볼까?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라…우리 일본군이
독립군 나부랭이들과 싸웠다가
졌던 치욕적인 사건이었지…











으…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우리 일본군을 꽤

오랫동안 괴롭혔지…



대한제국 군인출신이라 그런지
국민회군도 뭔가 더 절도가

있었다고할까?



이 사람이 임시정부 밑에 있는
한국광복군을 만들면서 우리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되고있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연합군과
함께 참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호랑이를 사냥하던 포수라
사격실력이 뛰어나서 일본군

병사들이 겁을 먹었지...



하…임시정부의 대장격인
이 사람을 잡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텐데…현상금을 더

올려야겠군!!



이 사람도 지청천, 김구와 함께
한국광복군을 만들었다던데…
잡아 넣어야 할 인물 1순위야…



만주에서 독립군을 움직인
선비라던데 결과는 별볼일

없었지…하하하!! 



동생이랑 함께 독립군을
이끌었다지? 러시아로 갔다가
만주로 다시 돌아왔다던데…



형이랑 함께 독립군을 이끌었다지? 
러시아로 갔다가 만주로 다시

돌아왔다던데…
거기있지 왜 다시돌아온담…



종교활동이나 할 것이지 독립군
연합부대를 왜 이끈담…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어…



하하하…읽어보니
독립군들 때문에 일본군이

고생을 하기는 했군.
하지만 우리 무적

일본군을 당해낼 순 없지!!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이후
조선은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고 35년이나 지난

1945년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1910년 8월29일 한일강제병합…



우리 일본은 영원히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을거야!!



하지만 그로부터 일곱달 뒤인 1945년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모태로 태어난 한국광복군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밑에는 바로 독립군들의 피와 땀이 서린 투쟁과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라는 값진 결과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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