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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중근의사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다녀간 

아이들의 마음에 

애국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여린 꽃이지만 

안중근의사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이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에 핀 이 꽃망울은

이 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희망의 꽃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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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그림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가 

1910년 2월, 관동도독부 뤼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공판 광경을 그린 삽화로 『만주일일신문』에 게재되었다. 

표지 그림은 총 4페이지에 달하는 공판 삽화 가운데 안중근의사께서 

일어서서 답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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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북두
칠성

국채
보상
운동

을사
늑약

1879년 9월 2일, 대한국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성은 안(安)이고 이름은 중근(重根)이며 자(字)가 응칠(應七)

이다. 성품이 경솔하고 급한 까닭에 이름을 ‘중근’이라 했고, 가슴과 배에 

검은 점이 일곱 개 있어서 자를 ‘응칠’이라 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다. 국제 정세를 

파악코자 상해로 떠난 안중근은 나라의 위기와 함께 아버지마저 별세하는 

시련을 겪는다.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일제 침략의 시기가 당면하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북두칠성을 품은 아이

신앙 위에 꽃 핀 인간애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국사(國事)는 공(公)이요 가사(家事)는 사(私)이다

1897년, 안중근은 빌렘 신부로부터 ‘토마스(도마)’라는 세례명을 받고 

선교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구원에 눈을 뜬다. 이후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안중근은 정교분리를 설파하며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신부들과 논쟁을 벌인다.

1906년, 진남포로 이사한 안중근은 삼흥학교를 세운다. 1907년에는 

돈의학교를 인수하고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이 되어 나라 빚을 갚는 데 

참여한다. 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안중근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황제가 폐위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무장  투쟁을 

위해 국외로 망명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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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결성된 의병 조직, 동의회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 강제 징용과 수탈, 무고한 양민학살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합법적인 구국운동에 한계를 느낀 안중근은 

해외로 망명해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다.  일제의 눈을 피해 서울과 부산을 

거쳐 원산에서 연해주로의 밀항을 시도했던 그는 일본 경찰에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직접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

1909년 초, 연추 하리에서 11명의 동지들과 단지동맹을 맺고 태극기에 

혈서로 ‘大韓獨立’ 네 글자를 남겨 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침략

손가락 

러시아에서 결성된 의병 조직

대한국인의 징표, 끊어진 손가락

1908년, 안중근은 연해주 연추(크라스키노)에서 최재형, 이위종 등과 

동의회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7월에는 연해주의병(대한의군) 우영장이 

되어 국내진공작전을 펼치다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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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본의 관동도독부가 설치된 뤼순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안중근은 관선 

변호인만 허용된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토의 죄악 15개조’와 ‘의거의 이유’를 밝히는 등 정연한 논리로 외신은 

물론 일본인의 경외심을 받게 된다.

동양
평화론

어머니

치열한 법정투쟁에도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옥중에서 일생의 행적을 담은 자서전  『안응칠역사』와 미래의 

동북아 평화구상을 밝힌 『동양평화론』을 집필한다. 그리고 후세에 전할 

대한국인의 혼을 담은 유묵 또한  여러 점 남긴다.

하얼빈

하얼빈을 흔든 정의의 총탄

부당한 재판에서 역사의 진실을 외치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

옥중에서 쓴 평화의 울림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쓰러뜨린 안중근은 

“코레아, 우라”를 삼창한 후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된다.

사형 선고를 받기 전, 안중근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로부터 ‘현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는다. 하얼빈 의거 이후 

조마리아 여사 역시 일제의 취조에도 태연하게 답하여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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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 직전의 안중근

안중근은 뤼순감옥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말씀이 전해진다.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희망치 아니한다.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거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하지만 아직까지 안중근의사의 유해는 

정확한 소재를 찾지 못해 유언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뤼순

유언 

시대의 빛, 뤼순에서 지다

아직도 지키지 못한 영웅의 유언

1910년 3월 26일, 31세의 청년 대한국인 안중근은 뤼순감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복 수의를 입고 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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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국인 안중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안중근

올해는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이자 하얼빈 의거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중근의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독립투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의사는 

독립투사이기 전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고,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을사늑약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롭자 안중근의사는 국내에서 교육사업과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제의 침략이 멈추지 않자, 

이 땅의 평화를 되찾고자 1907년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의병장이 되어 두만강 인근 지역에서 

일본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감행합니다. 그러나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퇴한 후 안중근의사는 다시금 더 투철한 항일 

투쟁 의지을 결심하고 러시아 연추(크라스키노)에서 새로운 

동지들을 규합,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며 독립 의지를 

다진 ‘단지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대한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하얼빈 의거는 

국내외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안중근의사는 이역만리 뤼순감옥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기 직전까지 

자서전 『안응칠역사』와 유묵, 재판과정에서의 논리 정연한 법정투쟁, 그리고 『동양평화론』을 

남깁니다. 안중근의사가 집필한 『동양평화론』이란 전략적 요충지인 뤼순에 한・중・일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 그 밖의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키자는 평화 체제 

구상론입니다. 한・중・일 각국의 자주권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같은 발상을 

담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3・1운동정신과 함께 상해임시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합치면 살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한 이치이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그 서문을 통해 세계가 분열되고 열강의 침략이 몰려오던 약육강식의 

국제 정세를 비판하면서 군사・경제 공동체와 공용 화폐, 언어 사용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이 앞당겨져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106년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자유・인권과 행복을 염원했던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인류 평화를 향한 위대한 외침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정신과 사상을 기리며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참모습은 위기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 역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온 국민이 국내 정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십과 솔선수범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의로움’이 목마른 이 시대, 유독 안중근의사가 그리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짧은 생애 속에서 교육자로서, 사회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영웅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평화사상가로서 위기를 극복하신 안중근의사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할지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동양 평화를 

외친 안중근의사, 그가 있어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안 응 모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조 동 성

평화 세상의 염원을 담은 동양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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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옥중육필

106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기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6년 11월 11일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안중근의사 

옥중유묵(遺墨) 등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안중근의사의 옥중유묵(遺墨)은 1910년 3월, 

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을 앞두고 쓴 옥중육필 

200여점 가운데 하나인 ‘志士仁人 殺身成仁

(높은 뜻을 가진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이다. 이 글은  「논어」 ‘위령공 편’의 문구를 

인용한 육필로써, 106년 만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에 

영원히 안겼다. 

이와 함께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

(小松元吾)가 1910년 2월 10일, 뤼순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제4회 공판을 방청하고 

그린 삽화집과 공판 방청권 진본도 함께 기증되었다.

광복 이후 60여 년간 안중근의사 기념과 추모사업을 이어온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의 안 의사 옥중육필 소장자 

고마츠 료(小松  亮, 91세) 선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한국에 기증 또는 기탁 의사를 꾸준히 협의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고마츠 료 선생은 

가보(家寶)와 같이 소중히 보관해오던 옥중육필을 

안 의사의 고귀한 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려 모국인 

우리나라로 쾌히 기증하게 되었다. 특히 기증되기까지는 

일본에서 안 의사를 존경하고 그 사상을 연구하는 

몇 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순흥안씨대종회(참판공파)의 

지원도 함께 있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기증된 

안 의사의 옥중육필을 문화재청과 협조하여 국가 보물로 

지정받고,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특별전시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 의사의 고귀한 조국애와 평화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중근의사 옥중유묵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

국적/연대 : 대한제국/1910

크기 : 50.3X167.0

반환일자 : 2016.11.11

입수연유 : 기증

특징 : 안중근의사 친필. 족자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코마츠 모토고가 받은 것

안중근의사의 공판 스케치북

국적/연대 : 대한제국/1910

크기 : 34.1X37.0

반환일자 : 2016.11.11

입수연유 : 기증

특징 : 표제는 明治四十二年 夏 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임.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가 안중근의사 

