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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甲午 
신년송

쉼표 없는 태양, 365일 첫 발걸음 

동쪽 하늘 새벽 구름 흩날리며

청마靑馬 타고 목멱산자락에 성큼 오른다

산야는 방실 웃고 

한가람 금빛으로 출렁 출렁 

조국을 수호하는 안 의사의 표상도 밝다

서기 요동치는 백두대간 근역마을

새해맞이 때때옷 입고 

풍란보다 더 짙은 님 향기 취해 

온 겨레 우러른다

염원했던 동양평화 꿈에 그리며

서로 손잡고 뜀뛰며 

행복잡기 수월래 수월래라 

님 가르침 따라 

일러스트 _ 김지혁

한데 어울려 힘 모으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평화통일의 지혜를 배운다 

청마의 기상처럼 

약진의 갑오년 우리 앞에 펼쳐라

도약의 갑오년 우리가 펼쳐 가리라!

갑오 원조  안중근 의사를 기리며

작가_ 만벽당 최열곤 前 서울특별시 교육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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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1년 365일 찾고 싶은 ‘국민 기념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새 기념관이 건립된 지 어느덧 3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회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2010년 10

월 26일 새 기념관 개관식을 가진 이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곳을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국내외 선양사업의 구심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 

성금이 보태져 새롭게 기념관이 건립된 만큼 관람객들만을 유

치하던 기존 운영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배움과 익힘이 

있는 국민 기념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개했던 대내외 사업들은 추진 3년차를 지나며 

보람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는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 숭

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교육프로그램으로 2011년 하반기에 시작했던 ‘안중근아

카데미’는 벌써 5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3개월 간 국내 저명 학자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중국 현지답사 등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폭넓게 학습 체험한 수강

생들은 교육 종료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안중근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다시금 그 배움

을 민간 사회단체 등의 교육현장에 환원하는 보람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아카데미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면 ‘안중근 평화학교체험교

실’은 미래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전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오늘

날 교육현장에서 참된 역사교육의 부재不在로 인해 파생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

을 바르게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 프로

그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부

터는 ‘안중근 자서전 독후감쓰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각 

학교에서 참가신청을 받은 후 10여 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런 연후에 안중근 의사의 자

서전을 배부한 뒤 학생들의 독후감을 각 학교별로 심사하여 시상하는데, 학교 관계자들

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 관련 교육사업은 이들 프로그램과 달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합니다. 안중근 의

사의 독립운동 활동 무대인 러시아와 중국 현지를 탐방하는 국외사적지 탐방사업은 해

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매해 부족했던 부분을 개

선, 차기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사회의 일꾼이 될 젊은 청년들에게 안중

근 의사의 후손이자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고, 자부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새 기념관 건립과 함께 이처럼 교육 콘텐츠 사업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요컨대 관람객이 기념관을 찾아주기

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두고두고 찾고 싶은 ‘국민 기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남기신 옥중 유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백만냥黃金百萬兩 불여일교자不如一敎子’ (황금 백만 냥도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하다) 본

회는 안중근 의사의 가르침대로 초중고 학생은 물론 청장년층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현충교육시설

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사업을 통해 안중근 의사 선양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펼쳐왔던 사업들이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사업은 이렇게 

든든히 다져둔 기반 위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숙원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

가는 외연 확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동양평화론 옥중 자서전 

원전 찾기 사업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일본, 중국의 관련 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총

서 출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간 몇몇 독립운동가들의 

전집이 발간된 시점에서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런 만큼 그동안 국내외에서 출간

된 안중근 의사 관련 전기물을 비롯해 학계 논문까지 더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 부족함 

없는 총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365일 찾아가고 싶은 기념관, 나날이 발전하는 기념

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安應模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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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독립운동가,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등이 
발기 결성

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가 

2013년 12월 4일을 기해 창립 반세기를 

맞이하였다. 숭모회는 1963년 정부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유업을 기리는 국내 

유일의 법인설립을 승인 받은 단체로서 

50년에 이르는 유구한 세월 동안 

안중근 의사 추모 기념사업과 관련 

부대행사를 펼쳐왔으며, 1970년부터는 

서울 남산에 건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관리 운영해 오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위훈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때로는 정체와 부침의 시기도 

있었지만, 안 의사의 드높은 애국혼을 

추앙하는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숭모회 임직원 및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로 오늘과 같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숭모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50년 연륜, 그 발자취를 

간략하게나마 뒤돌아본다. <편집자 주> 정리 _ 정창우 편집장

	 기획특집				안중근의사숭모회	법인	설립	반세기의	발자취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사업은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후 연해주에

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우덕순 의사, 이강 선생,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역사학자 정인보 선생 등과 안 의사 친족 등이 주축

이 되어 1946년 3월 26일 순국 36주기 추도식이 서울운동장에서 공식행사

로는 처음 거행되었다. 그리고 동년 5월 12일 ‘의열사안중근선생기념사업

협회義烈士安重根先生記念事業協會’가 결성되어 우덕순 의사가 위원장, 독립운동가 

태동기 1945~1964

안중근 의사 손자 안웅호가 환국한 1971년 
구 기념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앞줄 좌측부터 외손녀 황은주 여사, 자부 
정옥녀 여사, 숭모회 이은상 이사장, 안웅호 
씨, 종질 안춘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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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권동진 오세창 이시영 외 33명이 고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기념사업이 몇 해 중단되었다가 1954년부터 

순흥안씨종친회와 친족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금 추모와 기념행사를 치르

며 안 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순국 47주기가 되던 1956년 3월 26일 원로 독립운동

가인 이강 선생(안 의사와 함께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당시 대

동공보사 주필)과 광복군 출신 김홍일, 안춘생(안 의사 5촌 조카) 선생 등 

애국지사 15명이 주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9년 5월 23일

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최초로 남산 기슭 왜성대倭城臺 옛터(현 숭의학원 

자리)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1963년 4월 1일 ‘安重根義士記念事業協會’를 

‘安重根義士崇慕會’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년 12월 문화공보부로부

터 법인설립을 승인받아 대한민국에서 안 의사를 기리는 유일한 법적 단

체가 되었다. 

1970년은 안중근 의사가 국민적 영웅으로 크게 부각된 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숭모회의 건의에 따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원과 국민성금

으로 서울 남산에 최초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건립 개관(동년 10월 26일)

된 해였기 때문이다. 기념관 개관과 함께 숭모회의 역할과 사업 분야는 한

층 활성화되었으며,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추모 기념사업도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1년부터 탄신(9월 2일), 

의거(10월 26일), 순국(3월 26일) 행사는 매년 정기 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되

었으며,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념물들도 뜻있

는 독지가들과 숭모회 임원들에 의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1972년 12월, 

당시 숭모회 최성모 부이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필 가운데 ‘見利思

義見危授命’을 새긴 어록비를 기념관 앞 광장에 제1호 기념석비로 세웠는

데, 높이 33척, 가로 6척, 무게 33톤의 이 자연석비는 지금까지 남산의 대표

적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이곳 남산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머물게 하

고 있다(1972년부터 기념관 앞 광장에 설치된 기념석비는 현재 21점에 이

르고 있다). 한편 1981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 소재한 대림사大林寺에 안중

근 의사의 유필 ‘爲國獻身 軍人本分’ 석비가 건립되었다. 이 기념비는 안

중근 의사와 뤼순감옥 간수로 있던 지바 도시치 선생의 인연과 정신을 기

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했던 평화사상이 국외로까지 선양되

는 계기가 되었다. 숭모회는 일본에 이 기념석비가 건립된 이후 추모 법요

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추모법요에 참석해 오고 있으며, 일본 대림사를 비롯한 

사담회 등 여러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친선 교류를 통해 한 일 양국의 우

호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숭모회는 1970년 舊기념관이 건립된 이래 서울시로부터 그 관리 운영을 

위탁받았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원과 회원 회비 등 순수 자체 부담

으로 충당해야 했기에 늘 재정적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70~80년대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9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 축적된 사업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1991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알리기 위해 처음

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92년 1월에는 숭모회의 연간 추진사

업과 실적,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소개하는 

자체 소식지 ‘壯烈千秋’ 창간호(1998년 5월 16호부터 『대한국인 안중근』으

로 제호 변경)를 발간하였다.

숭모회의 사업범위가 이렇듯 대내적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 역시 커져갔다. 그러던 

중 안중근 의사 순국 90주년이 되던 2000년 3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의

거 이후 일제의 압박을 피해 국외로 전전하다가 미국에 안착, 줄곧 그곳에 

거주하던 안 의사 손자 안웅호 선생이 추모제향에 참석하여 그간 숭모회

가 펼쳐왔던 사업에 감사를 표하고 차기 추진 계획사업에 힘을 실어주었

1974년 서울 남산  
구 안중근의사기념관 옆 
광장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 현재 이 동상은 
숭의학원으로 이안됐다.

도약기 1970〜1980년대  

성장기 1990~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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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3년 1월 31일 향년 80세로 별세). 2001년도에는 안중근 의사 장학사

업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평소 안중근 의사를 깊이 존경했던 이종락 

선생(경광장학기금), 안승우(덕원장학기금) 선생이 각 1억씩 장학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그 과실금으로 2003년부터 매년 3~5명의 장학생을 선발, 

2013년까지 35명 학생에게 9,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뜻 있

는 독지가로 인해 조성된 장학사업은 숭모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2003년부터는 청소

년 글짓기대회가 매년 실시되었으며, 2005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중근 의사 국외항일유적지 탐방사업(여름 방학 기간 중)을 실시하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값진 체험중심의 교육사업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숭모회(회장_중국 한족 장쉔윈蔣賢

雲) 지부가 설치되며, 본격적인 국외 선양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숭

모회 중국지부는 본국 숭모회와 꾸준한 교류 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

며, 매년 대학생 국외사적지 탐방단을 초청, 교류협력 간담회를 개최해 오

고 있다. 한편, 2010년 5월에는 중국에 이어 미국에 숭모회 뉴욕지부(지회

장 이기영)가 설립되어, 동북아뿐 아니라 미주지역까지 안중근 의사 관련 

선양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은 2010년은 숭모회 제 2의 도약을 위한 원년이

자 도전의 해로 기록된다. 숭모회는 하얼빈 의거 101주년이 되던 동년 10

월 26일, 정부기관과 국민들의 염원 속에 건립된 새 기념관을 준공 개관

(새 기념관 건립 배경 및 과정은 13페이지 참조)하였다. 

새 기념관 개관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위훈 선양 사업의 최우선 방향은 교

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체험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인 ‘안중근 평화학교 체험교실’이 

개설되었으며, 2011년 10월에는 CEO와 각계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본

격 성인 교육프로그램인 ‘안중근아카데미’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매년 2회

(봄, 가을)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유물

유묵 발굴의 시급성을 감안, 국내외 학자 가운데 안 의사 관련 연구로 높

은 성과를 올린 저명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와 관련학 학술 교류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

내외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필 3점을 비롯해 기타 관련 사진 등 30여 

점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도서관과 ‘학술 문화 교

류, 자료 대출 및 출판물 교환, 양 기관이 합의하는 기타 활동을 교류한다’

는 내용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대구가톨릭대학

교와 ‘자료와 정보의 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포럼의 공동개최, 양 

기관 안중근연구소 운영에 따른 상호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상호 교류 협

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 동년 12월에는 중국 차아얼학회(주석 

한팡밍韓方明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와 ‘안중근 의사 

기념시설의 설립과 기념활동을 추진하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양국 간 정치, 문화, 청소년 교류를 적극 진행하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대대적으로 이어갈 중견 역량

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안중근 의사 새 기념관은 2010년 개관 이래 연 평균 10만 명 이상의 국내

외 관람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명소로 부상하였다. 

