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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人 安重根』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 집필자의 글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

의사기념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의 겨울 전경을 오롯

이 담았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 태

극기 뒤로 ‘安重根’이라는 석자가 전하

는 無言의 메시지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시각화시켰습니다.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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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2019년은 安重根義士의 하얼빈 의거 110주년이자 탄신 

140주년이 되는 해이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의사는 31세의 짧

은 생애였지만 오직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불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안중근의사의 애국적인 삶은 하얼빈 의거로 상징

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당시 일제

의 부당한 침탈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실의에 빠져있던 

한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일제의 침략정책을 응징하여 

우리 민족의 강한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강

우규·김상옥·나석주·이봉창·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

과 해외 독립군으로 이어지며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이

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은 옥중에서 미완으로 

남긴 동양평화론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은 

19세기말 유럽열강들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기류 속

에서 한·중·일 아시아 3국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동

양은 물론 나아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중·일 3국의 

상황은 100여 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 세 나라는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로 남겨진 역사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끊

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중근의사가 동양평

화론에서 주장한 국가 간 평화와 공존의 정신은 오늘날

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

한제국 말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각축

장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너무도 쉽게 나라를 빼앗

겼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자마자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

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우리 한반도는 지난 평창 동

安重根義士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2019년은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

안 의사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나가야

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비핵화와 평화구

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안중근의사가 

일찍이 동양평화론 서문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合成散敗, 萬古定理(합치면 성공하고 흩어

지면 패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한 이치다)」라고 하는 

불멸의 철학과 사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가 무엇을 위해 하얼빈 의거를 결행

하셨고,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조국과 민족의 제단에 

바치셨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

습니다.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과 탄신 140주년이 되는 

2019년, 우리국민 모두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물론, 동양평화론과 옥중 자서전인 «안

응칠역사» 원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야 하겠습니다. 本會와 기념관도 안중근의사 유해 찾기 

등은 물론, 안중근평화음악회, 안중근의사 관련 기증유

물 특별전시회, 안중근의사의 사상과 혼이 담긴 유묵도

록(遺墨圖錄) 발간, 국내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글로벌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안중

근의사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던져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한 안중근의사의 위국헌신정신과 

평화사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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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 전 고려대 교수

쏜 것은 권총이었지만

그 권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것은 

당신의 손가락이었지만

원수의 가슴을 꿰뚫은 것은 

성낸 민족(民族)의 불길이었네

온 세계(世界)를 뒤흔든 그 총소리는 

노(怒)한 하늘의 벼락이었네

의(義)를 위해서는 

목숨도 차라리 홍모(鴻毛)와 같이 

가슴에 불을 품고 원수를 찾아

광야(曠野)를 헤매기 얼마이던고

그날 하르빈 역두(驛頭)의

추상(秋霜)같은 소식

나무잎도 우수수

한 때에 다 떨렸어라

당신이 아니더면 민족(民族)의 의기(意氣)를

누가 천하(天下)에 드러냈을까

당신이 아니더면 하늘의 뜻을

누가 대신하여 갚아줬을까

세월은 말이 없지만

망각(忘却)의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서 가지만

그 뜻은 겨레의 

핏줄 속에 살아 있네

그 외침은 강산의 

바람 속에 남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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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을 따르다 愛天 안중근, 하늘을 사랑하다

대림사 '제38회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 추모법요' 참석 

안 의사의 위상 제고 및 우호 증진 취지

일본에서 열린 친선교류행사를 가다!

일본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추모행사에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의 김황식 이사장

을 비롯해, 임원 20명이 참석했다. 일본에 안 의사의 위국헌신 정신과 동양평

화 사상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21세기 한·일 우호 및 국제적 협력관계의 키워

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숭모회 임원들, 日 미야기현을 가다!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지역 주민들의 안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남다르다. 이 지역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사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유

독 많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사랑했던 치바 도시치로부

터 안 의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양국에 가로 

놓였던 식민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이들의 마음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1980

년 대림사(大林寺, 다이린지)의 안 의사 유묵비 건립에 이

어 2002년 치바의 고향 마을에 있는 청운사(靑雲寺, 세이

운지)에도 대형 유묵비를 건립함으로써 세상 밖으로 공표

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안 의사와 치바를 기리는 법요를 

개최함은 물론 참석 인사들과 함께 한일우호친선행사를 개

최해 오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일로, 지난 9월 

9일 김황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대거 방문단을 구

성해 법요에 참석한 것은 이러한 이곳 주민들의 순수한 행

동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양국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자 함에 있다. 

