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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Address  Congratulatory Address

　Former Prime Minister Kim, distinguished guests and budding 
scholar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for University Students 
on Global Korean History organized by the Great Ahn Society of 
Korea!
　This workshop was inspired by Ahn Junggeun who made an 
important suggestion more than a century ago in his text entitled, 
"Maintaining Peace in Asia." Here he suggested that the three countries 

representing Asia raise peace-keeping forces composed of the young people who have command 
of more than two languages and cultures. Impressed by this suggestion, I wanted to launch a 
program that would honor Ahn's great legacy.
　Today and tomorrow, we will try to learn what was in his mind and how we can extend his 
legacy of peace to make the world better. We feel greatly encouraged to see the young students 
and scholars from far and near who have gathered here to learn about this hero. I hope this 
experience inspires them in their search for peace in this violent world. 
　We are especially honored to invite Dr. Rausch to give lectures focusing on the great thinker 
Ahn Junggeun. Our special thanks goes to Professor Emeritus Tae Jin Yi who supported idea of 
this workshop from the initial stage with his resourcefulness. And our deepest gratitude goes to 
Prof. Soo im Lee of Ryukoku University, Japan, for her unfailing support and enthusiasm. Most 
of all, we thank the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for their generous support, which made 
possible this international workshop at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Let us all congratulate ourselves on the first step we have taken together to help build peace 
in Asia and the world in much the same way as the young man dreamed of more than a century 
ago. We hope, and we know, that the young can change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Young-Oak Lee
Director General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It is rather belated, but very important, to convene an intellectual 
meeting of young scholars to discuss the theory of ‘peace,’ as suggested 
by Ahn Junggeun (1879-1910), known as a Korean independence 
fighter and world peace-seeke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upport 
the efforts of Dr. Young-Oak Lee, Director General of Ahn Memorial 
Museum to launch the first global workshop on Korean history, inviting 
as lecturer Dr. Franklin D. Rausch of Lander University, U. S. A. and 
inviting as participants dozens of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cross the world.
　During Ahn’s time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so-called Old Korea of the Joseon 
Dynasty was confronting Western and Japanese imperial forces with conflicting values and 
challenges. Facing a threatening invasion from Japan, Ahn, as a young intellectual leader, tried 
to save his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to help establish peace across Asia. Unfortunately, he 
had no other means but that of violence to br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powers to Old Korea. 
His country had been completely cut off and disconnec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is Workshop, then, will seek an understanding of Ahn’s deed and philosophy examining a 
handful of his texts, his calligraphy, and other artifacts.
　I hope that the young intellectuals gathering here from seven countries, including Japan, will 
come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a young man who sought peace but had to resort to violent 
means.
　Once again, I congratulate Director Lee and her team of the Great Ahn Society of Korea on 
their success. Thank you.

        

      Hwang Sik Kim
               Chair

                          The Great Ahn Junggeun Society 



 Congratulatory Remarks

　On October, 26, 1909, Ahn Jung-geun assassinated Ito Hirofumi, Prime 
Minister of Japan and former (the first) Resident-General of Korea. Ahn was 
a devoted Catholic Christian and also a noble-minded patriot. The Japanese 
captors in the prison immediately realized Ahn was a respectable man and 
many of the prison guards began to treat him with dignity and respect. 
Tsuda Kaijyun was one of those people. Tsuda was appointed as the prison 
chaplain for Ahn Jung-geun in Ryujun prison, which was located in Liao, 

Manchuria. Before Ahn was executed, Tsuda received three pieces of calligraphic works from Ahn as 
a symbol of friendship. 
　Learning about Ahn and the prison guards, especially Chiba Tohichi and their friendship, trust, 
and pride will help our young generation to build a hopeful future. Communication at the civilian 
levels is important. The number of tourist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bout 5 million. We should 
NOT let the flow of communication at the civilians' level stop. Today’s effective citizenship requires 
understanding the nature, power, and limits of in constructing historical facts which satisfy both 
countries, as such knowledge is a constructive source for forming national identity for the future of 
Japan.
　This workshop is go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and the youth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united and send a meaningful message to the world. 