숭모회는 이러한 관람객 증가 추세에 맞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관람객들이 유익한 경험을 체험하고 소중한 정보

를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 추모 기념사업을 비롯해 학술행사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

기 위해 각계의 고견을 모으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사업을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중국, 일본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관련자료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기관의 염원 
속에 새롭게 건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 의사 
하얼빈 의거 101주년이 되던 
2010년 10월 26일 준공 
개관하였다.

제2의 도약기 2010~2013년

새 도전의 원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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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古今 동서東西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절한 의인義人

과 열사烈士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겠으나 안중근 의사처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

으로 그 뜻을 실천하여 위대한 공훈을 세운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회고컨대 구한말舊韓末 국외 정세는 풍운유급風雲愈急하여 내內로는 왕국國王의 혼미

昏迷한 치정治政에 국민은 방황하였고, 외外로는 삼천리강산을 탐내어 호시탐탐 노

리는 열강은 있어도 정의正義로써 우리나라를 지원하려는 우방은 없어 고립무원

孤立無援의 국제정세하에 한반도와 이천만 민족은 만국제단萬國祭壇 희생물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노려 일제는 야수와 같이 육박肉迫하여 정치적 감언을 농弄 하고 

무력으로 시위示威하여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통분한 

안중근 의사는 모든 명리名利를 초월하고 이역로령異域露領으로 단신 망명하여 일

편단심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백방분투百方奮鬪 하고 있을 때 마침 동

양제패東洋制覇의 야망을 품고 북만주를 시찰하는 한국침략의 원흉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러국군대露國軍隊의 호위護衛와 각국 대표들의 성대

한 마중 속에 하차下車를 대기待機하여 만인萬人이 보는 눈앞에서 안중근 의사는 정

의正義의 단총短銃으로 저격하여 사살하고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어 높이 휘두

르며 ‘코리아 우라!(大韓國 만세!)’를 목청껏 외쳐 대한남아大韓男兒의 의기義氣를 만방

에 드높이고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안중근 의사는 일제

의  관할하管轄下에 있는 만주 뤼순법정에서 각국 신문기자가 초만원인 가운데 6

회의 공판에서 동양평화와 우리 이천 만 겨레의 억울한 원한을 추상같이 대언代

言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 조국에 순국하였으니 이는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뿐

만 아니라 동양 내지乃至 세계사상世界史上에 영원히 빛날 정의의 일대표상一大表象으

로 자손만대子孫萬代에 이르기까지 잊을 수 없는 민족정기民族正氣의 꽃입니다. 조국

이 광복된 오늘에 안 의사를 숭모崇慕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간절하므로 우

리들의 정성을 모아 의사의 유골봉환遺骨奉還과 동상 및 기념관 건립, 그밖에 필요

한 모든 사업을 힘자라는 한 추진하여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의절儀節을 

영세永世토록 추앙계승推仰繼承하기 위하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 확립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趣旨에서 본회는 창립創立한 것이노니 애국동포 제현諸賢께

서는 본회의 동지일원同志一員이 되시어 적극적인 지존협찬指尊協贊해 주시기를 앙

원仰願하는 바입니다.

                            一九六三年 四月 一日

社團法人 安重根義士崇慕會

發起人 15名 

李堈, 金弘壹, 安春生, 金良善, 安浩相, 李殷相, 金正連, 金庠基, 金善亮, 

柳鴻, 尹致瞞, 李活, 李民國, 安鶴植, 李文郁

<법인 설립 취지문>
새 기념관 건립 배경 및 과정

2002.10.16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으로 취

임한 황인성 前 국무총리는 구 기념관이 노후·

협소하여 광복회장 등 각계 원로에게 새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 

2004.08.23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前 대통

령이 남산 안중근의사숭모회(구 기념관) 방문 시 

황인성 이사장으로부터 새 기념관 건립 요청을 받

고 이를 추진하도록 서울시 관계관에게 지시함.

2004.08.25 황인성 숭모회 이사장의 협조 요

청을 받은 김우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 광복 회원 청와대 초청 오찬 시 노무현 대

통령에게 새 기념관 건립을 건의, 승인을 받음.

 2005.12.26 각계 원로 등 400여 명 추진위 구

성(위원장 이수성 前 국무총리), (사)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위원회 발족.

2007.09.30 박유철 前 국가보훈처장이 2대 건

립위원장을 맡음.

2009.03.26 김양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 참석하여 기공식 거행.      

2010.10.26 새 기념관 준공·개관,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 중

숭모회 주요 연혁

1946.05.12 ‘의열사안중근선생기념사업협회’ 

결성(위원장 우덕순 의사)

1959.05.23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서울 남산

기슭 왜성대) 

1963.04.01 ‘안중근의사기념사업협회’에서 ‘안

중근의사숭모회’로 명칭 변경

1962.03.01 안중근 의사 건국공로훈장 ‘대한민

국장’ 추서

1963.12.04 안중근의사숭모회 법인 설립승인(문공부)

1967.04.26 안중근의사 동상 이안移安 설치(숭

의학원→서울南山)

1970.10.26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개관(박정

희 대통령의 특별 지원과 국민성금 모금)

1970~현재 주요 기념식 및 추모행사 거행 (매년

실시) 탄신(9.2), 의거(10. 26), 순국(3. 26)

1971.05.12 안중근 의사 차남 준생俊生, 부산→포

천 천주교 묘지로 이장 ※1952.12.18 부산에서 별세

1973~1987 안중근 기념관 앞 광장에 자연석 

어록비 건립 「見利思義 見危授命」,「國家安危 

勞心焦思」 등 17점

1974.07.10 안중근 의사 새 동상 재 건립(높이 

4.4m) ※기존 銅像은 1973. 6 광주 尙武臺로 移安

1979.09.02 박정희 대통령 휘호 「民族正氣의 

殿堂」 석비 건립

1979.10.01 자서전 『안응칠 역사』 발행 (이은상 著)

1981.09.02 日本 미야기縣 大林寺,「爲國獻身 

軍人本分」 석비 건립

1991.03~현재 국내, 국제학술회의 개최(매년 

실시) 주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 동양평

화사상 등

1992.01.27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소식지

『壯烈千秋』 창간호 발행 1998년 5월(16호)부터

『大韓國人안중근』으로 제호 변경

1994.08~09 '안중근' 오페라 및 연극 공연(중국, 일본)

1995.02.09 숭모회 소관 부처 변경(국가보훈처)

1995.08.15 광복 50주년 안중근기념 주화 발

행(한국은행) 주화: 1만 원권 은화 30만 개 발매 

1996.04.18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공익성 기부

금 대상단체 지정 재정경제원［1996-30호］ 공고

1999.03.26 일본 즈이간지(瑞岩寺) 와룡梅 還

國式(남산공원 분수대 좌우에 紅, 白 후계목 植樹

1999.12.15 안중근 의사 전기전집 1차 도록발

행(인하대 윤병석 교수 著)

2000.03.26 순국 90주기, 在美 안 의사 孫子 

안응호 참석

2001.10.19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제막

(러시아 크라스키노  카리마을)

2001.12.01 안중근 의사 장학기금 조성 (2억 

원) 출연자: 故 이종락 교장 (1억), 안승우 선생 

(1억) ※2003부터 매년 과실금으로 3~5명씩 장

학생 선발 지급

2002.09.01 안중근 의사와 치바도시치 ‘현창 

공양비’ 제막식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청운사 內

2002.10.11 안중근 유묵 ‘言忠信行篤敬 蠻邦可

行’ 기증(일본 고치현 야기 마사즈미八木正澄 회장)

2003.10~현재 초·중·고 글짓기 대회 개최(매년 실시)

2004.11~현재 기념음악회 및 공연 (매년 실시)

(연극,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등 )

2005.08~현재 대학생 안중근 의사 국외 항일

유적지 탐방(매년 실시)

2006.07.06 안중근의사숭모회 하얼빈 지회 설

치(지회장 장쉔윈蔣賢雲)

2008.03.27 중국 뤼순감옥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 지원(정부 조사단 충북대 박선주 교

수 등)

2008.06.04 안중근 잠수함 진수(울산 현대중공

업) (10.1 진해 해군 9전단 본부에서 부대 창설)

2008.08.15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趙)마리아 훈

장 추서(건국훈장 애족장) 상해 독립운동 후원 활동

2009.03.26 안중근 의사 새 기념관 건립 기공식 

대지 5772.7㎡ (1749평) 연건평 3759㎡(1139평)

2009.05.04  『大韓의 英雄 안중근 의사』 발행 

2009.08.20 안중근 의사 장녀 안현생 묘소 보

수단장(수유리)

2009.10.26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행

사(정부 주관)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 안 의사 

직계 손녀, 증손자 등 참석)

2009.10.26 안중근 의사 친필 유묵· 사진 등 전

시회 개최(예술의 전당, 대구박물관)

2009.12.01 안중근함(잠수함 1,800톤) 취역식

(해군 작전사령부)

2010.03.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념식 

(서울 시청광장 ·중국 뤼순감옥, 뉴욕 등)

2010.05.22 안중근 의사 숭모회 뉴욕지회 설립

총회(초대 지회장 이기영) 

2010. 07. 31 『안중근의 삶과 꿈』 새 도록 발간

(김호일 著)

2010.10.26 안중근 의사 새 기념관 준공· 개관 

및 새 동상 건립(노후 된 기존 舊 銅像 철거 보수 

후 숭의학원 이안)

2010.12.30 안중근평화학교·체험교실 개설·운

영(초등학생 대상)  

2011.10.14 안중근아카데미 개설 (매년 봄·가을 실시)

2011.10.26 『안중근 의사 나라사랑 이야기』증

보판  발간

2013.10.08  대구가톨릭대학교와 MOU 체결 

2013.11.26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안중근 발

행(수원대 박환 교수 著) 

2013.12.19 중국 하얼빈 차아얼학회와 MOU 체결

역대 이사장

초대- 윤치영(1963.12~1977.3) /   

         前 내무장관, 국회의원   

2대 - 이은상(1977.3~1983.1) / 시인

3대 - 윤치영(1983.1~1993.3)

4대 - 최태섭(1993.3~1993.7) / 한국유리 회장    

5대 - 정원식(1993.7~1999.10) / 前 국무총리 

6대 - 노신영(1999.10~2002.3) / 前 국무총리 

7대 - 조  순(2002.3) / 前 부총리 

8대 - 황인성(2002.10~2008.8) / 前 국무총리 

9대 - 안응모(2008.9~현재) / 前 내무장관

역대 기념관장

초대- 이문욱(1970.10~1989.12)

2대 - 김유혁(1990.1~1994.1)

3대 - 박인각(1994.2~1995.12)

4대 - 정병학(1996.2~2006.9)

5대 - 김호일(2008.2~2011.2)

6대 - 조동성(2011.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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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hou ma, konichiwa, anyanghashimnika

안녕하십니까. 

Distinguished guests:
I am truly honored and humbled to be in the presence of so many who respect, honor, 
and revere my great grandfather AJG

저의 증조부이신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숭모하며 받들어 주시는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Here in this room today, I see the spirit of AJG's philosophy of a united Asia; China, 
Japan, and Korea. Each country sovereign in its own right, yet brought together and 
united in peace by a bond of mutual respect, trust, and cooperation - each of you 
contributing the best you have to o�er for the bene�t of all.