공판을 그린 삽화가 실린 스케치북

안중근의사 
제4회 공판 방청권

국적/연대 : 대한제국/1910

크기 : 6.7X9.7 

반환일자 : 2016.11.11

입수연유 : 기증

특징 : 뤼순관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4회 

공판 방청권으로써,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가 

소지하고 있던 것 

▶ 관련 기사는 44페이지 게재

고마츠 료 선생(사진 중앙)과  

함께 자택에서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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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7주년 기념식이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최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사회자의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와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이영옥 이사의 약전 봉독, 이정석 안중근 홍보대사의 하얼빈 의거의 이유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안응모 이사장은 국회 내 안중근의사 동상을 설립한 

정갑윤 의원에게 공로상 및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대학생 7명에게 안중근 장학금 2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로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박유철 광복회장, 김우전 前 광복회장,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 증손자 안도용, 본회 고문인 정원식 前 국무총리, 안 의사 유해발굴 

자문위원회 이세기 위원장, 안중근함 장병 등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중근의사 탄신 137주년  기념행사가 9월 2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안응모 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 김한극 황해도중앙도민회장, 

최열곤 前 서울시 교육감, 본회 안영기・안근배・이영옥 이사, 박병휴 변호사, 육사생도 대표 5명 등 

40여명이 참석해 안중근의사 좌상 앞에 헌화 참배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7주년 기념식

안중근의사 탄신 137주년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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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3월 26일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이 개최됐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 증손자 안도용, 정원식·

이승윤 고문,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그 외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해 시민 

4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은 안중근의사 약전 봉독, 

유언 낭독, 추모사, 추모 공연, 헌시 낭송,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저녁에는 세종호텔에서 안응모 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안 의사의 유족, 숭모회 임원과 추모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사담회 前 스가와라 토시노부 회장, 가노겐 변호사, 용곡대 도츠카에츠로 교수, 미야기현의원 

카와시마 야스미 등 40여명이 참석해 안 의사 선양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민간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친선교류회도 열렸다. 

미국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이 

3월 26일 개최됐다. 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회장 김재국)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70여명의 한인들은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를 맞아 엄숙한 

마음으로 헌화를 하며 추모식에 참여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재국 회장과 

윤영제 상임이사, 뉴욕총영사관 송강일 영사, 대뉴욕지구광복회 김승도 회장, 

뉴욕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진은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수감 및 순국할 당시(1910년)의 감옥 

전경이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기념관에서 안 의사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 가모군

(静岡県 賀茂郡)에 있는 젠코지

(專光寺 주지: 나가오카 토오아키(長岡倫昭))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중국 

뤼순감옥지구박물관에 확인한 결과 이 사진은 현지에도 없는 귀한 자료로 밝혀졌으며, 국내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  당시 일본 혼간지(本願寺) 관동도독부 뤼순형무소 초대 교회사(敎誨師, 교화사의 옛 이름)로 근무하고 

있던 나가오카 가쿠쇼(長岡覺性) 스님은 수감자들의 교화를 위해 자주 뤼순감옥을 왕래하면서 안중근의사를 

만났고, 안 의사의 인간적인 인품에 큰 감동을 받아, 사형 과정에도 입회했던 사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 퀸란 커뮤니티센터(Quinlan Community Center)에서 3월 12일 미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회장 윤자성)가 주최한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 증손녀 리사와 켈런, 주 샌프란시스코 한동만 총영사, 재미동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에서는 사진전과 함께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을 위한 학생 

웅변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웅변대회 수상자로 선정된 중등부 김민서, 초등부 우소현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안 의사 기념 크리스털을 각각 전달하였다.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 및 국제친선교류회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

관동도독부 뤼순감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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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안중근 평화음악회’가 6월 21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대극장

(Berliner Philharmonie Grossen Saal)에서 개최됐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MI Art&Culture 공동 주최로 열린 ‘안중근 평화음악회’는 안중근의사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그 뜻을 

음악을 통하여 승화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뉴욕필이 평양에서 

연주했던 최성환 작곡 ‘아리랑 환상곡’, 베버의 ‘자유의 사수 서곡’,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 ‘영웅’ 등과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이 평화음악회 제목에 맞게 선곡되어 연주되었으며, 소프라노 김수연, 김성지, 

조안나, 테너 최상호, 바리톤 김만규, 베이스 바리톤 윤병일, 플룻티스트 오신정 등이 출연했다. 

이날, 음악회장 앞에는 홍보 부스를 설치해 안중근의사 소개 책자 및 기념관 리플릿을 배부하여 참석자들에게 

안 의사의 평화정신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가족 등 독일 교민들의 

통합의 장이자, 독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과 안중근의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미주동북부한인회연합회(회장 이화선)가 

주최하고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후원한 대한민국 광복 제70주년 기념  

뉴욕 안중근 평화음악회가 지난해 12월 17일, 

뉴욕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음악회에는 한인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안중근의사의 업적을 기렸다. 음악회는 

장기웅 교수(동아방송예술대)의 지휘 아래 

테너 여강재, 소프라노 정병화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안응모 이사장은 

“한국에서 개최된 안중근 평화음악회의 감동의 

물결이 뉴욕 안중근 평화음악회까지 이어져 

한인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민국 광복 제70주년 기념 뉴욕 안중근 평화음악회

제 6회 안중근 평화음악회 베를린 개최



25  이천십육년. 마흔 두번째 이야기24  대한국인 안중근

충무아트센터의 대표 문화나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ACT> 공연이 8월 25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문화사랑방 ACT>는 충무아트홀이 ‘문화예술(Arts)을 통한 시민소통

(Citizen+Talk)의 장’을 만들고자 연간 상설로 운영하는 문화사업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실내악계의 

다크호스라 불리는 솔리앙상블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4050세대 중장년, 

6070세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관객층이 참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의 기회를 제공했다. 

충무아트센터 협업 제34회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ACT>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충무관 1층 로비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展」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육사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안중근 장군을 통해 호국정신과 통일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시장 내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대여한 유묵 총 17점을 비롯하여 안중근의사의 출생, 

국내외 독립활동, 하얼빈 의거와 순국 등을 담은 대형 전시 패널 뿐만 아니라 안중근의사 공판 기록과 같은 

자료들도 함께 전시됐다. 

육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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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는 지난 3월 25일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와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정 내에 안중근의사 

유묵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김판규 해군사관학교장(중장) 주관으로 열린  제막식에는 안중근의사의 

증손자인 안도용 씨를 비롯해 해군사관생도와 교직원, 진해지역 해군 지휘관, 이강연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판규 교장은 기념사에서 “안중근의사의 옥중유묵은 장차 군의 리더가 될 군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자 나침반이다. 유묵비 건립을 계기로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충성스러운 참 군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가로 2m, 세로 9m, 무게 60톤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유묵비에는 ‘임적선진위장의무(臨敵先進爲將義務  

적을 맞아 앞장서는 것이 장수된 자의 의무)’란 글귀가 음각으로 새겨졌으며, 해사는 유묵비 곁에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인 ‘청초당(靑草塘)’이란 글귀를 현판에 새긴 전통 정자를 지었다. 유묵비와 청초당은 생도들과 

사관후보생들의 생활관 중간 지점에 건립됐으며, 해사는 이곳을 ‘안중근 광장’으로 명명했다. 

해군사관학교, ‘안중근의사 유묵비 제막식’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7주년을 기념하고 안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 및 계승하고자 CU갤러리에서 제2회 안중근의사 

유묵휘호전을 개최했다.