일본 대림사 법요에 참석하다

지난 9월 9일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와카야나기에 위

치한 대림사에서 ‘제38회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 추모

법요’가 거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한일본대사관 

센다이 총영사, 니카이도 이사오(二階堂勳) 대림사 신도회

장, 치바 도시치의 유가족, 그 외 안중근연구단체가 참석했

으며, 한국에서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을 

비롯 임원진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황해도 중앙도민회 

대표, 현지 교포,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요에 이

어 양국 민간친선교류행사가 드림파르에서 열렸다.

현창 공양과 친선교류행사에 참석하다!

당일 오후에는 구리하라 삿비라이에 있는 청운사에서 사담

회 주최 ‘안중근의사 추모 공양행사’가 열렸다. 청운사는 치

바 도시치의 본가가 있는 마을에 위치하며 지난 2002년 지

역 유지들의 모임인 사담회 회원들에 의해 안중근의사 현

창공양비가 건립됐다. 이후 사담회 오노데라 쿠니요시(小

野寺邦義)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매년 9월 한국 방문단

을 맞아 청운사에서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의 영원한 

우정을 기리는 현창 법요와 친선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사담회 회장 및 회원, 본회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단, 주한일본대사관 센다이 총영사, 구리하라 시장 치

바 겐지(千葉健司), 구리하라 시의회 의장 세토 겐지로(瀬

戶健治郞)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 의사와 치

바 도시치를 중심으로 양국민 간 올바른 역사의 이해와 친

선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 의사 연구 활성화를 모색하다!

9월 10일 도쿄에서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최로 ‘한·일 

안중근의사 추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본회가 도쿄

를 중심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학자, 변호사, 언론인, 교사 

등 평소 안 의사를 존경하며 선양하는 이들을 초청해 이들

의 노고를 위로하고 중단된 안중근의사 연구를 활성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근의사연구회는 하얼빈 의거 당시, 

목숨을 잃을뻔했던 다나카 세이지로 남만주철도 이사의 

후배 안도 도요로쿠(安藤豊祿)가 설립했으며, 이후 일본 

내 많은 지식인들의 학술 연구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일

본 우익의 방해와 관계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는 그 맥

이 끊긴 상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후손 및 신진 학자들이 

안중근의사숭모회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연구회를 부

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활의 기지개를 켜

고 있는 안중근의사연구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사찰에 건립된 안 의사 유묵 석비 안 의사의 사상, 국경을 뛰어넘다!

대림사는 안 의사

의 영정 및 치바 

도시치(千葉十七) 

부부의 위패를 안

치한 사찰이다. 간

수였던 치바 도시

치는 1909년 뤼순 감옥에 수감된 안 의사와 만난 후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이후 안 의사로부터 유묵 <爲國獻身

軍人本分>을 받은 뒤 사망할 때까지 안 의사를 위한 공양

을 거르지 않았다. 치바 도시치 사후 그의 가족들은 1979

년 안 의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유묵을 한국으로 반환

했다. 1980년 지역민들은 안 의사의 유묵을 기리며 대림

사에 유묵석비를 건립했다. 대림사에서는 1981년부터 매

년 9월 둘째 일요일을 ‘안 의사와 치바 도시치의 추도법요

일’로 정하고 법요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안중근의사 추모 모임에는 안중근의사의 숭

고한 뜻을 기리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다

가와 고(小田川興) 전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안 

의사는 100여년 전 이미 유엔의 사상을 제시하신 인

물”이라며 존경의 뜻을 밝혔고 ‘안중근 사상’을 가르치

고 있는 중학교 교사 스즈키 히토시(鈴木仁) 씨는 “안

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이사장은 “안 의사의 고귀한 

뜻을 제대로 알려서 한·일 두 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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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로 26점이나 지정된 안중근의사의 유묵들 

안 의사의 글씨체는 안진경(安眞卿, 709-786)체 계통으

로,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제작 시기다. 모두 사

형을 언도 받은 1910년 제작됐다. 특이한 점은 유묵을 전

달받은 사람이 모두 침략국인 일본인이라는 사실이다. 이

는 전 세계 독립사나 미술사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이 동양고전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면서