오늘 이곳에서, 저는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신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각 나라의 주권을 갖는 독립국이면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헌신하는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평화적 

연합체입니다. 

We are like the parts of one body. Each part is important and necessary. �e hand 
cannot say to the foot," Why are you a foot and not a hand?" �e foot cannot say to the 
eye, "Why are you an eye and not a foot?" �e eye cannot say to the stomach, "Why are 
you not an eye?" But if the foot is injured, we stumble and fall. If the hand is injured, we 
struggle to perform even simple tasks. If the eye is injured, we struggle to see. So if one 
part of the body su�ers, the entire body su�ers. AJG is like the head of the body, who 
sees the importance of each part and how they must work together.

우리는 몸의 각 부분처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손은 발에게 “너는 왜 손이 아니고 발이니?”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은 눈에게 “왜 너는 발이 

아니고 눈이니?”라고 말할 수 없고, 눈은 배에게 “왜 너는 눈이 아니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만약 손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일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눈을 다친다면 우리는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중근 의사는 몸의 머리와도 같으셨습니다. 몸의 각 부분의 중요성을 아시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continue to work together, for a strong and healthy body. And together we 
will achieve great things, not just for Asia but the Western world as well. And not for 
ourselves, but for the betterment of the world we live in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여기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나아가 전 세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Shea, shea, domo arigato gozimas, daedanhee camsahamnida.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3주기가 되던 2013년 3월 26일. 오전

의 추모식 등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날 오후 6시가 되자 

유족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안중근 관련 선양연

구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의 평화사상을 기리고, 상호 우의를 다지기 위한 친선교

류전이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

에 참석한 안중근 의사 증손자 안도용(50미국 거주미국

이름 Tony Ahn,Jr.) 씨가 인사말(15페이지 참조)을 전하

자 힘찬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며 분위기가 고

조되었습니다. 안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86미국 거주) 

여사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안도용 씨를 격려했습니

다. 안도용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이

며 안중근 의사의 친손자였던 안웅호(미국이름 Anthony 

Ahn.) 박사가 2013년 1월 31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

하면서 그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책임과 역할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날 인사말을 하던 

내내 안도용 씨의 표정은 굳어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감정을 절제한 듯하면서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족과	함께!

안중근 의사 증손자 안도용, 외손녀 황은주 여사와 떠난  

봄날의 꿈만 같은 묘소
참배 동행기 취재_ 정창우 편집장

안중근 의사 증손자 안도용 씨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안준생(안중근 의사 차남) 선생 
묘소에 참배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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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참배 

3월 27일 아침, 유난히 눈부신 봄 햇살이 갈 길을 재

촉합니다. 이날 저를 비롯한 본회 정하철 이사, 이

정인 주임은 안도용 씨, 황은주 여사와 뜻 깊은 여

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수유동 묘지와 

경기도 포천 소재 천주교공원묘지. 수유동엔 황은

주 여사의 어머니인 안현생(안 의사 딸) 여사, 포천

에는 안도용 씨의 할아버지 안준생(안 의사 차남) 

선생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26일은 추모식과 국제친선교류회 행사 때문

에 모든 직원들이 눈 코 뜰 새 없었습니다. 그럼에

도 온종일 가슴 뛰고 행복했는데 그것은 안중근 의

사의 직계 유가족 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만남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함

께 묘소를 찾아가다니! 실로 꿈만 같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풍덩 뛰어든 듯한 기분이

었습니다. 묘소에 헌화하기 위해 준비한 봄꽃이 어

느 때보다 화사했습니다. 그 꽃처럼 안도용 씨와 황

은주 여사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동행한 본회 직원

들은 유족 분들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너

무 많습니다. 안도용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그

곳에서 자랐기에 한국말이 서투릅니다. 연로한 황

은주 여사가 가운데서 통역을 하느라 때 아닌 고생

을 합니다. 안도용 씨는 2008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

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초 고인이 되신 안웅호 선생

은 평생을 집안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며 사셨다고 

했습니다. 늘 엄격하셨고,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라

는 이유로 세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

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인 역시 자연스레 아

버지의 뜻과 가르침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황은주 여사는 안도용 씨의 말을 전하면서도 동행

한 직원들에게 “안중근 의사를 위해 일해주어 감

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의사

를 잊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 고맙다”

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 있

는 걸요.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안

중근 의사를 기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없는 행운이

자 축복인걸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황 여사는 손

사래 치며 고맙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

느새 차는 북악산 산길을 돌아 수유동 묘지에 닿

았습니다. 황은주 여사는 몇 해 전부터 허리통증

이 심해진 뒤로 걷는 것마저 힘들어졌다고 했습

니다. 그때 동행했던 정하철 이사가 미리 준비했

던 운동화를 꺼내놓자 황 여사가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도용 씨의 

부축을 받으며 묘소로 향하는 황은주 여사의 뒷

모습을 보며 그녀의 건강이 이 봄날의 연둣빛 새

싹처럼 다시금 소생하여 회복되기를 빌었습니다. 

안현생 여사의 묘소에 헌화와 참배를 하고 포천 

천주교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안준생 선생의 묘

소로 향하면서도 질문과 답변은 멈추지 않았습니

다. 안도용 씨는 1963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

어났고 65년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줄곧 그곳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컴

퓨터공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애플컴퓨터사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기도 했으며, 현재

는 미국 굴지의 통신업체인 AT&T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력을 듣다보니 

문득  문무를 겸비했던 안중근 의사가 떠올랐고, 

그렇다면 안 의사의 증손자는 과연 무엇을 좋아

하고, 어떠한 인생관으로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음악 등산 캠핑 산악자전거를 두루 즐기며 

물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해서 수영 스쿠

버다이빙 래프팅을 즐긴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

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로 인해 설렘과 행복을 느

낀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 본성에 대해 공부하

황은주 씨가 어머니 묘소에 분향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외손녀인 황은주 씨와 증손자 
안도용씨가 안현생(안중근 의사 딸) 여사의 
묘소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서 선 안도용 씨와 황은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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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인종, 문화와 상관없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도용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에 귀 기울이고 있다 보니, 그의 평등 신념은 동양

평화를 주창하고 염원했던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

게 하였습니다. 

밤새 묻고 들어도 끊이지 않을 이야기가 포천 공원

묘지에 닿으며 멈추어 섰습니다. 황은주 여사에게

도 이날의 여정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숨

을 몰아쉬면서도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며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암울한 현실과 젊은이들의 머릿속에서 점

점 옅어져 가고 있는 역사의식에 걱정이 컸습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인데, 나를 먼저 생각하

는 사람이 많아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마냥 밝을 

것이라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학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심

각히 고려하여 한시 바삐 올바른 역사교육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묘소 참배 후 산마루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잠시 

정적을 만듭니다. 황은주 여사가 그리웠던 고국에

서의 봄 향기에 깊이 숨을 고릅니다. 안도용 씨와 

황은주 여사의 얼굴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무 하나 더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 두 유족 분의 평온한 미소

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도용 씨와 황은주 여

사는 며칠 간 서울에서 더 지내며 여러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두 분을 바라보다가 문득, 언제 또다시 이 

유족 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평소 안중

근 의사의 의거일과 순국일이 되면 안 의사를 한번

쯤 머리에 떠올려 봤어도, 유족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

한 영웅 안중근의 자손들이 왜 제 나라에서 살지 못

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

한 진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국가

적 영웅으로 칭송받는 만큼 유족들이 감내해야 할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국민

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도용 씨와 황은주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

다. 그러자 책속에 갇혀있던 역사가 현실로 꿈틀댔

습니다. 이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백여 년 전의 

안중근과 그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

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싶었

습니다. 

봄바람이 차창을 스칩니다.

훗날, 2013년의 봄날을 떠올린다면 그저 꿈만 같을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배우는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교육사로 근무하

면서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런 만큼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전해주는 것이 교육사

의 소명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왜 안중

근 의사에게 고마워해야 해요?”라고 물을 때면 여지없이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줘야 말랑말랑한 아이들 머릿속에 안중근 의사를 쏙쏙 넣

어줄 수 있을까, 학교에서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쉬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기념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하며, 개구쟁이 친구들

이 자연스레 안중근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길잡이 해주고 싶은 

것이 교육사의 마음입니다. 안중근 체험교실 평화학교 교육프로그램은 

몇 개의 반을 나누어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통 3일 간 하루 2~3시간의 

교육일정으로 시간을 함께 합니다. 안 의사의 삶과 업적을 전시실관람을 

통해 큰 줄거리를 이해하도록 배려한 뒤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풀거

나, 만들기 교재(하얼빈역)를 접하게 하여 재미를 느끼도록 합니다. 그렇

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개구쟁이 악동들은 거짓말처럼 훌쩍 자라 있습니

다. 안중근 의사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된 아이들을 보고 있

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교육사로서 안중근 의사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진실된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오늘도 감사와 사랑을 배우는 이 공간에서 아이

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OCUS

체험교실 학생들과 함께 한 교육사.

문소연 _ 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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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했을 때 안 의사님의 유필 가운데 ‘人無遠慮 難

成大業’을 추천해 주신 안응모 이사장님께 감사한 맘

이 큽니다. 비록 석비 하나에 한 점의 유필을 새겼지

만, 안 의사의 높고 크신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

달되어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 말고 먼 훗날까지 생

각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안 의사 만나

안용석 이사는 바쁜 회사 경영에도 불구하고 안 의

사 관련 공식 기념행사는 물론 소소한 비공식(?) 행

사까지 알뜰히 챙기는 분이다. 팔순을 넘긴 나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활동적인데, 이러한 열정

과 활력은 아마도 수십 년 세월을 나보다 남을 위하

는 희생과 봉사에서 얻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충북

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청소년 선도와 출소

자 갱생 등을 위한 여러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자기희생을 동력으로 

삼아 안 의사 위훈 선양사업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안용석 이사는 숭모회에 몸담게 된 계기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밝혔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5~6년 전 친구들

과 일본 북해도를 관광하고 미야기현을 갔는데 거기

서 태풍을 만나 이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현지 가이드가 말하길 이곳에 조용한 암자

가 있어 쉬어갈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자에 

갔더니 글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 의사님의 

어록비가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곳

이 안 의사와 지바 도시치 선생을 추모하고 현창하

는 대림사였던 거죠.”

이러한 인연이 필연으로 와 닿았던 것일까. 안용석 

이사는 일본에서 안 의사를 기리는 석비를 본 후 오

랫동안 품어왔던 안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분을 빛낼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기리라고 다짐했다.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터

안용석 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숭모회가 연간 주

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일 친선교류 행사의 

단장 직을 맡아 국제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오

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에는 일본 규수 사가현 무

량사無量寺에 세워진 동양평화기원비(2011.3.16. 건

립)를 찾아 참배하고, 이 비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

할을 한 이토야마 여사를 비롯한 사가현 부녀자모

임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일 민간단체 

간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안 의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깊은 존경과 정성을 보

니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제껏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부터 시작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

요……. 숭모회 일행을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던 이

토야마 여사와 마을 주민들께 지면으로나마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용석 이사는 일본인들과의 인연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3주년을 맞던 

2013년 3월 26일, 이토야마 여사를 비롯한 무량사 

스님과 부녀회 회원 4명을 전액 자비를 들여 초청

해 뜻 깊은 추모행사와 한일친선교류전에 참여케 

하였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를 모시고 추모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속적

으로 격려하고 성원해 주는 것도 결국 안 의사님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안용석 이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멋쩍게 웃

는다. 웃으면서도 “나는 안 의사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으니 이다음에 다시 인터뷰 하면 안 되겠냐”

며 묻는다. 그래서 부득이 人無遠慮 難成大業이 새

겨진 어록비를 가리키며 앞으로 더 큰일을 해달라

는 뜻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안용석 이사는 어록비를 올려다보며 더 크게, 더 해

맑게 웃었다. 