Soo im  Lee 
Director 

Ahn Jung-Geun East Asia Peace Research Centre
Ryukoku University

 Kyoto, Japan 

Congratulatory Message

　I would like to convey my deepest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e 1st Global 
Korean History Workshop at the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I stand in front 
of you here today to congratulate the hosting of this special workshop as a scholar 
of Korean History. I would like to give praise to Director Young-Oak Lee for her 
discernment and resolution. I was also very pleased to hear that former Prime Minister 
Kim Hwang Shik became the chairperson of the Great Ahn Junggeun Society of 
Korea, the foundation that sponsors this Museum. I hope for your continued efforts in 
the development of this great memorial hall. 
　During the years 2009 and 2010, I accumulated the dissertations submitted 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commemorating Ahn Junggeun on his bravery and 
patriotic martyr hosted in Seoul. Under the Ahn Junggeun - Harbin Academy, I published this accumulated 
collection under the name Eternally Flaming Flare. A Japanese translation of this book was released just 
last year. As of today, an excerpt of about 10 dissertations from the book on the topic of pacific thought is 
underway to b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e English language. Professor Eugene Park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o is here with us today, is devoted efforts in making this happen. Professor Franklin Rausch, 
the instructor responsible for this workshop is also very dedicated in working with Professor Park on this project. 
I have learned from Professor Park that Professor Rausch was the first scholar with an English background to 
submit his doctorate thesis on the topic of Ahn Junggeun. I hope for your continued efforts and dedication to 
spread the thoughts of Ahn Junggeun to global academia during the course of your scholarly journey.
　To the students attending this workshop, you are the core in leading East Asia, further the entire humanity as 
a whole to a brighter future. I believe the 21st century belongs to those who can think beyond national boarders. 
Our hero, Ahn Junggeun proposed for the co-creation of a Korea-China-Japanese Corps in Lushun and that 
the young joining this corps should learn the languages of the other two countries.  He believed that learning 
each other's languages is the utmost important thing in developing true friendship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 fact that this conference, composed of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is officially conducted in English 
shows our connection with Ahn Junggeun's belief. I hope this conference develops many friendships across 
borderlines.
　During the times of Ahn, it was common all over the world for a powerful nation to take advantage of those 
nations that were not as might. Korea was one of those nations that suffered during the times.  However, there 
were effor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top this trend.  In the year 1900,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 founded, in 1901 the Nobel Peace Prize awarded its first recipient, and these collected 
effort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in 1920. The three envoys that the Emperor Kojong 
of Korea sent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 to protect Korea's sovereignty in 1907 and the shooting of Ito 
Hirobumi under the name of East Asia Peace by Patriot Ahn Junggeun in the October of 1909 was inline with 
the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Ahn Junggeun should be praised highly in the flow of history for his aim 
for peace.  From the many mobilized phrases in promoting this workshop, my favorite was: “Ahn Junggeun Is 
Key to Resolving conflicts in Asia." I hope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become the troubleshooter in solving 
the conflict in East Asia. Thank you.

Tae-Jin Yi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gram

Time Title

18:00 20:00 Welcome Dinner

July 30th(Sun)
Venue ㅣ

Saemaeul Restaurant, 
Daehak-ro, Seoul

Time Title

09:00 09:30 Registration

09:30 09:50
Opening Ceremony
/ Moderator: Dr. Jieun Han, Sungkyunkwan University

10:00 10:50 Memorial Museum Tour / Prof. F. Rausch

11:00 12:00
Lecture I: “Ahn Junggeun : His Family and 
Time”

12:00 12:40
Group Discussion: Readings from Ahn’s 
Autobiography

12:40 14:40 Lunch

14:40 15:30 Lecture II: "Ahn’s Trial and Execution"

15:30 16:30 
Group Discussion: Examining Ahn’s 
Calligraphy

16:30 17:00 Coffee Break

17:00 18:00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8:20 19:30 Dinner Reception

July 31st(Mon)
Venue ㅣ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B1 Main Lobby)

Time Title

09:00 09:30 Welcome

09:30 10:20 Lecture III: “Ahn’s Dream of Peace”

10:20 10:40 Coffee Break

10:40 11:40 Roundtable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1:40 13:30 Lunch