도 현실 고발이나 감계(鑑戒)와 같이 체험이나 자각으로 

걸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안중근의 유묵은 일종의 ‘유서(遺

書)’이자 또 다른 자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지금껏 개별 작

품 하나하나의 가치에만 무게 중심을 뒀을 뿐, 이러한 내용

을 성격별로 구분한 후 재구성한 사례가 없다. 유묵의 가치

를 유기적(有機的)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내지도 못했다. 지

금까지 우리는 안 의사를 독립투사(獨立鬪士)로만 조명했

다. 그 결과 안중근의사가 의병활동 이전에 동양평화(東洋

平和)의 이론부터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은 간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문연구자들조차 안중근의사의 유묵

에 주목한 사람이 드물다. 안 의사의 유묵은 “만약 특별히 

  글 _ 이동국(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가치가 있다면 안 의사의 유묵이기 때문”이라는 선입

견이 앞섰다. 또한 국가보물로 26점이나 지정됐음에

도 불구하고 보물(寶物)로서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거

론하지 않았다. 안 의사의 유묵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

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응칠 역사》에서 찾아낸 제작시기와 용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이전에 제작한 안 의

사의 유묵은 단지동맹(斷指同盟) 당시 혈서(血書)한 

‘대한독립(大韓獨立)’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작품은 모

두 안 의사가 사형을 언도 받은 1910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 순국 시까지 40여 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

작됐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안 의사의 작품은 출간 시

기를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書’나 ‘庚

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書’로 명기, 모든 

작품이 경술년(1910년) 2월과 3월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 뒤, 안 의사는 히라이시(平

石) 고등법원장과 면담 후 항소를 포기하고 「동양평화

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 때 정황을 《안응칠 역사》

안중근 일思일言 愛天 안중근, 하늘을 사랑하다

에는 “그래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그 때 법

원과 감옥의 일반관리들이 나의 필적을 기념하고자 비단

과 종이 수백 장을 사 넣으며 청구했다. 나는 부득이 자신

의 필법이 능하지도 못하고, 또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도 

생각지 못하고서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중근의사의 이 같은 고백은 유묵 제작시기를 분명히 명

기함과 동시에 수신자와 유묵의 용처를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묵을 건네받은 사람은 모두 일인(日人)들

안중근의사의 유묵을 건네받은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다. 지

금까지 알려진 인물로는, 안 의사를 뤼순 옥중에서 취조한 

야스오카 세이시로, 뤼순감옥 간수인 시타라 마사오, 안 의

사 공판정 왕래 경호를 책임진 일본군 헌병 치바 도시치, 일

본인 사토 가즈오, 뤼순초등학교 교사 마사모토, 대련세관

에서 세무관으로 근무했던 카미무라 쥬덴, 일본 교토 정심

사 사형수 교화승(敎化僧) 쓰다 가이준 외에도 다수가 존재

한다. 일본인들 입장에서, 더구나 전쟁 상태에서, 그것도 자

신의 최고지도자를 사살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씨

를 부탁해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아하다. 하지만 원수

까지 반하게 만든 안중근의사의 인격과 정신, 그리고 사상

의 위대성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다양한 뜻과 의미를 지닌 유묵들

의거에서 순국까지, 그 가운데에서도 최후 40여 일에 걸쳐 

제작된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단순한 붓글씨가 아니다. 일

점일획은 그 자체가 그의 분신이다. 안 의사의 유묵은 의사

(義士)로서 주로 알려진 안중근의 이미지를 평화주의자로

서, 그리고 사상가(思想家)이자 종교인(宗敎人)으로서, 나

아가 선비이자 대장부(大丈夫)로서의 전인격적(全人格的)

인 면모를 상당수 복원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주를 갖고 안중근의 전인격적인 인

간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① 약육강식 풍진시대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명성황후 시해(弑害)(1895), 러·일 전쟁(1904), 을

사늑약(1905)은 물론, 1907년을 전후해 이뤄진 고종황제

의 강제 퇴위(退位), 군대 해산, 제일은행권 강제 유통, 민중 

학살 등의 세태를 고발한 유묵이 적지 않다.