사람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록비 ‘人無遠慮 難成大業’ 세워 기증

안중근 의사 새 기념관 광장 앞에 건립된 높이 5m, 

폭 3.3m의 어록비가 2012년 10월 26일 제막식을 갖

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안 의사 유필 가운데 하

나인 ‘人無遠慮 難成大業’(국가보물 제569-8호, 숭실

대 박물관 소장)이 새겨져 있는 이 어록비는 새 기념

관 개관 이후 건립된 첫 석비이며, 기존에 세운 20점

의 석비와 함께 서울 남산의 안중근광장을 한층 돋

보이게 하고 있다. 어록비에 새겨진 한자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을 담

고 있는데 이 말뜻이 관람객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석비 앞으로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더

구나 어린 자녀의 고사리 손을 잡고 기념관을 찾은 

엄마 아빠가 이 어록비를 올려다보며 그 뜻을 자녀

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절로 흐뭇해진다. 새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고, 안 의사의 나라사랑정

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석비를 세워 

숭모회에 기증한 본회 안용석 상임이사의 마

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석비를 세우기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최종 인 허가를 받는데 2년여의 시간

이 걸렸습니다. 까다로운 업무를 맡아 처리해 

준 숭모회 직원분들, 그리고 내가 기념비를 세
안중근 의사 어록석비를 세워 숭모회에 
기증한 안용석 회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現	대화건설(주)	회장,	안중근의사숭모회	상임이사	안용석	

글/사진 _ 정창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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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위훈선양사업

순국 10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순국선열과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하얼빈 의거 10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순국 103주기 추모식 
& 평화사상국제교류회

하얼빈 의거 
104주년 기념식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한 순국 103주기 추모식이 

2013년 3월 26일 오전 10시 300여 추모객이 모인 가운에 기념관 강당에서 거

행됐다. 안응모 이사장은 이날 추모식사에서 “안중근 의사는 행동하는 지식

인이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불굴의 실천가였다”며 “우리는 안 의사의 생

애를 통해 그분이 염원하셨던 핵심 가치와 실천력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반영시켜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에 이어 가진 한 중 일 평화사상국제교류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교류회에는 안 의사 증손자 안도용 군, 외손녀 황

은주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일본 대림사 사담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

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평화사상을 기렸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4주년 기념식이 2013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공원 내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가 주최하고 국가보훈

처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 나중화 광복회 사무총장, 권오성 육

군참모총장, 안 의사 유족, 독립단체 대표, 시민,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유가족 

가운데 안중근 의사 직계 증손자인 안도용 군을 비롯해 한국 방문이 처음인 증손녀 캐런 안

(karen. Ahn)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은 기념관장의 약전봉독, 학생대표의 의

거의 이유봉독, 숭모회 이사장의 기념식사,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 육군참모총장의 기념

사, 안중근장학금 수여, 기념공연(의병아리랑보존회 기연옥 명창, MI Art&Culture)의 순으

로 진행됐다. 안응모 이사장은 기념식사에서 “안 의사의 생애는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여 평

화와 화합의 상징으로써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중근 정신’을 이

어받아 작금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념관 강당에서는 안 의사의 사상과 평화정신을 기리는 평화음악회가 개최돼 유

족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ING!!!	위훈선양사업

평화사상국제교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안 의사 
증손자 안도용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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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위훈선양사업ING!!!	위훈선양사업

안응모 숭모회 이사장이 경광·덕원장학생에
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시상식 모습.

제10기 안중근 
경광·덕원장학생 선발 

순국 103주기 추모 
제11회 전국 학생 글짓기 공모전 

1인 250만원, 5명 학생에게 1,250만원 지급

503명 공모 산문부문 김민영, 운문 김경민 대상 수상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가 2013년 10월 26일 의거 104주년 기념식장에서 제10

기 안중근 경광 덕원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안중근장학생 선발위원회(위원장 이영옥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엄

정한 심사(10월 16일)를 거쳐 경광장학생으로는 원종건(경희대 언

론정보 2학년), 정영민(세종대 호텔경영3), 김이량(한국외대 중국지

역3), 강완섭(서강대 경제3) 학생이, 덕원장학생으로는 이충근(경희

대 국제3) 학생이 선발됐으며, 이들 5명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1인 

250만원씩 지급됐다. 

숭모회는 지난 2003년부터 뚜렷한 국가관과 우수한 학업성적을 겸

비한 대학교 재학생 3~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3년까지 35명의 학생에게 9,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과

를 거뒀다. 안중근장학사업은 故 이종락(경광장학금) 故 안승우 선

생(덕원장학금)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기부자의 이름

과 뜻을 기리기 위해 아호雅號를 장학금 이름으로 명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경광 이종락 선생의 뜻을 이어 숭모회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영옥 교수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

을 새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가 2013년도 전국학생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

된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안 의사 순국 103주기를 추모하고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일

깨우기 위해 실시한 제11회 글짓기 공모전은 2013년 1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503명의 학

생의 작품을 접수 받았으며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후란)의 심사 결과 산문 부문 대상작에는 

‘춤의 무대’를 출품한 김민영(수원 창현고3) 양, 시 부문에서는 ‘삼월의 편지’를 출품한 김경

민(안양 예술고3) 양이 각각 선정돼 수상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민영의 ‘춤의 무

대’는 접근법, 도입부가 뛰어나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행복한 왕자’로 맞물

려 접근한 부분이 남달랐다. 운문부문에서 김경민의 ‘삼월의 편지’는 안 의사를 가슴으로 

정직하게 바라보았는가, 시 쓰는 기술이 안정적이고 독창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 항목

에서 모두를 충족시키는 탁월한 작품이었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보훈처장상

인 대상 수상자 2명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자 26명에 대한 시상은 2013

년 3월 26일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순국 103주기 추모식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한편 2014년 제12회 전국 학생 글짓기 공모전은 1월 하순부터 작품을 

접수하고 있으며 3월 7일까지 학생들의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순국 104주기 추모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자세한 대회 

관련 접수는 기념관 홈페이지 www.ahnjunggeun.or.kr 참조). 

• 期 경광장학생 명단 
▲2003년 1기-안현재(성균관대) 양

나욱(연세대) ▲2004년 2기-이승

환(경희대) 유혜아(한양대) ▲2006

년 3기-김일규(고려대) 박선정(중앙

대) 김민정(숙명여대) ▲2007년 4기-

김은송(명지대) 신아영(중앙대) 이

근우(한국과기대) 김지훈(경희대) ▲

2008년 5기-우다정(이화여대) 임현

균(건국대) ▲2009년 6기-홍수진(이

화여대) 오안석(성균관대) ▲2010년 

7기-강태영(서울대) 곽린나(숭실대) 
▲2011년 8기-이은별(단국대) 김보

연(동국대) ▲2012년 9기-박세영(서

울교대) 윤정인(경인교대)

• 期 덕원장학생 명단 
▲1기-신운용(외국어대대학원) ▲2,3, 

4기-없음 ▲5기-남대훈(상명대) 박정

우(백석대) ▲6기-이명상(인하대) 오

유진(연세대) ▲7기-박지영(아주대) 

최정선(서울여대) ▲8기-없음 ▲9기-

김민지(청주교대) 정수연(서울교대)

• 2013년 심사위원회 
김후란(시인, 문학의 집 이사장), 안

영(소설가), 권남희(수필가), 전옥주

(희극작가), 윤효(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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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도시치 본가 앞에서.

아카데미 수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4~5기 수강생들.

대림사 추모 법요 행사 모습.

제4~5기 
안중근아카데미 수료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안중근 의사 탄신 134주년을 맞아 일본 대림사에서 실시하는 안중근 

의사와 지바 도시치 선생의 추모법요 및 한일친선교류 행사에 참석하고자 2013년 8월 31일

부터 9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안중근의사기념관 조동

성 관장, 숭모회 안용석 상임이사 및 임원, 순흥안씨대종회 안영홍 회장, 안중근 의사 유족, 

안중근 아카데미 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8월 31일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일

본 대림사에서 주최하는 추모 법요를 비롯해 사담회에서 주최한 한일친선교류행사에 참석

한 뒤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및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다. 

대림사에서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와 지바 도시치 선생 추모 법요는 1981년부터 시작돼 34

회째를 맞이했다.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간수로 있었으

나 안 의사의 고귀한 인품과 사상에 감화되어 진심으로 안 의사를 존경하게 된 인물이다. 지

바 도시치는 안 의사 순국 직전 쓴 최후의 유묵 ‘爲國獻身 軍人本分’을 받은 인물이며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평생 안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했다. 대림사는 지바 도시치 사후 이 

같은 두 사람의 인연을 기리고 안 의사의 정신을 추모하고자 9월 첫째 일요일 추모 법요 행

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이 행사에는 일본 내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관계자 및 지역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일친선교류

행사는 일본 내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 늘고 있어 매년 그 규모를 더해가는 중이다. 

제4기 수료생 명단 

강동구 KBS 남산송신소 소장 / 공병규 ㈜썬텍그린 

회장 / 김대곤 오방리더십연구원 원장 / 김병윤 삼

지아이티 ㈜ 대표이사 / 김성섭 ㈜진흥안전관리 관

리소장/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前 

대법원 부장판사) / 남창수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

무담당관 / 민호기 ㈜브이콤 대표이사 / 안덕주 ㈜

도일코리아 대표이사 / 오경탁 서울디자인고등학

교 교사 / 오창식 육군 소령 / 이수진 前 청주보훈지

청장 / 이인실 서울 고원초등학교 교사 / 이종구 서

울 대경중학교 교사 / 이주화 안중근의사기념관 학

예연구사 / 이창희 前 보훈의료공단 의료사업본부

장 / 임희택 보훈의료공단 이사 / 전영수 육군 중령 / 

정영권 보훈의료공단 실장 / 조동래 국방과학연구

소 책임연구원 / 최문수 ㈜바이오알앤즈 대표이사 / 

홍소연 백범김구기념관 자료실장 

제5기 수료생 명단 

고영회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김길현 도서출

판 골든벨 대표 / 김영수 옥경치과 원장(前 서울대

학교 치과대학 학장) / 김영환 KT 연구위원 / 김대

곤 오방리더십연구원 원장 / 김선주 ㈜우행TMS 고

문(前 SC제일은행 부행장) / 김종기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종수 광복회 서울지부 사무

국장 / 김환욱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문승윤이랩에듀㈜ 사장 / 박윤환 박윤환법률사무

소 대표변호사(前 서울고검 부장검사) / 박진석 모

두투어 영등포 지사장(前 52부사단장) / 백의웅 백

부항진공정혈본원 원장 / 심기보 KBS아트비전 국

장 / 윤광옥 바른영어교육실천모임 원장 / 이강연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 이돈상 IBK 본부장 

/ 이무영 (사)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조직위원장 / 

장효성 뉴턴 대표 / 정하태 보훈의료공단 관리이사 

/ 조영선 주부 / 최우식 ㈜미르시스템 부사장

안중근 의사 탄신 134주년 
일본국 추모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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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안중근·우덕순 의사 
유묵·사진전 열려

제천시 문화원이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한 ‘안중근우덕순 의사 유묵사진전’이 제천문화원 

대강당에서 2013년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열렸다. 의병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충

북 제천에서 ‘제3회 의병의 날’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는 본회 안응모 이사장을 비롯

해 제천시 최명현 시장, 송광호 국회의원, 이광진 제천시문화원장, 양승운 문화원 이사, 손

용수 문화원 사무국장, 양성문 복천사 주지, 유관단체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숭모회 안응모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천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이 아닌 행동

으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던 의인들이 많이 배출됐던 충절의 고장”이라며 “안중근 의사와 

제천 출신 우덕순 의사의 위업과 충절을 기리는 행사를 통해 이 지역 청소년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애국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문화원 양승운 이사는 “이번 전시회에는 유묵 21점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진 80

여 점이 전시돼 시민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안중근 우덕순 의사의 드높은 나

라사랑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사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 꾸준한 관심

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ING!!!	위훈선양사업

행사를 주최한 제천시문화원 관계자와 내빈들이 유묵·사진전 개막 커팅을 하고 있다.