13:30 16:00
Tour and Excursion: National Folk Museum, 
Seoul

August 1st(Tue)
Venue ㅣ

#90104, International 
Building, 1st floor, 
Sungkyunkwan 
University

Invited Guests Soo im Lee,  Professor, Ryukoku University; 
Director, Ahn Jung-Geun, E. Asia Peace Research Centre

Lisa Rogers,  Professor, Doshisha Women's College 
Eugene Park,  Profess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Henry Rowold,  Professor, Concordia Seminary, U.S.A
James G. Rush,Ⅱ,  Professor, Luther University
Chen Sun,  Journalist,  Aju Business daily
Tae Jin Yi,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Jai Ok Shim,  Executive Director, Fulbright Commission, Seoul
Jin-young Oh,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Hyun Sook Lee-Kim,  Former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 Diplomacy
Samuel Yeo,  Executive Director, Korean Peacemaker Ministries
Sam-geun Kwa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yekyoon Lee, Head of the Office, Ahn Memorial Museum
Joowha Lee, Curator, Ahn Memorial Museum

Supporting Staff

Lecturer
Franklin D. Rausch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Lander University, South Carolina, U.S.A.  

Dr. Franklin Rausch earned his Bachelor’s degree in history (2000) 
and East Asian Studies and Masters’in East Asian Studies (2002) 
from Indiana University and received his doctorate in Asian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1), writing a dissertation 
that explored religion and conflict by examining the violence that 
surrounded the lives of Korean Catholics Alexius Sa-yeong Hwang 
and Thomas Junggeun Ahn.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at Lander University where he teaches courses on world 
history, Asian history, popular culture, and relig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atholicism in East Asia and religion and violence. 
He serves as the assistant editor for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and a host of the Christian Studies Channel of the New 
Books Network.



Global Korean History 
Workshop Students 

제1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  
아시아 갈등의 안중근 해법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91 (남대문로5가 471-2번지)   

Tel. 02-3789-1016, 1026      Fax. 02-753-5033      홈페이지. http://www.ahnjunggeun.or.kr

No. NAME Studies at MAJOR NTL.

1 DiGennaro, Christopher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USA

2 Hesaka, Natsuko Ryukoku Univ. Intercultural Studies JPN

3 Iwasaki, Yuki Ryukoku Univ. Intercultural Studies JPN

4 Joergensen, MathiasNorup  Yonsei Univ. Master of Global Economy DNK

5 Karin, Sekter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ISR

6 Kawano, Yohei Ryukoku Univ. Intercultural Studies JPN

7 Kim, Do Keon SNU Nursing KOR

8 Korostelova, Ganna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RUS

9 Ksenia, Andryushchenko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RUS

10 Lee, Chung Geun KyungHee Univ. International Studies KOR

11 Lee, Jinjoo SNU Environmental Studies KOR

12 Lee, Minjun SKKU East Asian Studies KOR

13 Lee, Wondong SNU Political Science KOR

14 Motoi, Ruxandra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15 Nam, Jimin Yonsei Univ. Underwood Intl. College KOR

16 Png, Gene Yonsei Univ. Underwood Intl. College SGP

17 Shimata, Satomi SNU Korean Music JPN

18 Trinklein, Jael Thomas Edison 
State Univ. History USA

19 Wakimoto, Yurika Ryukoku Univ. Intercultural Studies JPN

20 Yi, Gwansung SKKU Global Economy KOR

21 Youn, Chang Yung Hallym Univ. Philosophy KOR

22 Zafirah Yonsei Univ. International Studies MYS

동북아역사재단 2017년도 지원 사업



·

환영사  축 사

　존경하는 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님, 이태진 교수님, 심재옥 

풀브라이트 단장님, 오진영 국가보훈처 선양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위인이신 안중근의사를 학문적으로 알리고자 

멀리서 오신 프랭클린 라우시 교수님과 이수임 교수님, 그리고 젊은 

학생 여러분! 금번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주관하는 제1회‘글로벌 한국사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워크숍은 지금으로부터 일백 여 년전에 안중근 의사께서 그의 

저술 <동양평화론>에 제시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어 발족한 것입니다. 안 

의사께서는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청년들로 하여금 각각 2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 