② 교육 및 계몽운동

안중근은 어릴 때부터 유학(儒學)과 기독교 사상 체득을 

통해 동서양의 사상은 물론 시세나 물정에 정통했다. 그는 

일찍이 ‘무식이 망국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계몽운동에 전념

했다. 이러한 신념 역시 유묵을 통해 확인된다.

③ 단지동맹과 의병 활동

안중근의사를 맹주로 12명이 약지를 자른 단지동맹은 “국

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빙거(憑據)요, 일심단체(一心團體)

하는 표(標)”라고 정의했다. 장인(掌印)이 그 징표라면 유묵

은 해외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풍찬노숙과 기아(飢餓)를 

참고 극복해낸 실존적 토로라 하겠다.

④ 욕보동양(欲保東洋): 동양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안중근의사에게 있어 동양평화와 대한독립은 하나의 화두

였다. 동양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선 안중근의사는 서구제

국주의 열강의 힘을 등에 업은 일본을 향해 정략(政略)을 

고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의 유묵 <동양대

세(東洋大勢)>에서 확인된다.

⑤ 의거와 공판(公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을 던지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위장의무(爲將義務)의 극점으로 일

본제국주의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필묵으로 본 

안중근과 그의 사상

사형 언도부터 집행까지… 

40여 일간 제작된 최후의 유묵들은 말한다!

현존하는 안중근의사의 유묵(遺墨)은 60여 점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내 소재한 

26점은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다. 개인 작품으로는 국가보물로 가장 많이 지정

됐을 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안 의

사의 유묵이 미술작품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남

긴 유묵을 통해 안중근과 그의 사상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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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 유린과 동양평화 교란을 종식하고자 했다. 이러

한 안 의사의 신념은 다수의 유묵에서 드러난다.

⑥ 순국(殉國)

안 의사의 순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대

한독립과 동양평화에 대한 철학적 토대로, 천명(天命) 완

수를 위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정의

(正義)를 완수함으로써 천당지복(天堂之福)을 누리고자 했

던 또 다른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⑦ 수양(修養) 공부(工夫)

안중근의사는 지사(志士) 인인(仁人)으로서 문무(文武)를 

겸하고, 사상은 동서를 명확히 관통하고 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유묵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본 그의 성품은 분명 

‘인내(忍耐)와 겸양(謙讓)의 화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⑧ 음풍농월(吟風弄月) 

안중근은 절의정신(節義精神)에 입각해 일본 제국주의 우

두머리 처단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시와 서예, 말 타기와 사냥을 즐겼다. 이런 맥락에서 안중

근의사는 조선 선비의 현대적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의사에서 평화주의자(平和主義者)로!

순국 109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안 의사는 ‘독립

투사’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군인 중심의 단선적

(單線的) 이해만으로는 안 의사의 잠재적인 함의(含意)를 

설명하지 못한다. 수억 명의 중국인들조차 해내지 못한 일

을 홀로 이뤄내자,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비롯해 쑨원(孫

文), 량치차오(梁啓超), 장제스(張介石)와 같은 중국의 지도

자와 석학들은 일제히 안중근의사를 가리켜 “살아 백 살을 

못넘기는데 죽어 천년을 간다”고 칭송했다. 안중근의사는 

국민당(國民黨)과 공산당(共産黨)의 당파(黨派)를 초월해 

중국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

싸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여

전하다. 순국 직전 안 의사가 외치고 싶었던 “동양평화 만

세!” 삼창이 오늘날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울리는 것은 이

와 무관하지 않다. 

동서양의 사상을 하나로!

안중근의사는 일찍부터 『천자문(千字文)』과 『조선역사(朝

鮮歷史)』, 그리고 『맹자(孟子)』와 『통감(通鑑)』 등의 동양고

전을 체득한 것은 물론, 17세 때 프랑스 빌렘 신부로부터 

‘안도마’로 세례를 받을 만큼 기독교사상은 물론 서구문물

에도 정통했다. 예컨대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

까운 시일에 우환이 생긴다(人無遠慮必有近憂)>거나 <용

렬한 사람은 아름드리 기이

한 재목을 다룰 줄 모른다(庸

工難用連抱奇材)>는 것을 통

해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과 사람을 이끄는 안 의사의 

지도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一日不

讀書口中生荊棘)>는 필묵 등

을 통해 안중근의 실존적 사

상의 기저가 해명되고 있다. 