이번 휘호전에는 전국에서 87점이 출품됐으며, 일반부 대상에는 

황해성 씨(爲國獻身軍人本分), 중고등부 대상에는 상원고 성현주 

학생(뜻있는 사나이 어찌 편히 잠들겠는가), 초등부 대상에는 동천초 황보주연 학생(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등 모두 33명이 수상했다. 이경규 안중근연구소장은 

“안중근의사는 중국 뤼순감옥에서 유묵 200여 점을 남겼다. 안  의사의 필체는 기운과 생동감이 넘치며 유묵은 

안 의사의 신앙과 나라사랑, 동양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어 안 의사 그 자체”라고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난 3월 학술・문화교류, 

자료의 대여 및 출판물 교환 등 기타 상호 우호증진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은 숭모회와 박물관 간의 

MOU 체결을 기념해 숭모회가 소장한 사진과 유물 100여점을 군산 시민에게 소개하고, 잊혀져 가는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안중근의사의 고향과 유년기를 소개한 ‘청계동 아이’를 시작으로 

안중근의사의 독립활동을 내용으로 한 ‘대한독립을 꿈꾸다’, 안중근의사의 사상과 역사관을 보여주는 유묵을 

전시한 ‘강압의 중심에서 대한을 외치다’, 안중근의사 의거 후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가족… 그리고 가족’, 

안중근의사와 함께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대한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성했다. 김중규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가의 고뇌와 애족애민 정신을 느끼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 ‘제2회 안중근의사 유묵휘호전’ 

(사)안중근의사숭모회・군산근대역사박물관 MOU 체결 및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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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기념관은 지난 봄, 제1회 청소년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역사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세 차례 진행된 역사탐방은

‘남산 일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 기관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이루어졌으며, 남산 일대에 남아있는 식민통치기관의 흔적을 

찾아보며 일제의 침략성을 인식하는 큰 교육의 장이 되었다. 더불어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체험 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역사전공 현직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달리 역사의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배우니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 이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듣고 싶다”, “안중근의사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배운 시간 이었고, 잘못 생각했던 점들을 깨닫게 

해줘 좋았다”는 등 행사를 마친 학생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옥중 

자서전인 「안응칠역사」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에게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1개 학교(고척초, 형일초, 

링컨국제교, 휘문고, 세명컴고, 연천고, 광문고, 

중산고, 부산세무고, 양정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총 4,81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회 수상작들은 <수상작 모음집>으로 제작돼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으며, 

특히 이번 모음집에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안중근의사의 옥중 유묵 11점을 소개했다. 

또한 대회와 더불어 학교 측의 신청을 받아 안중근 

홍보대사의 안중근 강연 및 안중근의사 홍보영상 

상영도 실시됐다.  

제1회 청소년 역사탐방

제5회 안중근의사 자서전 독후감 쓰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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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를 기해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애국애족 정신과 

평화사상을 청소년들에게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제14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를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총 495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심사위원

(위원장 김후란)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월 26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 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과 더불어 시상이 진행됐다.  운문 대상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태의 학생, 산문 대상에는 대구동부고등학교 1학년 하수정 학생이 선정되어, 상장과 

각 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이외 최우수상에는 각 30만원, 우수상 각 20만원, 장려상 각 10만 원 등 총 26명의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대상 수상작들은 40페이지 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맞춰 안중근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 2회 진행되는 평화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역사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전시실 관람 및 활동지 학습 등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순간을 안 의사의 생애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나아가 안 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옥중유묵을 스스로 쓰면서 

안 의사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태극기를 흔들며 

하얼빈 의거 장면을 직접 만들어 보는 능동적인 체험 

시간도 가졌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안 의사의 활동과 정신을 교육하는 

안중근 평화학교는 앞으로도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 제14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방학맞이 교육 프로그램, 안중근 평화학교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 의사의 업적과 역사관 등을 올바르게 전해주기 

위해 안중근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는 모두 5차례

(4~5월・9~11월 월1회), 각기 다른 주제로 체험교실이 펼쳐졌다. 

4월에는 ‘내가 그린 안 의사’, 5월 ‘육군박물관에서 안중근을 만나요’, 

9월 ‘독립운동가를 찾아라’, 10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11월 ‘꺼지지 않는 등불, 안중근’ 등의 주제로 안중근의사기념관 

전시실 및 교육실,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됐다. 생동감 가득했던 

교육의 현장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배우는 ‘역사의 현장’, 안중근 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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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교직원들이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직원 직무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안중근의사 관련 연구진과 저명한 

역사학자들로 이루어진 직무연수에서는 

안중근의사의 국권회복운동, 하얼빈 의거, 

뤼순감옥에서 이루어진 법정투쟁 등 격변의 

한국 근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현장 답사

(유관기관 등)를 통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교직원 직무연수 모집은 기념관 홈페이지와 

서울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연수자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연수 이수 시간의 

8/10(12시간)이상을 출석하면 수료할 수 있다.  

안중근아카데미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각 분야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과 

평화사상을 주제로 15주간 진행하며,  

안 의사가 일제의 침탈과 맞서 싸운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체험・

답사한다. 아카데미 수료 및 홍보대사 

위촉자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9기 20명,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0기 17명,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1기 

14명이다. 안중근아카데미 수료자는 

안중근 홍보대사로 위촉돼 각 급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안중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중근 장학생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공동체, 나아가 세계공동체에 확산시키고자 진행되는 장학제도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소속 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2015년 12회에는 4명의 

장학생들이, 2016년 13회에는 7명의 장학생들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제12~13회 안중근 장학생 선발

’15년 동계, ’16년 하계 교직원 직무연수

제9~11기 안중근아카데미

안중근아카데미 9기 안중근홍보대사들은 6월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군 19전투비행단

(이하 19전비)을 방문했다. 이날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전초기지인 19전비를 방문,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관람하고 F-16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비상대기실 등을 돌아봤다.   

또한 순국선열의 날을 앞둔 11월 4일에는 전후 세대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보라매 양성 요람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우리 공군의 역사와 공사의 과거, 현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군박물관을 둘러봤다. 박상순 홍보대사는 직접 제작한 안중근의사 우표액자, 옥중유묵 모음집과 

‘민족의 영웅 안중근의사’ 소책자를 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석(예 공군준장) 회장은 “안 의사님이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은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 적을 맞아 앞장서는 것이 장수된 자의 

의무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처럼 국가 

안위와 군인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며 “미래 조국 하늘을 수호할 주역인 생도들이 안중근의사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안중근 홍보대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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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10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1910년 당시에도 

불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안중근의사에 대한 재판을 

분석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이 분야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당시 재판의 불법성과 하얼빈 의거의 정당성을 밝힘과 

동시에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통해 동북아 공존 

번영의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해 ‘의거 10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2016년 12월 9일 개최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한・중・일 학자 및 전문가 10여 명이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재검토와 동북아평화’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13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5시간 여 동안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열곤 前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15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학술회의를 뜨겁게 달구었다.

먼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안중근 평화사상의 

새로운 지평>에 관한 기조강연을 필두로, 1부에서는 

서영득 변호사의 <하얼빈 의거의 정당성과 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발표와 <일본에서 바라본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류코쿠대 

명예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과 동북아시아의 

공존 번영에 대해 주애민(周愛民) 뤼순일아감옥 

구지박물관 부관장을 대신하여 김월배 대련외국어대 

교수와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다.  

원래 이번 학술회의는 안중근의사께서 재판을 받고 

수감되셨던 뤼순감옥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대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게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학술회의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류코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관계자들의 노력이 더하여졌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히 안중근의사 재판 과정과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안중근의사께서 

설파하신 동양평화 사상을 살펴보고 동북아 각국의 

화해의 길을 찾는 공존 번영의 미래상을 구축하고자 

열린 것이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앞으로도 

가깝고도 먼 동아시아 세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찾고자 국제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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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에서 희망을 보다

안중근의사 추모법회 및 
한 ・   일 친선교류 행사에 
다녀와서
2016년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안중근 홍보대사 자격으로 

제36회 안중근의사 추모법회 및 한・일 친선교류 행사의 

소중한 참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홍보대사로서 임하는 

첫 해외 행사에 나의 마음은 떠나기 전부터 벅차올랐다. 

대림사 뒤편 치바 도시치 묘소 참배 글_제9기 안중근 홍보대사 김승환

국제학술회의

최근 일본의 우경화 가속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안중근의사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자행되고 있다. 