하여 뤼순에‘평화유지군’으로 남아 활동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참으로 

파격적인 것이어서 저는 안 의사의 위대한 유산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알면 타 민족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고 따라서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의사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시었고 따라서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워크숍을 하는 동안 안 의사의 고귀한 생각을 살피는 동시에 이 평화의 유산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이 이틀에 걸쳐 라우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영웅 안중근’을 알게 됨으로써 오늘의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데 힘을 얻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안중근을 주제로 한 한국근대사를 강연하기 위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랜더 

대학교(Lander Univ.)의 프랭클린 라우시(Franklin Rausch) 교수님을 모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일본 류코쿠대학에서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오신 이수임 교수님의 

한결같은 지지와 열의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워크숍에 참가한 다양한 나라의 젊은 

신진학자들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 행사를 지원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이태진 

명예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기 전 청년 안중근이 꿈꾸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다 함께 축하합시다.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장 

이  영  옥

　한국 독립의 영웅이자 세계 평화를 추구한 사상가로서 

안중근의사가 제안한‘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제1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젊은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세기의 전환기였던 조선 왕조 말기 한국인들은 기존 가치와 민족의 

독립, 특히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새롭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당시 한국인들은 서로 

다른, 때로는 상반되는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중근은 젊은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 유리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교, 천주교와 함께 새로운 사상의 통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 의사의 관련 유고, 유묵, 그리고 역사적인 문서에 대한 토론 및 강의를 

통해 안중근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안 의사의 사상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멀리 미국 랜더대학에서 안중근 연구를 하고 계신 프랭클린 라우시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젊은 지성인들이 모여 

평화를 위한 의거를 일으킨 안중근의사에 대한 보다 큰 이해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해준 이영옥 관장 이하 안중근의사기념관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이번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김  황  식



축 사  축 사

일본에서는 안중근(1879년 9월 2일―1910년 3월 26일)이라고 하면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며, 초대 한국통감이기도 했던 이토 히로부미(1841년 
10월 16일-1909년 10월 26일)를 암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거에 안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4년 1월 1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장소)에 안중근기념관이 
개관된 때입니다.

하얼빈역에 기념비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을 "암살자"나 "테러리스트"로 호칭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언론들은 스가의 발언에 일제히 반응하며 일본사회에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당연히 일반인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 안중근은 혐한 혐중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중근을 "암살자"나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긴장된 인접국 관계에서 
아무런 유익함을 창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일의 심볼로서 안중근을 말하는 것도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화해를 향한 관련성을 구축하는 힌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한국 독립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아시아 제국이 각각 
독립성을 지키며 상생한다는 동양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필생의 사업이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안중근이 제창한 동양평화론을 생각하며 화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대화의 실효성을 
피부로 느끼는 시민 교류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중근의사는 여순 형무소에서 근무하던 일백여명의 일본인 간수들과 단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중근과 일본인 간수들은 
증오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대화"를 가능케 한 사람들이었으며, 동시에 안중근에게 붓, 먹, 종이 
등을 제공하는 등 간수들의 관용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현 시점에서도 통용되는 점이 있으며, 그 논의의 요지는 한국·일본·중국이 
협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EU(유럽연합)의 사상보다 일백년 이상 앞선 “지역 
공동체”의 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백여년 전에 아직 30세라는 젊은이가 그러한 구상을 품고 
구현하려 했던 사실은 놀랄 만한 것으로 국방을 보는 관점이 독선적이지 않음에 그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 불안정한 요인이 많은 동아시아서 재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공감력"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닥친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워크숍은 그 첫 시도로, 참가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지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장 

이  수  임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제1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자로서 이 특별한 워크숍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워크숍을 기획한 이영옥 관장님의 안목과 용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께서 이 기념관을 지원하는 숭모회 
이사장이 되셨다는 소식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2009년,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순국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제출된 논문들을 모아 안중근·하얼빈 학회의 
이름으로『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란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해 일본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글 가운데 평화사상에 관한 것만 10여 
편 뽑아 영어 번역본 출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U-Penn의 유진 박(Eugene Park) 
교수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워크숍의 책임 강사이신 프랭클린 라우시(Franklin 
Rausch) 교수도 유진 박 교수의 작업을 힘써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 교수로부터 라우시 
교수가 영어권에서 안중근의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최초의 학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중근 사상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동아시아 아니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21세기에는 국경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웅, 안중근은 뤼순에 한, 중, 일 3국의 공동 군단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자원하는 각국 
청년들은 반드시 다른 두 나라의 언어를 익힐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진정한 우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청년들이 참가하는 이 워크숍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한 것은 소통과 우애를 위한 것으로 안중근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던 시대에 세계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곳곳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였습니다.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1900년에 카네기 평화기금이 설립되고, 1901년에 노벨 평화상이 시상되기 
시작한 다른 하나의 흐름은 1920년에 드디어 국제연맹을 탄생시켰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황제가 헤이그 평화회의에 3인의 특사를 보내 주권을 지키려 한 것이나, 1909년 10월 안중근이 
진정한 동양평화의 이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이 국제평화운동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평화지향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위인입니다. 
나는 이 워크숍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문구 중에 “동아시아 갈등의 안중근 해법”이란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태  진 