안응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제천문화원 이광진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캡션 주세요~

방송국(KBS) 인터뷰를 하고 있는 안응모 이사장.

본회 후원, 유묵 21점 사진 80점 등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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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국 차아얼학회와 안중근 의사

와 관련한 학술 교류사업 및 위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교류 협력을 체결했다. 

먼저 숭모회는 2013년 10월 8일 경북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본회 

안응모 이사장, 대구가톨릭대학 홍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력 협정서를 체결했

다. 이날 체결한 상호 교류 협력의 주용 내용은 △자료와 정보의 교류 및 공동연구 △학

술대회 및 포럼의 공동 개최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 운

영에 따른 상호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안

중근 의사의 딸이었던 안현생 여사가 1953년부터 4년 간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던 인연이 

있으며, 지난 2011년 5월에는 교내에 안중근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중국 최초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아얼察哈爾 학회(주석 한팡밍)와는 2013년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본회를 비롯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한국국제문화

교류원(대표 송기출) 등 한국의 4개 단체가 안중근 의사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기념시설 설립과 공동 기념활

동 추진 △안중근 의사 정신 계승에 관한 양국 간 정치, 문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상호 

노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친선관계를 이어갈 중견 역량을 키워나가

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이후 동북아에서 안 의사가 그 어

느 때보다 크게 조명을 받았던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때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현장의 표지석 설치를 협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초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박대

통령과 면담 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박대통령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

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망언을 했고, 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분노했으

며 여러 애국단체 소속 회원들은 일 영사관 앞으로 달려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한 일 양국이 안중근 의사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중

국정부에서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애국지사’라며 공식 논평을 하고

부터는, 그야말로 안 의사가 백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긴장과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다시금 현현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때에 안 의사의 숭고한 위국헌신 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널리 선양해야 하

는 책무를 맡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

해 우리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는 왜 기념시설물을 필요로 하는가

먼저 하얼빈 의거 현장의 기념시설물 설치가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정도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 의사에 반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치된 북한 등 일부 독재

국가의 사례를 제외하고라도, 그 나라의 수도首都나 많은 시민이 모이는 공간에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시설과 동상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는 개선문을 비롯해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동력이 된 잔 다르크 동상(프랑스 전역 1,000여 개) 등이 있다. 미국 워싱턴에는 독립전

쟁을 승리로 이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노예해방과 

목멱산	칼럼

안중근기념관 
국민교육의 산실로 만들자

대구가톨릭대학 & 중국 차아얼학회 
업무협력 체결

ING!!!	위훈선양사업

본회 안응모 이사장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홍철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차아얼학회와 업무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친선관계에도 기여하게 됐다.

이강연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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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의 기념관과 동상이 설치돼 있고, 많은 사람

들은 이곳을 찾아 존경의 예를 표하고 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중심지에는 스

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독립영웅들을 기리는 독립기념탑과 조각상이 있고, 독

일 베를린에는 전승기념탑을 비롯해 통일 독일을 이룩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동상

(전국에 수 백여 개 선재)이 설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념시설물은 특정 인물과 관련 후손들에게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넘어 역사적 사건과 그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역사를 되새기고 그와 관

련된 시대사적 교훈들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기념시설물이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을 통한 항구적 국가 발전만을 위해 활용되지

는 않는다는 점이다. 성공한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어두운 과거사도 사실대로 밝히면

서 역사적 교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급효과를 이용

하여 일부 국가에선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

다. 실례로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은 원폭으로 인해 13여 만 명의 시민이 목숨

을 잃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면서 매년 원폭투하일에 핵폭탄의 비인간성만 강조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은연중에 일본은 침략자가 아닌 희생자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있다

는 아주 위험한 역사 왜곡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널리 조명 받고 있는 안 의사  

안 의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추앙 받고 있다.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기념관이 있으며, 뤼순감옥에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일본의 경우, 열도 동북쪽에 위

치한 미야기현의 대림사 등 2개 사찰에 안중근의사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9월초 추모

제를 치르고 있으며, 열도 남쪽에 위치한 규수 사가현 시골마을에서도 마을 입구에 동

양평화비를 세워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흠모하고 있다. 또 교토의 류코쿠대학에서는 

안중근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물 가운데 과연 이만큼 나라 밖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도 어언 104년이 흘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은 더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 과

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하얼빈 의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나라

를 침략한 원흉에 대한 응징, 나아가 제국주의의 야욕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계에 알리

려는 경고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 막대한 인적  물

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가. 이처럼 앞날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안 의사의 광안도 놀

랍지만, 사형선고를 받고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안 의사의 행적 역시 후세들에

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안 의사는 고귀한 성품으로 중국, 일본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

았고, 금과옥조와 같은 옥중 유묵을 남겨 후세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체험하고 배우는 기념관   
앞서 거론했지만, 기념시설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크다. 안중근의사기념관만 하더라도 현재 월 

평균 1만여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관람인원이 늘고 있다. 특히 이곳을 다

녀간 관람객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얼빈 의거 외에도 안 의사의 고귀한 성품, 유

묵을 통한 참지식인의 풍모와 교훈, 나라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유언, 옥중에서 집필하

다가 순국으로 인해 미완성이 된 『동양평화론』에 나타난 평화사상, 어머니를 위시한 

일가친족의 독립운동 활동상 등을 접하면서 안 의사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

음을 갖게 된다.

우리 기념관에서는 유품 등의 전시를 위한 기념관 활용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안 의사

의 생애와 평화사상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

설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중근아카데미 평화학교

체험교실, 대학생 국외사적지탐방, 글짓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초 중 고. 대학

생, 성인에 이르는 모든 세대에게 ‘안중근’을 알리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 

우리 기념관은 2014년부터는 교직원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중근 연구는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쏟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집대성하는 ‘자료총서

(가칭)’를 연차적으로 출간, 보급하려 하고 있다.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안응칠역사』

와『동양평화론』 원전을 찾는 데 있어서도 한 중 일 간의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특히 안 의사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시설물의 구심점 역할과 더

불어 국민 누구나 이곳에 다녀가면 한 가지라도 더 체험하고 소중한 애국심과 평화사

상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국민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기념시설물은 특정 인물과 관련 후손들에게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넘어 역사적 

사건과 그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역사를 되새기고 그와 관련된 시대사적 교훈들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기념시설물이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을 통한 항구적 국가 발전만을 위해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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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 의거 기념일이면 
남산을 오르는 바다사나이들     
대한민국 영해 수호의 선봉 해군 ‘안중근함 승조원’

서울 남산에 왜 바다사나이들이 나타난 것일까. 

몇 해 전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일과 의거일이 되면, 기념관이 자리한 이

곳 남산 기슭에서 푸른 제복을 입은 바다 사나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인 안

중근함에 탑승하는 승조원들이다. 안중근함 승조원들은 2008년 6월 잠

수함 진수식(취역식 2009. 12) 후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 영정

에 참배를 올리고 승조원 모두가 ‘안중근 사랑회원’이 됐다. 

승조원들은 그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씩 기념

관을 찾고 있다. 특히 승조원 40명은 안중근 의사의 숭

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사업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매년 소중한 기부금을 모금하여 본회에 

전달해 오고 있다. 안중근함 승조원들은 2013년 10월 

안중근 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일에 기념관을 찾아 특

별한 선물을 본회에 전했다. 현창훈 함장과 승조원들

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누비며 수호하는 안중근함의 상

징인 부대 깃발을 안중근 의사 존영에 바치며 호국충

성을 다짐했으며, 본회 안응모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 

존영을 현창훈 함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증정했다. 

현 안중근함 함장인 현창훈 대령은 “안중근함은 독립

편집장 정창우

안중근함 승조원들이 안중근 의사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경례를 하고 있다.

안중근함 제원  

안중근함은 독립운동가로는 처음으로 해군 함명으로 

명명되었다.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에 이은 세 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어뢰魚雷, 기뢰機雷, 잠대함潛對艦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다. 길이 65.3ｍ, 폭 6.3ｍ, 승조원 40명이 탑승해 최대 

시속 20노트(약 37km/h)로 작전을 수행한다. 한 단계 아래급인 

209급 잠수함과는 달리 공기가 없이도 함정 추진이 가능한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탑재했으며,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창훈 함장(사진 우측)이 의거 104주년 기념식에서 본회 
안응모 이사장에게 안중근함 깃발을 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처음으로 해군 함명으로 
명명된 안중근함.

칭찬합시다!

운동가 가운데 해군 함명으로 처음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이 존경하는 영웅을 함명으로 했기에 부대원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며 

“그런 만큼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복무

하고 있으며, 의사님의 존영을 함 내에 설치하여 부대원들이 한층 강인

한 영해 수호의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안중근함 승조원들. 2014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남

산에 오를 것이다. 남산 기슭에서 바다 사나이들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들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과 안중근 사랑에 박수를 보내자. 칭찬과 격

려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들이 바로 안중근함 승조원들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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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감상

지울 수 없는 
아픔

아, 안중근 의사여! 
넋이여! 혼이여!

조국이 등불이신 그대시어 죽어도 태양으로 남은 당신 앞에 

어머님은 가슴에 실을 뽑아 밤새워 지은 백의白衣 저고리 

죽어도 굽히지 마라 하시던 어머님 그 말씀은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차곡차곡 가슴에 담았던 그 시련에 

가슴 얼마나 저미셨는지요

그날 그 아픔을 그대가 가르쳐주신 말씀에 우리는 

겨레의 힘이 되어 구석구석 찬란한 빛으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대 향기 스치고 간 당신 상처 그 자리 매워보려 애쓰고 

지워보려 힘을 써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그날 하얼빈에 울렸던 총성은 검푸른 나무 그루마다 그 아픔 

영혼의 외침이 서려 있고 그대 목소리 울음 너머로 

태백산맥 타고 흐르는 당신 

목소리는 잠들고 있던 이천 만 가슴에 불 탄 경종 울려 

가슴속 흥건히 흐린 혈로 동포의 뭍잠을 일깨웠습니다 

조국이여 깨어나라 백성이여 일어나라 

젊음을 불태웠던 그대시어 당신이 있었기에 

조국의 국운과 새날이 떠오릅니다 그대가 못다 이룬 업적

당신이 뒤를 이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젠 편히 쉬옵소서

서울성곽길 투어를 

하면서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둘러봤다. 