교육계몽 운동과 의병 

및 의거

청년 안중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병활동보다 교육

계몽 운동에 먼저 매진했다. 

안 의사는 서구 제국주의 열

강을 등에 업은 일본에 의해 

한국과 중국 등 동양이 무자

비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당시 안 의사는 민

중(民衆)들의 무식이 망국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계몽에 매진했다. 평양을 중심

으로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1907년 군대해

산 이후 교육계몽 운동만으로 독립운동의 한계점을 자각한 

뒤, 해외독립군 운동에 투신했다. 그의 총알은 단 한발도 빗

나가지 않았다. 안 의사의 “적(敵)을 만났을 때 먼저 나아가

는 것이 장수된 임무(臨敵先進爲將義務)”라는 유묵이 말해

주듯 그는 군인 중의 군인이자, 의사 중의 의사였다.

하얼빈 의거와 하나님의 정의(正義) 

안중근의사에게 있어 대한독립과 동양평화는 하나의 화두

였다. 독립·평화철학의 토대는 천명, 곧 하나님의 정의(正

義)다. 안 의사는 ‘천명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수

밖에’ 없지만 ‘사람을 죽인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는 딜레마를 천의 이름으로 극복했다. 

훗날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 인륜(人倫)에 반(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조부치 검찰관의 물음에 안 의사는 “남의 

나라를 탈취(奪取)하고 사람의 생명(生命)을 빼앗고자 하

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것은 더 큰 죄

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

다. 이런 맥락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대한독립과 동양평화 유지를 위한 천명의 

실천이라고 하겠다. 

안중근의사 유묵의 진정한 가치

지금까지의 안 의사에 대한 인식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 

등과 같은 표피적인 이해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유묵을 통해 살펴본 안중근의사는 무인과 독립투사를 넘

어 문인이자 시대를 통찰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의 유묵에는 유가(儒家)와 기독교 사상까지 모

두 담고 있다. 단순히 글씨를 잘 쓴 사람이거나, 독립운동

이나 동양평화 어느 하나를 위해 몸 바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두를 아우른 사람이 바로 안중근의사인 것이다. 안 의사

의 유묵은 그의 학문(學問)이자 사상(思想)이며 성격(性格)

이자 동시에 안중근 그 자체(自體)인 셈이다. 안중근의사 

유묵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욕보동양 선개정략 시과실기 추회하급 ▲  지사인인 살신성인

▲  임적선진 위장의무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광복 50주년 애국지사 유묵전’을 기획

(1995년, 국무총리상)했으며 <안중근의

사 의거 순국 100주년전>을 전시기획

(2009.10~2010.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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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와 함께 

손가락을 자르다!

단지 동지, 
조응순을 아십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야 할 두 부류가 존

재한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

사들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국과 민족

을 배신한 매국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오늘은 그 누구보다 광복을 위해 앞장

섰으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안

중근의사의 위대한 조력자, 조응순 선생

을 소개한다.

조응순(趙應順) 선생(1884, 고종 21∼？)은 안중근의사

보다 5살 연하의 인물로 함경남도 갑산 회사면 도화리 출

신이다. 1905년 원산 일대에서 행상을 했으며 이듬해인 

190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 1907년 연

해주의병 도영장(都營將) 전제익(全濟益) 부대에 입대했

다. 이어 1908년 6월에는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해 회령

에서 일본군과 교전했다. 안중근의사가 우영장(右營將)

으로서 활약했던 바로 그 작전이었다.

연해주의병은 홍의동·회령 전투를 거치며 일본군을 포로

로 잡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규모에서 크게 밀렸다. 