7. 30.(일)
: 참가학생 전원

장 소 ㅣ

새마을식당(서울 대학로)

시간 일정

18:00 20:00 환영만찬

8. 1.(화)
장 소 ㅣ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1층 90104호

시간 일정

09:30 10:20 강의 III : “안중근, 평화의 꿈”

10:20 10:40 휴식

10:40 11:40 원탁토론 : 참석자 전원

11:40 13:30 중식

13:30 16:00 답사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광화문)

프로그램

7. 31.(월)
장 소 ㅣ

안중근의사기념관 

(메인홀, 중구 소월로)

시간 일정

09:00 09:30 등록

09:30 09:50
개회식

(사회 : 한지은 박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0:00 10:50 기념관 견학 / 프랭클린 라우시 교수 

11:00 12:00
강의 I : “안중근의 가문과 시대적 

배경”

12:00 12:40 그룹토론 : 『안응칠 역사』

12:40 14:40 중식

14:40 15:30 강의 II : “안중근과 법정투쟁”

15:30 16:30 그룹토론 : 안의사의 유묵분석

16:30 17:00 휴식

17:00 18:00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18:20 19:30 리셉션

초청인사 이수임,  류코쿠대학교 교수,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장

리사 로져스, 도시샤 여자대학 교수

유진 박,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헨리 로월드,  미국, 콩코디아 신학교 교수

제임스G. 러시 Ⅱ,  루터대학교 교수

선첸(손신),  아주경제 기자

이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심재옥,  풀브라이트 단장

오진영,  국가보훈처 선양국장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전 대표 

여삼열,  한국피스메이커 대표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 사

프랭클린 D. 라우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랜더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프랭클린 라우시 박사는 2000년에 역사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에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 천주교인 

황사영과 안중근의 생애를 둘러싼 종교와 폭력 간의 갈등》을 주제로 

아시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라우시 박사는 최근 랜더대학 조교수로서 세계사, 동양사, 대중문화와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의 천주교와 

종교와 폭력 사이의 갈등입니다. 또한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부편집자와 <Christian Studies Channel of the 

New Books Network>의 발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이주화,  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과장
실행위원



연번 이름 학교 전공 국적

1 크리스토퍼 디젠나로 연세대학교 국제학 미국

2 나쯔코 헤사카 류코쿠대학 문화교류학 일본

3 유키 이와사키 류코쿠대학 문화교류학 일본

4 마티아스 노럽 요르겐센 연세대학교 글로벌 경제학 (석사) 덴마크

5 섹터 카린 연세대학교 국제학 이스라엘

6 카와노 요헤이 류코쿠대학 문화교류학 일본

7 김도건 서울대학교 간호학 한국

8 간나 코로스텔로바 연세대학교 국제학 러시아

9 세니아 안드루시첸코 연세대학교 국제학 러시아

10 이충근 경희대학교 국제학 한국

11 이진주 서울대학교 환경학 한국

12 이민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지역학 한국

13 이원동 서울대학교 정치학 한국

14 룩산드라 모토이 연세대학교 국제학

15 남지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한국

16 진 펑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싱가포르

17 시마타 사토미 서울대학교 국악 일본

18 제이엘 트린클라인
토마스 에디슨 

주립대학교
역사 미국

19 유리카 와키모토 류코쿠대학 문화교류학 일본

20 이관성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 한국

21 윤창용 한림대학교 철학 한국

22 자피라 연세대학교 국제학 말레이시아

참가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