솔직히 기념관이 그곳에 있는 

줄만 알았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먼저 기념관 입구 

주변 자연석들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國家安危 勞心焦思 등이 

안 의사의 독특한 손바닥 

낙관(무명지 한 마디가 잘린 

왼손)과 함께 눈에 확 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

까.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처단하여 동아시아 삼국을 

뒤흔들어 놓은 분, 뤼순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 독립운동을 하면

서 동지 11명과 단지동맹을 한 분, 감옥에서 유필

을 많이 남긴 분, 아직까지 유해를 못 찾아 고국에 

봉안되지 못한 분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전시실을 둘러보며 그동안 몰랐던 그분의 생애와 

사상세계를 엿볼 수 있어 좋았다. 32세(만 31세)의 

나이에 혁혁한 위업을 남기고 초개처럼 목숨을 버

린 그분이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의사義士’라는 지칭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았다. ‘옳

을 의義’는 알아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덕목이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강우규, 김상옥 의사들을 

떠올려 본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을 던졌을까. 일편단심 대한독립을 위해서였을 것

이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그분들과 확연히 다

른 게 있었다. ‘대한독립’을 넘어 ‘동양평화’를 위한 

거대한 거사였다. 그러기에 순국을 앞두고 『東洋

平和論』을 지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제

국의 몰염치로 <서문>과 본론 격인 <전감>만 기

술한 후 <현상> <복선> <문답> 편은 제목만 남긴 

채 끝내 미완이 되고 말았다. 

	 독자쉼터 기념관	방문기

국나향 
시인

최영록 
성균관대학교 
홍보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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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여유를 줬어도 완성했을 텐데, 너무 안타

까운 일이다. 안 의사가 의거義擧라고 말하는 명분

은 뚜렷하다. 이토가 천황을 속여 동양평화를 해

치므로, 그를 응징하여 ‘왜 동양평화인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독립’도 완수하니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재판장에서 그의 당당한 

언변과 자세는 참으로 우리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속담처럼 안 의사 집안은 

진작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 집안

이었다. 아버지 안태훈도 아들과 같은 공의公義로운 

분이었다. 안 의사가 순국한 이후 아우인 정근과 

공근 그리고 그의 후손 모두 독립운동에 매진하여 

16명이 국가훈장을 받은 애국자 집안이었다. 

어머니 조마리아(면회도 하지 않고 ‘네가 국가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즉,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

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

니 그 정리에 있어서 어떻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동생들 편으로 전했다고 한다)와 아내 김아려(金

亞麗 옛 여성 치고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다)도 마

찬가지였다. 한 집안이 똘똘 뭉쳐 독립을 외쳤건

만, 우리는 외세에 의하여  ‘비극적인 해방’을 맞

고 말았다.    

‘공의公義롭다’는 무슨 뜻인가. ‘정의正義’와 비슷한 것 

같아도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다. 공의롭다는 ‘공

평하고 의롭다’는 뜻이고, 불의不義의 반대인 정의

는 ‘진리에 맞는 올바름’의 뜻이다. 안 의사가 최후

변론에서 당당히 말씀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의 ‘공법’

은 ‘공의로운 법’일 것이다. 작게는 독립이지만, 크

게는 동양 평화를 염두에 둔 거사임을 역설했다. 

어느 누가 그 넓고 깊은 안 의사의 심중을 짐작하

겠는가. 일본인 몇 명을 죽일 이유가 없기에 일본

인 포로를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놓아주었다. 안 

의사는 참으로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얼마나 의연

한가. 죽음을 앞두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기념관에서 안 의사가 순국 전 썼다는 6통의 유서 

전문을 소리 내어 읽어 보았다. 우리 같은 장삼이

사張三李四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다. 어머니에게 쓴 유서 전문을 보자.

어머니 전상서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효자가 감히 어머니께 한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인사 못드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슬과도 같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정을 어기지 못하시고 저 같은 불효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천당에서나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기도하옵니다.

이 세상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안 의사의 5살 난 큰아들)는 

장차 신부가 되게 길러 주시기 바라며, 훗날에도 

잊지 마시고 천주께 바치는 몸이 되도록 

키워주시옵소서.

이밖에도 드릴 말씀은 많사오나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올 때 다른 말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 분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오니, 신앙을 열심히 지키셔서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은 정근과 공근 두 아우들에게 

들어주시옵고, 제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지 

지내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도마는 세례명이고 한자로는 多默이라고 씀

참으로 억장이 무너져도 몇 번 무너질 일이며, 천부

당만부당할텐데도 모자母子는 기적처럼 의연했다. 

아내에게 쓰는 유서는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분도 母에게 

예수를 찬미하오. 우리들은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천주가 맺어줌으로써 부부가 

되고, 다시 천주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천주의 은혜로 천당에서 

만나게 될 것이오.

감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천주의 

안배만을 믿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시오.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고 두 아우들과도 화목하고 자식의 

교육에 힘써 주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과 

몸을 편안히 하고, 후세 천당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오.

장남 분도는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천주께 바치어 신부가 되게 하시오.

할 말은 많지만 훗날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오. 

                                               장부 도마 올림

죽기 전에 아내에게 ‘감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

지 말’라고 했다. ‘훗날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는다’

고 했다. 아들을 ‘천주께 바치어 신부가 되게’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요즘 사람들처럼 ‘사랑한다’

는 말 한마디 없어도, 그보다 몇 천배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는가.  

안 의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

었다. ‘동양평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쓸쓸히 홀로 ‘먼 황천길’

을 가도 외로워하지 않고, 언젠가 그의 뜻이 승화

되어 꽃이 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참으로 잘난 사나이 중의 사나이가 아닌가. 몇 날 

며칠을 밥 구경조차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도 초

심初心을 잃지 않고 끝내 ‘한 매듭’을 짓고 만 사나

이, 그의 ‘장부가’丈夫歌가 너무나 의연했다.  

丈夫處世兮 其志大矣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時造英雄兮 英雄造時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雄視天下兮 何日成業 

천하를 크게 바라봄이여 어느 날에 업을 이룰꼬

東風漸寒兮 壯士義熱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나 장사 의기는 뜨겁도다

念慨一去兮 必成目的 

분개함이 한번 뻗치니 목적을 꼭 이루리로다

鼠竊伊藤兮 豈肯比命 

도적쥐새끼 이또여 그 목숨 어찌 사람목숨인고

豈度至此兮 事勢固然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리 도망 갈 곳 없구나

同胞同胞兮 速成大業 

동포여 동포여 어서 빨리 큰 일 이룰지어다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만세, 만세! 대한독립

萬歲萬萬歲 大韓同胞 만세, 만만세! 대한동포   

이런 일편단심一片丹心이 있었기에, 단숨에 정확히 

총 3발로 ‘도적쥐새끼 이등’의 명줄을 끊었을 것이

다. 우리는 그분의 유언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후

손들이다. 그분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제 단지 그분이 옥중에서 남긴 붓글씨

만이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서릿발처럼 차고 단단한 그분의 기개가 붓글씨로 

현현되어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다. 최

소한 안 의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하루빨리 남

북통일을 이뤄야 하고 그분의 유해도 봉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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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을 낳은 
항일운동의 대모, 
조마리아 여사

글 / 이주화 _ 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영웅을 길러낸 청계동 시절

조성녀趙姓女(배천조씨 1862~1927, 세례명 마리아)는 황해도 해주부 수

양산 아래 광석동에 살던 동갑내기인 순흥 안씨 집안의 셋째아들 태

훈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879년 9월 2일, 배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

이 있는 건장한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일제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하여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쓰러뜨린 위대한 영웅 안중근이다. 남편 안태훈은 여러 형제 중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진사

시에 합격하였으나 1882년 갑신정변의 실패 후 개화파와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안태훈은 일가를 이끌고 신천군 두라면 천봉산 아래 청계동으로 이주하였다. 조마리아

는 6살 된 아들 중근을 데리고 청계동에서 살림을 새로 시작하여 가족의 대소사를 도맡으면

서 가정을 건사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의 영웅이 청계동에서 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채보상운동 참여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제는 우리 정부에게 거액의 차관 공세를 하여 1907년 대일차관액은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원이었다. 이에 서상돈의 발의로 대구에서부터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 빠르게 확대되어갔다. 각 지방에서 국채보상

의연금을 효과적으로 수합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때로는 참여를 격려하는 대중강연

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남녀노소와 귀천을 떠난 거국적 운동으로 전개되

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운동을 통하여 역사의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역사의 중심으

로 진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안중근과 조마리아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안중근은 서상돈에게 자청하여 관

서지부장이 되어 주변을 독려하였다. 안중근이 세운 진남포 ‘사립영어삼흥학교’에서 꽤 큰

돈인 34원 60전의 국채보상의연금을 출연하였다.1) 그리고 어머니 조마리아 역시 은가락지 

두 쌍을 비롯한 패물 20원 어치를 ‘안중근 자친’ 명의로 출연하였다.2)

조마리아는 청계동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며 충실한 내조자로서 살았다. 그러나 장남 안중근

을 따라 진남포 삼화항으로 이주한 후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성도 참여하

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나섰다. 

영웅을 있게 한 어머니의 뜻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폐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

여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국외로 망명하였다. 연해주로 간 안중근은 교포들에게 단합심을 고취

시키고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군과 수차례의 교전을 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결국 부하들

을 잃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1909년 초 크라스키노에서 동지 11명과 단지동맹을 맺고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大韓獨立’ 네 글자를 쓰고 취지문을 써서 독립의지를 더욱 굳게 다

졌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도열한 러시아 의장대 사이를 빠

져나가 방아쇠를 당겨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인 이토를 쓰러뜨

렸다. 이후 안중근은 “코레아 우라”를 삼창한 후 체포되어 이내 뤼순감옥으로 옮겨졌다. 

조마리아는 아들의 의거 이후 직접 평양으로가 변호사로서 명성과 애국심이 강한 안병찬을 

만나 안중근의 변호를 부탁하였다. 당시 조마리아의 행적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일제는 순

사와 헌병을 파송하여 조마리아를 조사 힐문하였다. 그때 조마리아는 태연한 모습으로 그

들을 응대하였다. 조마리아가 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평소 삶의 행적을 조금도 틀림없이 

자연스레 설명하자 순사 헌병들도 서로 바라보며 감탄하였다.3)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는 바로 어머니 조마리아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조마리아는 아들이 집

안을 돌보지 않고 객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였고 이를 떳떳이 여겼

다. 1910년 2월 14일 일제는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 후 재판장에

게 “이보다 극심한 형은 없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이후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결심

에는 어머니 조마리아의 여사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 조마리아는 아들에게 사형이 구형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정근과 공근을 급히 뤼순감옥으로 보내 당신의 뜻을 전했다. 

조마리아는 1927년 7월 15일에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장례는 프랑스 조계 천주교당에서 

상해 교민장으로 치렀고 프랑스 조계 안남越南인 묘지에 안장했는데 이후 묘지 터가 개발되

고 건물들이 들어서서 무덤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

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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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과	사람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大義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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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다

글/사진 _ 이정인 총무주임

제9기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단이 

2013년 7월 5일 발대식을 마치고 

8박 9일 일정으로 탐방 길에 올랐다. 

안 의사의 발자취를 좇아 중국과 

러시아의 항일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는 이 사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7명의 대학생과 일반인, 

기자, 스텝 등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참가했다. 일정은 속초항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하여 우수리스크, 크라스키노 

지역을 탐방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 

하얼빈, 장춘, 다롄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속초에서 러시아로 향하다

7월 5일 탐방단은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속초항으

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토크행 배에 몸을 실었다. 