  글 _ 이주화(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과장) 

중과부적으로 인해 연해주의병은 결국 영산 전투에서 패

퇴했다. 의병 부대원들마저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조응

순 선생은 안중근의사와 함께 천신만고 끝에 연해주로 복

귀했다. 이후 의병활동을 재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

지만 연해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1909년 초, 조응순 선생은 연해주 연추(현 크라스키노) 

카리 마을에서 안중근의사와 함께 손가락을 잘랐다. 독립

운동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 ‘단지(斷指)동맹’의 순간이었

다. 단지동맹은 안중근, 조응순, 백규삼, 황병길 등 총 12

명이 서명을 하고 왼손 넷째 손가락 첫 마디를 잘라 태극

위대한 조력자 愛天 안중근, 하늘을 사랑하다

기에 '大韓獨立(대한독립)'을 쓰며 독립운동을 맹세한 비

밀 결사대였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를 성공시킨 안중근의사

는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염원하며 이듬해인 1910년 3

월 26일에 순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 대한

제국은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이후 망국이 되자, 일정 기간 동안 단지동

맹 동지들은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렸다. 

조응순 선생은 1917년에 재중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에게 참간장(斬奸狀·악인을 처단할 때 그 이유를 

적는 글)을 보냈다. 이어 ‘나자구 동림무관학교’ 건립을 위

해 우랄로 갔는가 하면, 1918년에는 러시아 예카테린부

르크로 이동해 ‘국민회’를 조직하고 한인사회당에 입당했

다. 이후 선생은 이동휘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적 사회주

의 진영에서 활동하며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192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독립단’을 결성하

고, 부단장으로 국내 진공작전 계획에 참가했다. 같은 해 

12월 치타에서 이동휘 등과 고려공산당 동아한인부 결성

에 참여해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상해파 공산당의 

일원으로 고려공산당 창립을 둘러싸고 이르쿠츠크파와 

분파투쟁을 벌였다.

1920년 10월에서 1921년 5월까지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

주의자와 국제주의자들 사이에 분파투쟁이 극에 달했다. 

이 당시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몸담고 있던 이동휘 

선생을 지지하고, 상하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러시

아 치타와 상하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조응순 선생의 형(刑) 집행 내역이 기록된 ‘신분장 지문원지’

  인적사항, 인상 등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은 1909년 안중근의

사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절단했는데, 위의 자료에서 왼손 환지(네 번째 손가

락)란에 지문이 찍혀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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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
/

랑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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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	 안중근학	프리즘	

20	 위대한	유산

22	 안중근을	말하다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2. 6. 26.)

  조응순 선생의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정치에 관

한 죄)으로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1921년 9월 북간도 11개 항일단체가 연명으로 서명한 자유시

참변 성토문에는 노농회대표로 서명했다. 같은 해, 안중근의

사의 의거지이기도 한 북만주 하얼빈에서 ‘한국의용군 결사

대’를 조직해 대장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임시정부 군자금 모

집 활동에 참여했다.

조응순 선생은 1921년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인사

와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경성법

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이후 선생의 행적

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생은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실패한 뒤에도 안중근의사

와 함께 손가락을 잘라 국권회복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후에도 이동휘 선생을 도와 국내와 러시아, 만주일대를 넘

나들며 독립단을 조직하는 등 무장투쟁을 주도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이 같은 공적을 기려 지난 2017년 11월 17일 

제 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안

중근의사기념관 건물은 안중근, 조응순을 비롯한 단지동맹 12

인을 형상화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  조응순 공술개요

  1922. 2. 14. 일본 육군성 비밀 정보문서에 수록된 공술개요, 조응

순 선생이 안중근의사를 만나 전제익 의병부대에 참여하고, 단지

동맹을 결성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  ‘故 의사 안중근씨 추도회’《독립신문》(1921. 4. 2.)

  안중근의사 순국 12주기 추도회 기사, 조응순 선생이 안중근의사 

義弟로 단지동맹에 가입해 오른손 끝 손가락을 단절하고 더불어 

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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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와 관련된 사료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은 안중근의사를 바로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현존하는 안 의사 관련 

사료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필두로, 일본과 미국, 러시아 등에서 12명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5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는 ‘안중근 관계 사료의 현황과 분석’을 주

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류코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연

구센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으

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과 미국, 러시아에서 방한한 전문

가 12명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안중근의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각지에 산재돼 있지만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자료 규모 

하얼빈 의거 109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 그 현장을 가다!