일본 지도층이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분노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안중근의사 의거 107주년을 맞아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재검토와 동북아평화’라는 

주제로 양식 있는 학자들과 함께 안중근의사 재판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해 보고자 국제학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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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고 조심스럽던 첫 발걸음 

안중근의사 추모법회 참가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다. 참가자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스님 두 분도 계셨다.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바로 문화 탐방에 

나섰다. 첫 방문지는 일본 제일의 명산인 후지산 고고메 

입구였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봉은 쉬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 탓에 후지산의 절경은 비구름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아쉬움 가득한 첫날의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조선통신사의 옛길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둘째 날 일정은 시작부터 좋았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 또한 눈부셨다. 첫 일정은 

유황온천수가 솟아나는 계곡으로 유명한 하코네 오와쿠다니

(箱根大涌谷)화산이었다. 뽀얀 우유 빛깔의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온천 계곡물은 무심결에 손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을 만큼 신비로웠다. 

화산을 본 후 하코네 명물 케이블카인 로프웨이를 타고 

아시노호수(蘆ノ湖)로  향했다. 후지산이 비치는 아시노호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절경이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후엔 조선통신사가 걸었던 하코네 옛길을 걸으며 옛날 그들이 

남긴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았다.  

오후엔 도쿄에서 서남쪽으로 30㎞ 거리에 

위치한 가마쿠라로 향했다. 가마쿠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라는 고도쿠인(高德院) 가마쿠라대불

(大佛)은 높이가 무려 13.4m로, 불상으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이 대불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대불 뒤쪽에 자리한 작은 건물 한 채, 우리 

경복궁의 일부였던 관월당(觀月堂)이다. 

조선 왕실이 진 빚을 갚지 못하자, 일제는 

빚 담보라며 건물을 해체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그곳 푯말에는 

‘조선시대의 궁궐에 있던 것으로 1924년 

스키노세키이(일본의 사업가)에 의해 

기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건물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것은 처음 

보았다. 지난해 처음 가마쿠라에 왔을 땐, 

이 사실이 놀라웠고, 다시 보게 된 오늘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관월당이 

당장 대한민국으로 반환되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인들이 가마쿠라를 방문할 때 

꼭 이 관월당에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마쿠라 관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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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사 앞에 선 추모법회 참가자들

대림사 본존불 및 불단의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 영정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감복했던 

일본 헌병 간수 ‘치바’ 

그 다음 날은 신칸센을 타고 미야기현 쿠리하라시로 향했다. 

우리 일행이 쿠리하라시로 향한 이유는 바로 대림사 

때문이었다. 이곳은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를 모시고 있는 

사찰이다. 치바 도시치는 안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 그를 감시했던 헌병 간수이다. 치바 또한 처음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안 의사의 인품과 평화사상에 

심취했고,  안 의사는 순국 직전 그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유묵을 남겼다. 이후 치바는 

안 의사의 유묵을 갖고 귀향해 생을 다할 때까지 안 의사의 

영정을 모셨다. 

그의 사후 유족들은 1979년 안 의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유묵을 한국에 반환했다. 

해마다 9월이면 이 치바 도시치의 고향인  

쿠리하라시 대림사에서는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대림사 본당을 찾아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의 영정이 모셔진 

곳에 분양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엔 사이또 다이겐 대림사 주지 스님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친선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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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이다.’ 아마도 그 유묵은 안 의사가 헌병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에게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길 바라며 남긴 유언이 아니었을까.  

방문을 마치며 돌아오는 길, 수감자와 간수로 만난 인연이 

100여년이 흐른 뒤 오늘 우리들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벅차다. 더불어 후세에도 두 분의 

정신을 잘 전하고 기리며, 오늘 나누었던 한・일 간 만남의 

감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본다. 더불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더 단단해졌다.   

여러 손님들 또한 이 법회에 참석했다. 추모법회가 이렇게 큰 

행사인지는 이번에 참여하며 처음 알게 되었다.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치바 도시치의 우의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36년간 노력해온 한・일 양측의 의지를 소중히 하자”는 

법어와 반야심경의 낭독에 이어 

숭모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의 분향이 시작되었다. 

이어 본당 앞에 세워진 유묵비(위국헌신 군인본분)와 대림사 

뒤편에 자리한 치바 도시치 묘소에도 참가자들의 헌화 참배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법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대림사가 주최한 

한・일 친선교류 행사장에 모였다. 사이또 다이겐 주지 스님의 

인사말과 숭모회 이사장님의 답사, 그리고 기타 귀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진 후 한국 남은혜 명창의 절절한 

‘아리랑’이 행사장 가득 울려 퍼졌다.  

교류 행사가 끝난 후 우리 일행은 치바 도시치의 생가 옆에 

위치한 청운사로 향했다. 안중근의사의 또 다른 유묵비가 있는 

이곳에서도 추모법회와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운사 방문에 

이어서 우리 일행은 후손의 초대를 받아 치바 도시치의 생가를 

방문, 소중한 옛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담소를 나누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저녁에는 쿠리하라시 사담회(史談会) 주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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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친선교류회가 진행됐다. 

양국 대표의 선물 증정식을 비롯하여 

주일센다이한국총영사관의 정대수 

부총영사의 인사말, 국제교류협회장의 

건배사와 함께 한・일 친선의 장은 

시작됐다. 이어 양국의 공연 행사가 

펼쳐졌다. 한국 측에서는 공주아리랑보존회 

남은혜 이사장의‘아리랑’ 공연이, 이어 

일본 측에서는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의 

민속무형문화재인 ‘조노카구라의 새춤’ 

공연으로 우리 방문단들을 환영해 줬다.

내년을 다시 기약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늘 당당하고 

의연했던  안중근의사의 모습에 감동받아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묵을 부탁했던 

치바 도시치. 그가 사형 집행일 당일 

전달받았다는 유묵에는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기리는 일본인들

다음날 오전 9시, 우리 일행은 대림사로 

출발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추모법회는 

안중근의사 탄신 137주년을 기념하여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하 숭모회)와 

대림사가 공동 주관하는 민간 교류의 큰 

행사였다. 법당 불단에는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불단 위에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연이란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끊어지는 

것도 아니며, 상반된 입장에 서 있더라도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오전 10시, 우리 일행은 미리 준비해간 

공양금을 내는 것으로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현지 관계자 및 

주일센다이한국총영사 및 민단 대표 등 

대림사 추모법회 청운사 유묵비 앞에서 기념 촬영

치바 도시치 생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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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을 위한 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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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명중시킨, 용감한 히어로. 하지만 그 

위대한 결과 앞에 그가 걸어온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희생, 노력 등은 오히려 묻히는 것 같다. 

그는 정이 많은 건강하고 평범한 소년이었다. 안중근 

자서전에 의하면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살펴주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커, 열네 살의 어린 나이에 마음의 병을 

반년이나 앓았다고 기록되어있다. 반면 그는 

17,18세에 자신이 좋아하고 즐긴 것 네 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는 친구들과 의리를 맺는 것, 둘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셋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것, 네 번째로는 날쌘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뽑았다.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일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현실의 거센 소용돌이에 

조금만 타협해주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안중근의 

남다른 혈통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을 것이다. 

성품이 어질고 후덕하여 자선가로도 도내에 이름이 

자자했던 할아버지, 개화파 성향이 강했으며 늘 

세상일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 아들의 사형 선고를 

들은 후, 항소하는 것은 곧 일제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당하게 죽으라는 편지를 쓸 정도로 

정신이 굳건했던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안중근은 몇 십 차례의 

심문을 당했다. 이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까닭에 대하여 무려 15가지나 대답했다. 인상 깊었던 

이유들 중 몇 가지를 꼽자면, 15가지 중 세 번째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여기서 5조약 

이란 1905년에 체결된 한일보호조약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한 적이 없다). 이는 안중근이 말한 열두  

번째의 이유에도 속한다. 

5조약을 체결한지 2년 후인 1907년 7월, 이토는 

고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정미 

7조약을 체결했다. 정미 7조약이라 하면 법령제정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후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한 법률이 추가되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한 나라 안에 버젓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위 내용은 한 나라의 정권을 박탈한 죄, 즉 

15가지 중 다섯 번째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5조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왕의 

옥새가 찍힌 것도 아니고 총리대신이 보증한 것도 

아니다. 이에 분노한 대한제국 2000만 동포들. 조선 

8도 어느 곳에서나 빠짐없이 봉기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죽어나갔다. 