17시간의 항해가 끝나고 다음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되었다. 

유럽식 건물이 가득한 이국적 풍경에 감탄하기도 전에 신한촌 기념비를 참배했다. 신한촌 

기념비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그 광경이 흡사 기념비가 외로이 서 있는 듯 보

여 탐방단을 숙연하게 하였다. 현지 가이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철조망이 없었으나 잦은 훼

손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인촌에 유일하

게 남은 비석마저 여전히 고난을 감내하고 있었다. 

다음날 우수리스크로 이동하여 고려인 문화센터와 이상설 선생 유허비, 발해 성터를 탐방

했다. 버스로 몇 시간 달려 수이푼 강변에 세워진 이상설 선생 유허비를 참배한 뒤 발해 성

터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입이 벌어졌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와 저 멀리 보

이는 지평선, 몇 시간 버스로 이동하며 지친 심신이 감쪽같이 회복되는 듯했다. 들뜬 마음

도 잠시, 우리는 큰 상실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립의과대학에 위치

한 ‘안중근의사기념비’를 찾아갔지만 비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철근 뿌

리만 남아있는 현장을 보며 탐방단 모두는 망연자실했다. 현지 가이드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말하며 매우 당황해 했다. (비석이 사라진 사실은 제9기 탐방단에 동행했던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가 탐방 후 2013년 7월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

으기도 하였다) 이 비석은 서울보건신학연구원이 동양평화를 위해 활동한 안 의사를 기리

는 뜻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주립의과대학에 요청해 세운 것이나 2012년 2월 러시아 당국이 

2013	제9기	국외사적지	탐방기

신한촌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배에서 단체사진 한 컷. 탐방단원들의 설레는 
마음처럼 파나마 선박임을 의미하는 국기가 바닷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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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사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일정은 크라스키노에 위치한 단지동맹비를 참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단지동맹비

는 2001년 세워진 구 기념비와 2011년 세워진 새 기념비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단지동맹

비 위에 선명히 새겨진 안중근 의사의 수인은 탐방단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당신의 손가

락을 끊어 그 선혈로 태극기 위에 ‘大韓獨立’ 네 글자를 새기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탐방단은 중국 국경을 넘어 봉오동전투 승전지를 탐방한 후 백두산 천지를 거쳐 하얼빈으

로 가는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 의사의 의거 현장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

았다. 하얼빈 의거 현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돈화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하얼

빈역에 도착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에는 관광객들이 입장권을 구해 하얼빈 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의거 현장에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중국 당국에서는 자칫 철도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열차 이용객에 한해 의거 현장 탐방을 허용한 때문이었다. 탐방단은 

다행히 본래 예약했던 플랫폼에 정확히 도착, 마침내 의거 현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안 의사가 저격한 장소와 이등박문이 쓰러진 자리는 바닥 타일 위에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표시돼 있었다. 불과 7미터 사이의 거리. 두 지점을 연결하는 작은 공간 위에서 우리는 모두 

백여 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갔다.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안중근 의사가 섰던 그 자리에 서자, 조국 독립과 동양평화를 염원하는 안 의사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지고 백여 년 전 광경이 눈앞에 잡힐 듯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현재에도, 아

니 먼 미래에도 잊혀지지 않는 역사의 무게와 발자취로 그 자리에 서 계시리라. 

하얼빈과 장춘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탐방 코스인 다롄으로 향했다. 다롄은 안 의

사께서 최후의 재판을 받으시고 순국하신 곳이다.  

다롄에 도착 후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관동주법원구지터였다. 이곳은 안 의사께서 최후의 재

판을 받으신 곳으로 안 의사의 진면목이 들어난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간

의 짧은 재판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인품과 사상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았

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등박문을 한낱 파렴치한 독

재자로 전락시킨 곳이다. 한 외신기자의 서술대로 안중근 의사는 피고의 신분에도 불구하

고 ‘월계관’을 쓰고 이 재판장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뤼순감옥은 안 의사께서 순국하기 전까지 수감됐던 곳으로 안중근의

사기념관과 추모실이 자리해 있었다. 우리는 뤼순감옥을 돌아본 후 추모실에서 이영옥 탐

방단장(숭모회 이사/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가슴 찡한 추억을 만들었다. 중국에 있

는 안중근 의사 추모관에 울려 퍼지던 애국가와 만세 삼창, 아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을

까……. 7월 13일 탐방단은 비행기에 올랐다. 8일 간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감회가 새로웠고, 그간의 일정과 감동을 정리하기에 2시간의 비행은 너무나 짧

았다. 아직 할 말이 많은 듯 그들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지난 일정 동안 안중근 의사

로 하나 된 9기 탐방단.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테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 되어 

안중근 의사와 마주했던 순간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뛰어보자! 달려보자! 만주벌판. 발해 옛 성터에서 탐방단원들이 하늘 높이 뛰어 올랐다.

하얼빈 의거 현장. 
왼쪽바닥에 안중근 의사의 저격 지점을 가리키는 삼각형이 보인다. 뤼순감옥 안중근 의사 추모실에서 헌화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탐방단원.

▲ 블라디보스토크 
주립의과대학에 
설치됐던 안중근 
의사 기념비가 
사라진 자리를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후원 : 
국외사적지탐방사업을 후원해 주신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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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평생회원인 김유일 선생은 1919년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한국전쟁 중 남한으로 피란
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이후 한의학을 전공하여 60여 년 지역민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오
고 있으며, 실향민들의 위한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선생은 의학을 전공하
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학상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건강과 
명언. 2009刊」 「건강-삶의 지혜, 내가 살아온 세상. 2013刊」 등을 출간했다.

소변의 횟수, 냄새, 색깔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상 상태

소변 횟수 적어도 많아도 건강 이상 

소변은 신장에서 혈액이 걸러져 나온 액체로 물이 99%, 나머지 1%는 

오래된 적혈구가 파괴되어 생긴 색소와 노폐물 등이다. 소변의 양은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1.5L 내외로 하루에 4~5회 정도가 정상이

다. 만약 하루 소변 횟수가 1~2회이거나 반대로 10회를 넘어서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빈뇨頻

尿라고 하는데 방광이나 전립선, 요도의 과도한 자극이 원인이다.

성인에서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신기능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술, 수분 과다섭취, 이뇨제 

복용, 스트레스나 감염 등으로 자극에 민감해지면 빈뇨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루 소변량이 400ml 이하로 나타난다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

장애가 생겼거나 요로에 악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소변양이 적고 

발열과 잔뇨감과 함께 잔뇨 시 통증이 동반될 때는 방광염이나 전립선

염, 요로감염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빈뇨 현상이 나타난다. 

붉으면 신장암 의심, 거품 많아도 검사 받아야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투명하거나 엷은 황갈색을 띄는데 사람에 따라 

투명도는 다양하다. 계절의 변화나 섭취한 약이나 음식에 따라 다른 

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날 과로했거나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아침 소변의 색이 샛노랗거나 검붉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낮의 

소변은 음료수나 커피 등으로 맑은 노란색을 띠고 저녁에는 거의 무색

에 가깝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소변 색깔의 변화가 심하다면 질환 유

무를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붉은 색 오줌은 가장 주의해 살펴야 하는

데 가장 많은 원인은 오줌에 피가 섞이는 혈뇨이다. 이는 비뇨생식계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변 횟수, 냄새, 
색깔, 혼탁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각종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변이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잣대가 된다고 말한다.

	 건강상식	

통의 종양 암 요로결석尿路結石 등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

거나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뒤나 심한 운동을 하고 났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통증 없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신장암이나 방광암의 신호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변이 진하고 갈색을 띤다면 열이 있었거나, 설사를 했거나, 구토나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를 추측할 수 있다. 원인은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소

변이 농축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

된다. 이후에도 소변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콜라나 

붉은 간장 빛깔의 소변은 간, 담도질환에 의한 황달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변색이 엷은 갈색이고 피부와 눈동자 색깔까지 황색일 때는 더욱 황달

일 가능성이 크므로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변에서 달콤한 과일 향기가 난다면 당뇨병 신호이고, 암모니아 냄새 등

의 악취가 난다면 세균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소변의 거품

과 탁한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상인의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거

품이 생기더라도 양이 많지 않다. 매우 탁하고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듯 거

품이 많은 소변이 지속된다면 단백질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

는 신호이므로 즉각 소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심한 

운동, 고열, 탈수, 과식이나 과도한 육류섭취로 일식적으로 거품 소변이 나

올 수 있다. 술과 담배, 스트레스, 무리한 운동, 탈수, 과식이나 과도한 육류

섭취로 소변이 탁해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주, 금

연과 함께 적절한 수분 섭취, 신선한 야채 등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

동이 필요하다. 특히 신선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갈증을 느

끼기 전에 미리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이롭다. 

김유일 
대전 보명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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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의 편지 춤의 무대 

삼월의 바람이 내 이마를 쓰다듬는 오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안중근의사기념관에도

봄이 찾아 왔다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는 

안응칠의 짧은 손마디가

곧은 국기를 향해 대한국인大韓國人을 다지는 기념관 안

책 표지 같은 유리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온 봄바람이 숙연해진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하얼빈 역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겨눈 담담한 총구

영사기의 뜨거운 총소리가

기념관 벽에 부딪쳤다 사라진다

한 걸음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조금씩 커져가는 절규

접어놓은 책장 속에서 흉터처럼 남은 그의 결의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

1910년 2월 14일의 사형선고 속 

한 편의 각주처럼 남아 있는 안중근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일제의 침략처럼 파고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나는 가슴에 조용히 묻는다

복도 끝자락,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온

안중근의사기념관 얼마 만에 찾아온 봄인지

색 바랜 목련 가지에 새순이 돋았다

네 번째 가지가 유난히 짧다

어렸을 적 나는 ‘오스카 와일드’ 가 지은 단편소설 ‘행복한 왕자’를 참 좋아했다. 

온 몸을 감싼 채 자신을 빛내주는 온갖 보석들을 가난하고, 하루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는 더 고단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결국 자신은 보잘 것 없는 회색 빛 동상이 

되어 철거가 되는 왕자의 모습에서 숭고한 연민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

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희생적인 숭고함은 소설이라서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현실에서는 그

런 숭고한 희생정신을 지닌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지었었다. 아마도 내게 그것이 불가

능한 것이기에 타인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와 한

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저항 운동을 배우면서 나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행복한 왕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아닌, 민족을 위해, 이웃 나라와의 평화 공존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을 던질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였다. 