안중근학 프리즘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종합 정리하고 나아가 국내·외의 안중근의사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이영옥 관장은 “올해 학술회의에서는 안중근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인 자료를 고찰해보고자 한다”면서 “이번 학회가 안중근연구의 토대가 되고 

이 성과 위에 미래의 발표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면 ‘안중근학’이 완성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제학술회의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첫 섹션

에서는 이영옥 기념관장의 사회로 벨라 박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한국의 애국자 안중근 관련 러시아 자료-현황과 분석>과 프랭클린 라우

시 랜더대 교수의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일본 류코쿠대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이수임 센터장의 

사회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하얼빈 의거 현장 촬영 필름의 행방을 찾아서>와  

토고 가즈히코 일본 교토산업대 교수의 <안중근 의의와 한일관계>에 대한 발표가 이

어졌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김봉진 일본 기타큐슈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마키노 에이지 일본 호세이대 교수, 한지

은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유석재 조선일보 기자, 변영호 일본 쓰

루문과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동양평화연구센터 소식’과 관련해 카도오카 켄이치 일본 류코쿠대학 교수는 <류

코쿠대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신임 임원진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국제학술회의는 160여 명의 청중이 참

석하였으며,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과 이수임 일본 류코쿠대 안중근동양평화연

구센터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 등 4개국 전문가들, 

안 의사 관련 연구 촉진 

방안 모색

각양각색,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낸 

안 의사의 궤적들

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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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9월 2일 황해도에서 부유한 지역 유지

의 아들로 태어난 안중근의사는 조부 안인수로

부터 한학을 배웠다. 1894년에는 부친 안태훈

의 뜻에 따라 관군을 도와 동학군을 토벌했으

며 1897년에는 빌렘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활동했다. 장래가 촉

망되던 청년 안중근이 외세의 침탈에 맞서, 우

리 민족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굴기한 것은 

‘해서교안’이 일어난 직후였다. 

해서교안은 1900년부터 4년여 간 황해도 지

방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와 민간인, 그리고 관

청이 충돌하며 벌어진 일련의 소송사건을 가리

킨다. 1904년 봄,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은 천

주교 신자를 잡아들이는 해주부를 피해 있던 

중, 청나라 의사 서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안중근은 그 즉시 친구 이

창순과 함께 서가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때 서

가는 오히려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안중근

은 서가를 법사(法司)에 고발했지만, 법관은 서

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고 했

다. 이에 안중근은 분한 가슴을 안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랑하다위대한 유산   글 _ 이주화(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과장)

안중근의사가

제출한 청원서

▲  안중근의사가 광무 7년(1904) 7월 13일에 외부(外部)에 제출한 청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런데 며칠 후 서가가 순사들과 함께 이창순

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서가는 온갖 행패를 부

리고 급기야는 이창순의 부친을 잡아가려고 했

다.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다. 서가가 적반하장

으로 청국 영사에게 안중근에게 당했다며 고발

했고, 이에 청국 영사는 청국 순사 등 4명을 파

송해 안중근을 잡아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집

을 착각해 순사들이 이창순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안중근은 청국 영사가 이 사건을 서울의 청국 

공사에게 보고한 뒤, 한국 외부(外部)에 조회

하리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에 안중근은 

1904년 7월 13일 서둘러 외부에 전후 사실을 

들어 청원했고, 결국 진남포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 사건은 안중근의사의 옥

중 자서전인 《안응칠역사》에도 자세히 서술되

어 있다. 

일견 젊은 날의 해프닝으로 보이는 듯한 이 사

건은 안중근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백성의 권리를 침탈하는 대상이 비단 탐

관오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다. 이 사건으로 안중근의 인식은 지역적으로

는 향리에서 서울로 확대되었고, 권리 회복의 

대상으로는 한국인 탐관오리를 넘어 치외법권

을 믿고 설치는 외국인으로 확장되었다. 그리

고 해결과정에서 근대 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하

였다. 안중근의 청원서 제출 경험과 국적과 치외법권을 넘어 공

정한 판결을 요구한 태도는 하얼빈 의거 이후 법정투쟁의 기초로 

활용됐다. 신분과 귀천, 성별과 인종, 국적을 초월한 공정사회야

말로 안중근의사가 꿈꾼 진정한 문명국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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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본 안중근의 평화사상 평가(下)
동양평화와 영구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연구했던 마키

노 에이지(70) 일본 호세이대 철학과 교수가 방한했다. 그는 안중근의사 추모식 참석 후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일본인이 본 안중근의사의 평화 사상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강

연했다. 이중 주요내용을 요약,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소개한다.