이는 분명 제국주의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선장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이요, 죄는 명백한 살인이다. 

당시 일본 내에서 그는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 받는 

영웅이었다. 물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역시 대한제국이란 나라를 제 맘대로 뿌리 

째 뒤흔들고, 그 나라의 백성의 목숨을 빼앗아갈 

권한은 없는 것이다. 안중근은 암살이라는 방법 

외에는 앞으로도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를 수많은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없는, 나약한 나라의 

백성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안중근에게 서둘러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은 중국 영토에 

있어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일보호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해 한국을 

보호하기로 했으므로 일본 형법을 적용 할 것이 

아니고 한국 법에 따라야 했다. 한국 형법 안에는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해 부가할 법령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중근에게 사형을 

내렸다. 그렇다고 안중근의 살인이, 누군가에겐 

소중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묵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에 비해 이토 히로부미는 

권력을 가진 자로서 행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무시한 

채 너무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한국사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똑같은 인간임에도 군인이라는 가면을 씌워 

조선인들을 살해한 공범자로 만들어버렸다. 

안중근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일종의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논제로 찬반 논란을 벌이는 토론을 본 적이 있다. 

제14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산문 대상작

하수정 (대구동부고등학교 1학년 3반)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각오의 표시로 왼손 무명지 첫 관절을 잘랐다. 선혈을 이용해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 쓴 뒤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했다.

수상 소감 

“안중근의사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하

면서 저는 또 한 번 그의 강인한 정신과 나라를 위한 헌신

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일제의 강압

적 사형 집행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과거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고개를 들고 오직 그를 위해서 희

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의 희생으로 이룬 값

진 조국의 해방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

져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 글쓰기를 마치며 

이제는 기억 속의 한 추억으로 남을 이 글자 하나하나를 모

아 해방이라는 선물을 기다리고 계실 안중근의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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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중근은 평범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훔쳐간 늙은 도둑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다. 살인에 맞서 

정당방위가 증명된다면 그는 무죄다.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는 수많은 칼을 앞세워왔고 

이토 히로부미의 충동적 살인 앞에서 안중근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위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앞날을 위해 총을 꺼내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인 살인자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살인까지 막았으므로 안중근은 

명백한 무죄이다. 대한제국의 자유를 위해 

필연적으로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던 것이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살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각오의 표시로 

왼손 무명지 첫 관절을 잘랐다. 선혈을 이용해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 쓴 뒤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서른 한 살이였다. 그만큼 안중근은 자신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깊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단순 살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던 

그의 재판은 너무나도 불공평했다. 재판장을 

비롯하여 통역, 변호인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본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객관적으로 

안중근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 누구도 

안중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심지어 

안중근이 말하고 있는 그 순간마저 말을 끊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한 사기 재판이다. 국제공법에 

의해 처벌해야 했던 일본은 재빨리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다. 마치 원래 써놓았던 각본인 것처럼. 

이토의 독재를 막아야 하는 책임은 분명 일본에게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의 독주를 

눈감아주며 오히려 그를 우상으로 여겨 그가 더욱 

권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안중근은 

일본이 하지 못했던 그 책임을 대신 짊어져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한 채 일본은 

안중근을 자신의 우두머리를 죽인 살인범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위국헌신군인본분. 이것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이다. 뤼순 형무소 

담당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에게 안중근의사가 

선물한 글귀이다. 감옥에서도 안중근의사는 

담당 간수뿐만 아니라 여러 일본인들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그의 글씨를 

받고 싶어 했던 일본인들이 줄을 섰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자국의 우두머리를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서둘러 사형을 집행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사의 인간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나는 그를 위해서 1910년 2월 14일 이루어진 

안중근의 재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때로 돌아가 

안중근의 살인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죽음과 

고통을 막았던 정당방위였다고, 그를 살인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주장하고 싶다. 안중근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제국 모든 동포들을 대표해 

이토의 살인을 막은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를 잊지 

말아야한다. 그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2016년, 이제 그에게 무죄 판결을 선물해 줄 

때가 왔다. 안중근의사가 천국으로 떠난 지 무려 

106년이나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을 안중근의사의 가족들의 삶에도 한번 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중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 펑펑 울며 

말한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현재 독립이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안중근의 후손들은 그에게 

한 잔의 술을 대접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중근의사를 위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며, 

그의 희생으로 이룬 값진 조국 해방이, 훗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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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앞, 
안중근에게

제14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운문 대상작

김태의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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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사 절필 유묵 
106년 만에 모국의 품으로 

안중근의사께서는 1910년 사형을 앞두고 

뤼순감옥에서 200여점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묵을 남겼다. 그 중 「지사인인살신성인

(志士仁人殺身成仁)」은 당시 일본 고치(高

知) 의 도요(土陽)신문 통신원이었던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에 의해 1921년 일본에 

반입되었고, 그의 사후 후손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관리 되어오다 2016년 11월 11일, 

대한민국의 (사)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에 기증되었다.

고마츠 모토고는 리소(利宗)를 호(号)로 

활동했던 화가로, 1875년 고치현 가미군 

후케무라 우사이다(高知縣香美郡富家村兎

田)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질이 있어 촌장으로 있던 화가 벳챠쿠덴

(別役春田)으로부터 그림의 기초를 배웠고, 

17~18세경 도쿄로 나와 우키요에파(浮世

繪派) 화가 아라이 요시무네(新井芳宗)의 

제자가 되었다.

189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우키요에를 

팔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필라델피아 

등을 방랑하다 1901년 귀국했다. 그 후 학교 

교사와 신문에 삽화를 그려 생활하다 1909년 

5월, 고치의 도요신문사 통신원으로 대련으로 

가게 되었다.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사건은 고마츠 모토고가 대련에 도착한지 

5개월 후인 1909년 10월 26일 발생했다. 

뤼순지방법원에서 안 의사 재판이 시작되자 

미즈노 키치타로(水野吉太郞), 가마타 

마사하루(鎌田正治)가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되었다. 1874년생 미즈노 키치타로는 

고마츠 모토고와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죽마고우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모토고는 매회 방청을 

통해 법정의 안 의사와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서기 등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려 

도요신문사에 보냈으며, 그림은 안 의사의 

재판 상황을 전하는 기사와 함께 신문에 

게재되었다.

안 의사 옥중유묵이 어떠한 경위로 

고마츠에게 건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변호사 미즈노 키치타로에 의해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한다. 당시 

안 의사 재판에는 많은 고치 출신자가 

관여하였다. 변호사 미즈노 키치타로, 

도요신문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 외에 안 

의사를 취조한 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溝

淵孝雄), 뤼순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우지토

(平石氏人), 검찰관 야스오카 세이시로(安

岡靜四郞), 관동도독부 경무과 경부(경위) 

야기 마사노리(八木正禮), 그리고 돗토리현 

요나고 출신인 국선변호인 가마타 마사하루도 

안중근의사 재판이 끝난 2년 후 본적을 

고치로 이전, 미즈노와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해 고치시 의회의원, 고치현 의회의원이 

되었고, 제27대 고치현 의회의장을 역임했다. 

극한의 뤼순감옥에서 동양평화와 조국 

독립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안 의사의 

의연한 모습은 재판에 관계한 많은 사람들을 

감격케 하였다. 안 의사 사형 시 입회했던 

미즈노 키치타로는 그 광경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후 두 번 다시 사형 재판과 

관련한 변호를 담당하지 않았고, 만년에는 

곧잘  “나는 안중근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온다”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무의미함을 설파했다.  또한 검찰관 야스오카 

세이시로는 법원 직원들로 부터 돈을 모아 

옥중의 안 의사에게 양말・바지 등을 넣어 

주기도 했으며, 생전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만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안중근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경부(警部, 경위)였던 야기 마사노리가 안  

의사의 절필 유묵 「언충신행독경만방가행

(言忠信行篤敬蠻邦可行)」을 생애를 통해 

귀하게 보관해 온 것도, 안 의사의 인격과 

인품에 감동받아서였다고 한다. 이 유묵은 

손자인 야기 마사즈미(八木正澄) 회장에 의해 

지난 2002년 대한민국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하 숭모회)로 기증되어 2003년 4월 보물

(569-14)로 지정되었다.