나에게 안중근 의사라는 이름은 역사 속 일부분을 장식하는 것 이상의 가슴 벅찬 존재가 되었

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 물어보면 짤막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안중근 의사 자체를 모르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겪으면서 우리가 지

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주권이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체결한 

을사늑약으로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안중근 의사를 다

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나라의 주

권을 찾으려 했던 그 분을 이렇게 잊고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

문이 들었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정확한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통

해 내 자신을 내가 속한 역사에 올바르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영화 포스

	 제11회	전국	학생	글짓기	공모전			시	부문	대상작 	 산문	부문	대상작			제11회	전국	학생	글짓기	공모전			

김경민 
안양예술고교

3학년

김민영 
수원 창현고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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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는 한 손가락 마디가 잘려 새끼손가락과 길이가 같은 무명지가 다른 손가락들과 나란히 

있는 손도장이 있었다. 그 때는 그것이 단지 동맹을 결성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라는 것을 

몰랐었지만 안 의사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나는 그 손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자료를 찾았을 때는 시공을 초월하여 그 분이 걸으셨던 길을 뒤따

라 걸어본다는 설렘이 컸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고 관련 서적을 뒤적이면서 나

는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설명 또한 지나

치게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서술해도 충분하지 않

을 텐데….’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안 의사에 대해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 자료의 성의 

없는 허술함에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로만 안중근 의사를 접하게 되면 안 의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가 

단지 개인적인 애국심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줄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

는 대한의병 참모중장이라는 큰 직책을 가지고 떳떳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셨고, 그의 신분은 

군인 장교로서 일본과 교전 중에 포로로 잡혀도 장교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분

이었다.  그래서 그가 동양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도 법정에서 자

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얼빈 의거로 사

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를 변호하던 일본인 변호사조차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안 의사의 신

념어린 태도를 보고 그에게 반했던 것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단 한 번의 선처도 구걸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내가 죽거

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하지 말라.”면서 의연한 태도를 드러내었다. 그

의 이런 태도는 사형 집행 당일 뤼순감옥 앞에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사기를 치솟

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모습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

군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했던 결의에 찼던 모습과 겹쳐졌다. 또한 그 전

까지는 그가 가톨릭을 믿는 집 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

과, 그가 그렇게 까지 조국을 위해 몸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아들

에 대한 단단한 믿음과 사랑의 힘이 컸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

히게 되었을 때,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국사람 전체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칼과 방

패가 된 안중근 의사와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를 보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에게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정신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보다도 영토 크기가 작

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나라도 아닌 고작 변방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린 

나이에 무엇도 모르고 투덜거렸던 내 나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내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

껴지는 순간이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많은 업적과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

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그 분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함을 본받으려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분들은 조국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들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절대 당신들이 겪은 치욕과 멍에를 물려주고 싶지 않

은 심정 하나만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그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의 시

간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 오늘 우리의 풍

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준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모든 몸에 지닌 보석을 떼어내어 가엾은 사람

들을 구한 행복한 왕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 우리에게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신 안중근 의

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 

행복한 왕자의 사랑과 상응하는, 식민지 체제하에서 신음하며 고통 받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

하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사랑이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행복한 왕자의 시대인식과 같은,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시대적 흐

름으로 당연하게 인식하지 않은 안중근 의사의 시대 인식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제비에게 부탁하는 행복한 왕자의 실천력에 대

응하는 당신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동지들과 손을 잡고 단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신념

을 행동으로 옮기신 안중근 의사의 실천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넘쳐나고 있지만 지구의 절반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한 치의 망설

임도 없이 가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

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일들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시대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력으로 그러한 부조리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조국의 독립을 끝내 보지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안중근 의

사를 위해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온전한 하나의 조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68년 지난 지금, 안중근 의사는 두 개로 갈라진 이 나라와, 그 것도 

모자라 종교로, 지역 색으로 서로 금을 긋고 대립하면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남한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토록 추고 싶으셨던 춤을 추지 못하신 채 근심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다. 이번엔 전신을 휩싸고 도는,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든 커다란 부끄러움이 몰려온

다. 이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 분에게 멋진 춤의 무대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자리를 잡는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깨어있는 양심으로 그 분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역사 앞에서 굳

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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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안응모 이사장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강연

법인 임원
강신주, 강현송, 김경희, 김길생, 김상옥, 민남규, 박귀언, 박상준, 백성학, 안경오, 안군준, 안근배, 안영

기, 안영홍, 안용석, 안응모, 안택수, 이영옥, 이원태, 이태규, 장성훈, 장현준, 정하철, 조동성, 한규택, 

한상순, 홍인기, 황경노, 황덕호

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권영호(신), 권오성(신), 김승기, 김유일, 김윤자, 김주태(신), 박상규, 박인호, 박현수, 박흥순, 선우영석, 

손인춘(신), 안덕주, 안순일, 안종일, 이강녕(신), 이강연(신), 이경림, 이기선, 이상근(신), 이상정, 이상

현(신), 이용훈(신), 이우진, 이웅열, 장재덕, 정준영, 정지욱(신), 정하철, 최진일(여수진), 황덕호(신), 高

橋公純(신)

올 한해 후원해주신 회원   
특별회원 | 30만원 이상 - 박병환, 선주영, 오영섭(신), 이수진, 전종갑, 최을호

일반회원 | 10만원 이상 - 노은경, 박병휴, 박상규, 박혁서, 송준근(신), 안광웅, 안재식, 안정중, 안창순, 

이상진, 이희영(신), 한옥동, 허성열  5만원 이상 - 김장규, 노병식, 고재신, 문병홍(신), 배금원, 백승배, 

배철우(신), 성원식(신), 안길학, 안준희, 양정호, 연광흠, 이부홍, 이양재, 이태호, 전대홍, 정광재, 최숙

희, 최태동, 최현휴, 한응현  3만원 이상 - 구인수(신), 권영건(신), 권오상(신), 권용훈(신), 강혜련, 김기

영, 김민지, 김운철, 김은혜, 김종필, 김태정,  김휴곤(신), 남현욱(신), 노교래, 박경자, 박기선, 박채환, 

서현주, 심석현(신), 안문영, 안봉주, 안봉희, 안승헌, 안신철, 안용태, 안준길, 안중렬(신), 안현갑, 양미

(신), 오영호(신), 오점수, 윤칠난(신), 이근식, 이대순, 이덕연, 이상구(신), 이상훈, 이신우(신), 이연승

(신), 이영남, 이치훈(신), 이혜균, 임승모, 임영찬, 임창빈, 장동표, 장세진, 장승환, 장정자, 장준환, 전태

수, 정광식(신), 정용길, 정용재, 정유빈, 정유호(신), 정유훈, 정은선, 정현철(신), 조재춘,  지영민, 최광

국, 최민곤, 최진(신), 하진수(신), 한승용(신) 황재하  1만원 이상 - 안은녀, 안영화

외국인 회원(단위: 만원)

개인회원 - 鹿野元(57), 寺下武(12), 段勳(5), 高橋龍壽(5), 高橋龍淨(5), 高橋千華(5), 千葉英樹(5.7)

단체회원(단위: 만원)

국내 - 안중근함 부대원 41명(123), 조곡서원(20)

국외 - 일본 大林寺(34), 史談會(23), 無量寺(11), 佐賀市 부녀회(35)

추모헌화

이상근(김창숙), 이강홍(남해순), 정래현, 명승희, 高田亮子

기념관 후원
김남희, 김석종, 김연화, 남희영, 문국현, 배소영, 신철호, 신호상, 여현덕, 윤다원, 윤해수, 이강연, 이수진, 

이윤정, 이장노, 이지영, 이혜균, 장정자, 정하철, 조동성, 조채원, 채내희, 최  열, 최정은, 표정호, 한대림

2013년 안중근 사랑회(숭모회) 후원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 이영옥 이사 가족 기념관 방문

본회 안응모 이사장이 2013년 10월 8일 경북 경산의 대구가톨릭

대학교 강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했

다.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강연에서 안응모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생

애와 위업을 설명하면서 조국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 의사의 실천력을 강조했다. 강연은 90분간 진행되었으

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

보를 전했다.

본회 ‘안중근 장학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이영옥 이사(성균관대 명예교수)가 

2013년 12월 28일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념관을 찾았다. 이영옥 이사는 “가족과 친지

들에게도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영옥 교수는 본회의 장학사업(경광장학금)을 

있게 한 고 이종락 선생의 자녀이며, 현재 숭모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 후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
한 안응모 이사장

가족, 친지들과 기념관을 방문한 이영옥(사진 좌측 
앞줄에서 두 번째) 이사.

안중근 경광장학금을 있게 한 故 敬光 이종락 선생. 
고인의 유고로 [民族正氣論], [黃河문명], [랑케의 史學] 
등이 있다.

	 숭모회	게시판 	 숭모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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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2014년 새해, 우리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1월 19일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인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시 하얼빈 기차역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하얼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과거와 달라진 한

중 관계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안 의사가 염원했던 원대한 평화사상

과 그 메시지를 알리는 기념비적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지구촌 안중근 사랑이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2014년 『대한

국인 안중근 39호』가 담은 소식을 회원 및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가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지 어언 50년이 되었습니다.  숭모회가 어

떠한 취지로 설립됐으며, 그간 펼쳐온 사업, 향후 사업 등은 어떤 것이지 큰 줄

기 위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본회 상

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안용석 대화건설(주)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새 기념

관 잔디광장 앞에 안 의사 유필 가운데 하나인 ‘人無遠慮 難成大業’ 어록석비

를 세운 안용석 회장의 ‘안중근 러브 스토리’와 그가 털어놓는 안 의사와의 운

명적 만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봄, 안중근 의사 직계 증손자, 외손

녀와 함께 안준생 선생(안 의사 차남), 안현생 여사(안 의사 딸)의 묘소를 다녀

왔습니다. 유족과 함께 묘소를 참배한다는 것이 예사 인연은 아니겠지요. 안

중근 의사 증손자 안도용, 외손녀 황은주 여사와 함께 했던 꿈만 같았던 묘소 

참배 동행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외 본회가 2013년 추진한 

사업과 ‘목멱산 칼럼’, ‘창찬합시다’, ‘독자쉼터’, ‘기념관 방문기’, ‘제9기 국외사

적지 탐방기’를 담았으며, 이번 호부터 새연재 코너로 ‘김유일 원장의 건강강

좌’와 ‘안중근과 사람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마靑馬의 해 2014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생애와 위대한 업적이 마침내 만

주벌판에 닿았습니다. 청마의 힘찬 말발굽 소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저 유

럽대륙에서도 들려오기를 바람해 봅니다.

중국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을 
바라보며

편집장 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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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안중근사랑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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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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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안중근 의사 추모 기념사업 활동에 동참하고자 ‘안중근사랑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01 회원구분

• 일반회원(年 1회) : 30,000원 이상

• 특별회원(年 1회) : 300,000원 이상

• 평생회원(종신) : 1,000,000원 이상

• 어린이회원(年 1회) : 희망금액
• 단체회원 : 희망금액

02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안중근 의사 숭모회

• 우리은행 : 009-177521-01-001

• 농협 : 097-01-174281

중국 하얼빈역에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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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기념관 교양총서 제1권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安重根 

그동안 안중근 의사의 생애는 문학, 언론, 역사연구자들이 두루 다루어왔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의거 100주년, 순국 100주년을 기하여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윤병석·김

호일·오영섭 교수, 신웅용 박사 등에 의해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작 안중근 의사의 전기는 역사학자보다는 언론인, 소설가 등이 많이 다루어 대중과 소통하

였다. 일제강점기에 박은식, 계봉우 등 역사학자가 주로 전기를 쓴 때문인지 광복 이후에

는 장석흥 교수의 안중근 전기 외에는 역사학자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담아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安重根』을 교양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였다.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의 

손을 빌려 편찬된 이 책은 역사학자가 본격적으로 저술한 최초의 안중근 전기이다. 지금까

지 잘못 알려진 역사적 내용을 바로 잡아 새롭게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풍부한 사진을 바

탕으로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을 재현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으며 젊은 세

대를 위해 150여 장의 도판과 사진을 곁들였다. 자료사진을 최대한 모으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촬영한 현지 사진도 포함하였다. 이 책은 유관 기관과 단체에 배포될 예정

이며, 시중에서도 도서출판 선인에서 출간된 같은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본받을 만한 영웅이 부족한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는 시대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은 독자들에게 조국에 대한 강한 사랑과 학문적 열정,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정

신과 평화사상, 그리고 종교와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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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황금 백만 냥도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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