고치현에서는 지금까지 미조부치, 야스오카, 

고마츠, 야기 등 네 명이 안 의사로부터 

유묵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미조부치를 

위해 휘호한 유묵 「인류사회대표중임

(人類社會代表重任)」은 사진이 남아 있을 뿐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야스오카 

검사는 안 의사로부터 수점의 유묵을 

받았으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글은 야스오카 검사 자신이 안 의사에게 

차입해 주어 비단 폭에 써서 받은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유묵이다. 

이 글은 평소 야스오카가 가보처럼 여겼고, 

사후에는 외동딸인 우에노 도시코

(上野俊子) 여사가 귀하게 보관해 오다 

70세 때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을 통해 

모국인 한국으로 기증하였다. 

한편 고마츠 모토고는 안중근의사 사형 

후에도 1921년까지 대련에 체재하며 안봉선 

주변 등 중국 동북부 지방의 명승과 풍속을 

그려 도요신문사에 보냈고 때때로 게재가 

되기도 하였다. 오랜 대륙생활을 접고 1921년 

귀국한 모토고는 이후 도쿄, 고치 등에서 

생활했으나, 1945년 3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우사이다 마을로 돌아와 1956년 2월, 

81세로 사망하였다. 

생전의 모토고는 친형을 의지하며 만년을 

보냈으나, 안중근의사 재판을 비롯해 유묵의 

입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모토고 사후 29년간 안 의사의 유묵은 

아무도 모른 채 작은 농가의 창고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85년 모토고의 종손(친형의 

손자)인 고마츠 료(小松亮) 씨가 서재를 

우키요에 : 

일본 에도시대

(1603-1867) 사람

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풍물 등을 

그려낸 풍속화의 

형태로 서민계층을 

기반으로 

발달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이혜균

안봉선(安奉線) : 

안둥[安東](현재의 

단둥[丹東])에서 

봉천(奉川)(현재의 

선양[瀋陽])까지의 

철도로 남만주

철도로 연결되는 

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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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기 위해 창고 안을 정리하다 대나무로 

짠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종조부(조부의 동생)인 고마츠 모토고가 

남긴 것이었다. 가방 안에서는 안 의사의 

재판 모습을 그린 스케치북, 방청권, 

모토고의 일기 등과 함께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두루마리 형태로 나왔다. 고마츠 

료 씨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발견으로, 크게 놀랐지만 그는 이 

유묵을 평소 알고 지내는 분에게 의뢰하여 

표구를 하고는 비밀리에 정중히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내 안중근연구의 대가인 

아세아대학 나카노 야스오(中野泰雄) 

교수를 찾아 안중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카노 교수의 저서 

「안중근, 일・한관계의 원상」을 구입, 

본격적인 안중근과 한・일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잘 아는 지인이자 향토 연구자인 

구몽 코(公文豪) 씨에게 유묵의 존재를 

알리고, 상담을 통해 고치신문에 공표,

1986년 10월 17일 고치신문 사회면에 게재

(安重根の獄中書みつかる)되었다. 

이 보도는 일본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요미우리(読売)신문과 한국의 

동아일보에도 보도 되었다.

이후 고마츠 료 씨 자택에는 안 의사를 

존경하는 일본인을 포함해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한다. 

이 절필 유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안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알고 감동을 

받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분명 근대 한・일관계사를 배우고 양국 

국민의 진정한 우호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 아마 이 유묵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안 의사 재판에 

고치 사람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

숭모회는 1986년 나카노 세이지 교수로부터 

유묵의 사진본을 받아 영인본을 제작, 

전시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고치 지역에서 (주)태평산업이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야기 마사즈미 회장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던 안 의사 유묵 

「언충신행독경만방가행(言忠信行篤敬蠻

邦可行)」을 기증받기 위해 지역 내 민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노력한 결과 

지난 2002년 무사히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치 지역에 보존되고 있던 또 

한 폭의 유묵 소장자 고마츠 료 선생 댁에도 

그간 수차례의 표경(表敬) 방문과 연하장 및 

안부 서신을 보내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 고치 지역에 예보된 수년 내 ‘대지진 

도래설’은 소장자인 고마츠 료 선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던 안 의사 

유묵의 안전을 걱정하게 하였다.

 만 90을 넘긴 고마츠 료 선생 자신의 숙환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안 의사 고국으로의 유묵 

기증을 고심하던 끝에 가족 및 관계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지난 11월 초 기증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숭모회는 즉시 안용석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평소 신뢰를 구축해 

왔던 필자와 이주화 학예팀장으로 방문단을 

구성, 지난 11월 11일 일본 고치의 

고마츠 료 선생 자택을 방문, 

고마츠 모토고가 1910년 안 의사로 부터 

받은 진본 유묵을 비롯해 안 의사 재판 당시 

뤼순감옥 방청권과 재판 과정을 포함 안봉선

(남만선) 일대의 풍광을 그린 화첩 등 

세 점을 기증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간 자료의 안전과 기증을 위해 지원해 주신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름다운 밤의 
풍경을 찾아서
야경은 말 그대로 ‘밤의 경치’다. 철썩이는 밤바다와 어우러진 야경에서부터,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리는 도심의 빛, 부산스러움을 삭이는 문화재의 밤 풍경까지,

방방곡곡에서 선명한 빛의 조각들이 반기는 풍경으로 안내한다. 

홍콩의 야경 못지않은 해운대의 밤 

부산 야경의 백미는 해운대다. 해운대의 야경을 제대로 보려면 ‘달맞이언덕’으로 가야한다. 

언덕 정상에 있는 해월정에 닿으면 광안대교와 동백섬, 그리고 해운대가 어우러진 풍경에 

눈이 놀란다. 바다와 다리와 섬, 그리고 불빛이 어우러지는 해운대의 야경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볼거리다. 달맞이언덕에 조성된 ‘문탠로드’ 또한 야경명소. 이름처럼 달빛 받으며 걷는 길로, 

달빛 좋은 밤 걸으면 제법 운치가 있다. 이곳에서 보는 달빛 비치는 밤바다 또한 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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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내린 경주의 밤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지나온 시간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사는 도시, 경주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얼굴을 내민다. 

천년 고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품은 대표적인 

곳은 안압지. 물에 비친 전각의 밤 그림자가 

달빛처럼 아름다워 기러기도 쉬어갔다는 

안압지의 야경은 은은한 색상의 조명과 

고요한 숲, 잔잔한 못이 함께 어우러져 가히 

‘신라의 달밤’이라 표현할 만하다. 안압지가 

곱게 치장한 화려함을 품었다면 첨성대의 

야경은 우아하고 고요하다. 국보 제 31호로 

지정된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낮에는 다소 작고 밋밋해 보이지만, 

해가 진 후 조명이 더해지면 고아한 곡선이 

부각되며 고풍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밤바다에 드리워진 불빛, 

통영 강구안

통영의 많은 아름다운 명소들 중에서도 

강구안은 여행자들이 먼저 찾게 되는 

곳이다. 강구안은 육지로 바다가 들어온 

항구로, 강구안의 낮이 외지인들을 맞이하는 

장소라면 강구안의 밤은 통영사람들에게 

잔잔한 휴식이자 삶의 축복이 되는 곳이다. 

잔잔한 바다 물결 위로 드리워진 형형색색 

빛의 조각들이 바람결에 이지러지는 항구의 

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항구의 

낭만에 빠져들게 한다. 여기에 항구에 

줄지어 선 고깃배와 넘실대는 푸른 바닷물을 

보노라면 찌들었던 마음의 때가 씻겨나가는 

기분마저 든다. 

따스한 도시의 

선을 그린 불빛, 인천 송도

송도 센트럴파크의 야경은 화려함은 

물론 남다른 특별함도 품고 있다. 송도는 

모래를 쌓고 다져 만든 인공 섬이다. 

철저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냈다. 송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운하, 센트럴 파크와 높게 솟은 주상복합 

건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만 보기 좋게 놓아두었다. 이런 

송도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둠이 

내린 후. 조금은 날이 선 듯 매서워 보였던 

도시의 풍경은 불빛 만으로 따스한 

도시의 선을 그려낸다. 

산과 물과 빛에 안긴 춘천의 밤

춘천의 상징이자 진산으로 알려진 

구봉산 전망대에 오르면 춘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도심을 감싸며 

굽이쳐 흐르고 있는 의암호와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서 있는 신시가지, 삼악산 

등 시내 전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춘천을 감싸 안은 물길과 빛이 어우러진 

밤의 풍경은 아늑하고 다정스럽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즐비 한데, 어느 곳이든 들어가 

앉아 시선을 돌리면 순연한 물길의 

풍경과 호젓한 도시가 품어내는 야경이 

반긴다.

48  대한국인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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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텔롯데 송용덕 사장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 방문 

(주)호텔롯데 송용덕 사장(좌측에서 두 번째)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88세) 여사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 방문

지난 10월 27일, 안중근의사의 손녀 황은주 여사와 증손자 안도용 씨는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렸다. 안도용의 아버지 故 안웅호 씨는 정 추기경과 6촌간으로, 광복 후 서울에 왔을 당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안 의사의 차남(안준생)과 정 추기경의 5촌 고모(작은할아버지의 딸 정옥녀)가 

결혼해 낳은 아들이 안웅호 씨다. 정 추기경은 상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안웅호 씨가 한국어가 서툴러 당시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대화했고, 그가 미국에 간 이후에도 편지로 서로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 영락보린원&수훈보훈원 방문

안중근의사 순국 106주기를 맞아 한국을 찾은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Tony Ahn. Jr) 씨는 

3월 31일,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영락보린원(0~만18세까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교육・양육)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11월 3일, 하얼빈 의거 107주년 기념식 참석 차 

한국 방문 기간에는 국가유공자 양로시설인 수원보훈원을 방문하여 박준원 원장(사진 우측)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안중근의사 여동생 안성녀(루시아) 여사 묘소 정비 

안중근의사의 여동생 안성녀(1881~1954) 여사의 묘소와 

묘비가 새롭게 단장됐다. 부산 남구청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있는 안 여사의 묘소 비석과 상석을 

걷어내고 오석(烏石)으로 된 비석과 상석을 새로 설치하며 

묘소 주변을 정비했다. 

안성녀 여사는 오빠 안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직후 중국으로 

도피해 해방을 맞기 직전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일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1954년 4월 부산 용호동 천주교 

묘지에 묻혔다. 부산 남구청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다 

묘 정비를 위한 근거확보를 위해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의견과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묘소를 정비했다. 

안중근의사 증손자 안도용(Tony Ahn, Jr_63년생)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그의 아버지 안웅호(Anthony Ahn.) 박사는 

2013년 1월 31일(향년 81세) 타계했다.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는 

안중근의사의 장녀 안현생의 2녀 중 장녀다. 

차녀 황은실 여사는 2015년 타계했다. 

게

시

판

유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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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 

안중근의사  동상 제막식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 동상건립 범국인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가혁신포럼과 

(사)안중근의사 숭모회가 공동 주관한 

‘안중근의사 동상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막식은 안중근의사 

동상건립 범국민운동본부 총재인 정갑윤 

前 국회의부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응모 

이사장, 박유철 광복회장, 안중근의사 손녀 

황은주 여사 등 사회 각계 저명인사 및 일반 

시민 500여 명 참석했다.

제7회 위국헌신상 시상식 

국가 안보에 기여한 장병을 격려하는 

제7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이 

10월 5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3월 F-16 추락 당시,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시가지를 벗어난 뒤 

탈출한 서재경 공군 소령 등 6명이 

위국헌신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당시 

살신성인의 전우애를 보여 준 김상민 

하사가 특별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전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 

안중근의사 상(像)에 헌화 참배하고 

안중근의사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수호를 다짐했다. 

한편 2015년 11월에는 제6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이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처음으로 순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상이 마련되어 육군 

제9공수특전 여단 故 정연승 상사가 수상했다. 

정연승 상사는 2015년 9월 경기 부천시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다. 참석자 전원이 정 

상사 대신 수상한 아내를 위해 기립박수를 

보내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단신

제7회 위국헌신상 수상자 

상명 이름 소속

본상

서재경 소령 공군 19전투비행단 162전투비행대대

강석민 소령 해군 2함대사령부 윤영하함 함장

김태선 소령  해군 5성분전단 통영함 부함장

박지원 중령 공군 52시험평가전대 281시험평가비행대대

조성오 소령 국군 정보사령부 전력발전처

특별상 김상민 하사 육군 1공병여단 109공병대대

한미동맹상 제이컵 헐리 중사 미 8군 민군작전부

제6회 위국헌신상 수상자 

상명 이름 소속

본상 김용민 소령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팀장 

문성복 중사 해군 특수전전단   

이동욱 소령 해군 왕건함

이우열 소령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김수근 소령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특별상

 -  1사단 지뢰도발 수색대대(정교성 중사, 짐정원·
    하재헌·이형민 하사, 최유성 병장, 박준호 상병, 

 문시준 소위, 박선일 원사) 

 -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 고(故) 정연승 상사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임직원 소식

이원태 이사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안용석 상임이사 순흥안씨대종회 회장 (4.28)

조동성 관장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9.8)

이종경 기념관 부관장 (10.26)

이혜균 기념관 사무국장 (10.26)

김정자 이사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창립35주년 기념음악회 ‘열정＆그리움’

(2016.12.8.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취임 / 
영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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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평전 
이창호 지음 / 벗나래 / 1만5000원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는 총성과 함께 

한 장부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 

다음 순간 이토 히로부미가 그대로 쓰러졌다. 

장부는 곧바로 러시아 공안에 체포되어 일본 

정부로 인도되었고,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결국 1910년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의 횃불 

같은 정신으로 남은 영웅 안중근이다. 

우리는 그를 단지 독립운동가로 기억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이 전부일까?  

‘안중근 평전’을 펴낸  이창호 스피치리더십 

연구소 대표는 “안중근은 이미 100년 

전에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구상한 사상가이자 그 구체적인 실천 방략까지 

고민한 위대한 실천가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책에는 우리가 단지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는 안 의사의 숨은 면모를 

추적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안중근은 1879년 9월2일,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 광석동에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문영숙 지움/ 서울셀렉션

이 책은 동북아 근현대사의 질곡을 사실적으로 다룬 

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문영숙 작가가 안중근 

아카데미를 통해 안중근의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를 한 후 쓴 책이다.

기존의 안중근 책들이 거의 일대기에 머물렀다면 

이 책의 특징은 서두와 말미에 안중근의사의 

영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뤼순감옥의 일본 

관리들은 안중근의사를 사형시킨 후 기생 파티를 

열고 본국에서 내려온 하사금을 전달받는다. 

안중근의 영혼은 이러한 일본의 작태를 영혼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다시 안중근의 영혼이 

현재 두동강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신의 유해에 대해  절통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 한 번 대한국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일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작가 문영숙은 안중근아카데미 8기를 수료하고 현재 

최재형기념사업회 상근이사로 활동하며 안중근과 

최재형의 불가분의 관계를 직시하고 강연을 통해 

안중근과 최재형을 알리고 있다. 

받고 태어났다. 황해도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성균관 진사인 부친 안태훈과 모친 조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없던 안중근. 그는 왜 

그런 편한 삶을 버리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부리를 

겨눴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의 상황을 

이해해야 가능하다.

당시 조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였다. 나라 밖으로는 동서양의 강대국들이 

무력을 앞세워 틈만 나면 조선을 삼키려고 눈을 

번뜩였고, 나라 안에서는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여서 

백성들이 마음 편히 생업이나 학업에 힘쓸 처지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갑신정변, 청일전쟁, 을미사변, 

러일전쟁 등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점차 국운이 기울고,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다.

이에 대해 안중근은 지식인이자 선각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려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먼저 

택한 방법은 백성을 위한 계몽책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비를 모두 털어 삼흥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이후 천주교 계열의 돈의학교를 인수한다.

하지만 일본의 만행은 점점 극에 달해 가고 조선의 

미래가 끝을 알 수 없는 벼랑 아래로 치닫게 

되면서 식민주의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리자 

계몽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병운동을 

전개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었다. 

이러한 그의 일련의 행보는 지식인이자 

선각자로서 시대적 고뇌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방법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가 

독립운동가인 것이 그 근본적 이유겠지만, 단지 

그것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안중근이라는 

한 인격체에서 드러난 다채로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불러온 

것이다.

저자는 “이것만으로 안 의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그의 숨겨진 면모를 볼 

수 있다면 그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책으로 만나는 
안중근의사의 
삶

54  대한국인 안중근신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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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사랑회원
가입신청서

가
입
인

성명

개인 단체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주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직장주소 전화번호

직 장 명 직 위

E - m a i l F  a  x

우편물 발송지 자택 직장

회원구분 일반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어린이회원              단체회원

납부
방법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 회비납부(계좌이체) 시 가입신청서를 우편이나 Fax로 송부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중근사랑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귀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Tel. 02-771-4195~6 | 3789-1016, 1026     Fax. 02-753-5033 
http://www.patri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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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숭모사업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
강신주, 김경희, 김봉균, 곽동걸, 김길생, 김길현, 김상옥, 김정자, 박귀언, 안경오, 안군준, 안근배, 안영기, 안영홍, 안용석, 

안응모, 유상준, 윤현주, 이민주, 이영옥, 이원태, 이인실, 조동성, 장성훈, 정지욱, 정하철, 조태형, 최재선, 한광수, 홍인기

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권영호, 권오성, 김대현, 김승기, 김월배, 김유일, 김윤자, 김재영, 김주태, 노수문, 박덕헌, 박병환(신), 박상규, 박인호, 박한지, 

박현수, 박흥순, 백의웅, 선우영석, 선주영(신), 손봉석(신), 손인춘, 신길현(신), 안군준, 안기영(신), 안덕주, 안세준(신), 안용식, 

안종일, 안종채, 안지현, 안희돈(신), 양정호, 양창선, 유명옥, 윤종구(신), 이강녕, 이강연, 이경림, 이기선, 이동춘,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 이수광, 이용훈, 이우진, 이웅열, 이정홍, 이혜균(신), 장재덕, 전종갑(신), 전진근, 정재호(신), 정준영, 정지욱, 정하철, 최석진, 

최을호, 최재승, 최진일·여수진, 한성일(신), 황덕호, 황은주(신), 황치봉, 高橋公純(다카하시 고준)

특별·일반회원
▶ 특별회원 50만원 이상 : 서홍우·한춘희(신)  / 특별회원 30만원 이상 : 강태희(신), 김점숙(신), 안길웅(신),

▶ 일반회원 20만원 이상 : 안재관, 안현문, 지영민, 한옥동, 황민재(신) / 일반회원 10만원 이상 : 고재신, 김범상, 김장규, 박혁서, 

안광웅, 안국선(신), 안병학(신), 안세헌, 안재식, 이부홍, 이상걸(신), 허성열 / 일반회원 5만원 이상 : 김명구(신), 김미겸(신), 

김성규(신), 김수겸, 김은혜, 김지형, 노병식, 박경자, 박기선, 배금원, 안은녀, 안준희, 안태현(신), 연광흠, 유영수(신), 장동표, 장승환, 

장준환, 전대홍, 정용길, 정용재, 정유빈, 정유훈, 정은선, 최현휴 / 일반회원 3만원 이상 : 강종구, 강혜련, 길병덕, 김도와(신), 

김동민(신), 김민지, 김지혜(신), 김태정, 김학수, 리이, 박채환, 서동균, 서예준, 서현주, 안광순, 안동헌, 안문영, 안봉주, 안봉희, 안상록, 

안승헌, 안신철, 안용태, 안충모, 안현갑, 양미, 양정호, 오점수, 윤칠란, 이다운, 이상훈, 이지한(신), 이창영, 이철호, 장세진, 장정자, 

전태수, 조재춘, 최광국, 최기동, 최숙남, 최숙희, 최진 / 일반회원 3만원 이하 : 김미애, 이동호(신)

단체회원 (단위:만원)

안중근함 부대원 28명(107), 백양사 (대표 혜권스님,160)

외국인 (단위:만원)

鹿野元 가노 겐(50), 山川曉 야마가와 코(10),  千葉英樹 치바 히데키(10), 高橋龍壽 다카하시 다츠히사(3), 高橋龍洋 다카하시 

다츠히로(3), 高橋千華 다카하시 치카(3), 高橋智雲 다카하시 치구모(3), 段勳 단 이사오(3), 鈴木仁 스즈키 히토시(3), 마츠노 스마코(3천원)

특별 후원금 (단위:만원)

순흥안씨 대종회 참판공파(2,000), (주)호텔롯데(1,537), 안용석(500), 박현수(330), 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100), 

(주)벤로코리아(41), 안철범(30), 박근령(5), 일본 史談會 사담회(10)

기념관 추모실 헌화
정종섭(前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이상근(나이스산업 대표), 제76기 육사생도생 일동, 용광사 장성준, 

신길현(안중근사랑회원), 의병정신선양회, 엄홍길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산행단,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무명(중국인 1명, 일본인 1명)

기념관 후원 (단위:만원)

김슬지(10), 김윤경(6.5), 박소정(12), 박효진(3), 문국현(60), 배소영(3), 송지호(50), 신민지(0.3), 신철호(65), 윤해수(18),

이강연(10), 이수진(13), 이연조(26), 이장노(3.9), 조성태(9), 최정은(13)

56  대한국인 안중근후원자 명단

(2015년 11월~2016년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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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중근의사 
추모・기념사업 주요 내용

추모 ・ 기념행사 

▶ 순국 107주기 추모식・국제 친선교류회  >>  3월 26일

▶ 탄신 138주년 기념행사・일본 미야기현 추모법요  >>  9월 2일, 9월 10일

▶ 하얼빈 의거 108주년 기념식  >>  10월 26일

교육 ・ 학술사업 

▶ 교직원 직무연수  >>  동계 1월, 하계 7월

▶ 안중근 평화학교・체험교실 운영  >>  1월~12월

▶ 제12기, 제13기 안중근 아카데미  >>  12기 3월~6월, 13기 9월~12월

▶ 제14회 안중근 장학생 선발  >>  9월~10월

▶ 국제학술회의 (일본)  >>  11월

선양 ・ 홍보사업

▶ 제3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  >>  1월~2월

▶ 제15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  2월~3월

▶ 제6회 안중근의사 자서전 독후감 대회  >>  2월~12월

▶ 안중근의사 유묵・서예전  >>  3월, 9월

▶ 제2회 청소년 역사탐방  >>  4월~6월

▶ 상설문화공연 (발레 공연)  >>  5월

▶ 소식지 발간 (제43 ~ 44호)  >>  6월, 12월

후원사업

▶ 제13기 대학생 안중근의사 해외독립운동지역 탐방  >>  7월

▶ 안중근의사 추모 학생 웅변대회 (미국)  >>  3월

제 15회 
학생글짓기 대회

2017년도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 

주최 후원 

공 모 내 용

발표 및 시상

공모기간 

작품분야	 운문[詩],	산문(散文)	부문			※	부문별	1개	작품	제출

원고분량	 산문기준	A4	용지	12포인트	3	~	4매	이상

공모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접수방법	 우편	:	우)	04636	서울	중구	소월로	91

	 	 안중근의사기념관	글짓기	담당자	앞	

	 	 (3월	8일	소인까지	유효)

	 메일	:	ahnjunggeun@hotmail.com

     

발       표 2017년 3월 17일(금)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시       상 2017년 3월 26일(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행사 시

 안중근의사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02-3789-1016, 1026 

2017년 2월 1일 ~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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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士仁人 殺身成仁 
지사인인 살신성인
높은 뜻을 가진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