3. 안중근의사에 대한 이시카와 다쿠보쿠와 나츠

메 소세키의 평가

①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평가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 그는 시

를 통해 안중근의사를 평가했다. 1910년 11월 1일 발간

된 그의 시집 『창작』 중 「9월 밤의 불평」에는 ‘지도 위 조

선에 새까맣게 먹을 칠하며 가을바람을 듣는다’며 한국

의 강제 합병을 비판했다. 

이를 기점으로 1960년대에는 일본의 대표 문인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비롯해 많은 일본 문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를 비판해왔다. 1970

년대 재일 한국인 문인들 역시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뿐이 아니다.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코코아 한 잔」이

라는 시를 통해서도 ‘나는 알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을 가르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

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중략) 

끝없는 논쟁 후에 차갑게 식어버린 코코아 한 모금을 홀

짝이며 혀끝에 닿는 그 씁쓸한 맛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그 슬프디 슬픈 마음을’을 발표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그 동안은 대역사

건을 일으킨 무정부주의자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가 

언급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대상이 안중근의사라

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한국인 테러리스트’라

는 표현이나 ‘의거’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한국의 강제 합병에 대한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오랜 비판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갖

는다. 당시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주화 열망

이 거셌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안중근의사에 대한 재평

가가 이뤄질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②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평가 

2016년, 나츠메 소세키(1867~1916)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서적이 다수 발간됐다. 이에 따라 메이지정부

나 안중근의사의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일본 내 우경화로 인해 새로운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방증하는 한 사례가 있다. 국제NGO ‘국경 없는 

기자단’에 따르면, 2016년의 일본의 언론 자유도는 조

사대상 180개국 중 72위에 불과하다. 같은 조사에서 

2010년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의 언론 자유도는 11위였

다. 이에 반해, 2017년도에는 61위로 급락했다. 아베 신

조 정권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나츠메 소세키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재

평가다. 소세키는 1916년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아사히신문에 『점두록(点頭録)』(이와나미

(岩波)서점, 제11권, 1966년, pp.467~487)을 연재했다. 

소세키는 이 글을 통해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

전의 주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愛族 안중근, 겨레를 사랑하다안중근을 말하다   글 _ 마키노에이지(牧野英二)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교수

이에 대해 『소세키와 조선』(중앙대학 출판부, 2010년 2

월)의 저자인 김정훈 교수는 “소세키는 군국주의가 얼마

나 인류에게 파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것인가를 적나라

하게 밝혔다”면서 “당시 소세키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

만,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군국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

는 용기 있는 발언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

편 소세키 문고에는 1910년 3월 28일에 출간된 『안중근 

사건공판속기록』이 소장되어 있다.

③ 나츠메 소세키 서거 100년의 상황 

도쿠토미 로카(徳冨蘆花), 나츠메 소세키, 이시카와 다

쿠보쿠 등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지식인들 대다

수가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 등 구국의 높은 뜻과 숭고

한 정신에 감명 받았다. 소세키 연구자인 고모리 요이치

(小森陽一) 도쿄대학 교수는 「소세키의 <문학의 힘>이

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로부

미 처단사건을 둘러싼 신문기사가 화제가 된 것도, 소설 

연재 직전의 사형 판결과 <한국의 강제 합병>에 이르기

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편 『소세키의<문학의 힘>이

란』 가사마(笠間) 서원, 2016년 12월, pp.9~10).

고모리 교수가 역사의식과 개인적 체험과의 결부를 지

적한 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를 문학

의 영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

로부미 처단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과 조국 독

립투쟁임을 일본인들이 책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양심있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재

일 한국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

이다. 이것은 ‘동양평화 실현의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100여 년 전, 안중근의사가 동양평화론을 강조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4. 안중근연구회의 안중근 현창 활동

① 유묵반환과 일한 교류의 동향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미야

기현의 다이린지(大林寺) 법요와 관련된 이야기다. 치바 

도시치의 유족들은 안중근의 유묵‹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을 한국으로 반환했다. 이를 계기

로 다이린지 법요에는 매년 9월이면 어김없이 한국의 안

중근의사숭모회 및 기념관 관계자와 다수의 재일 한국인

이 방문한다.

이 법요에는 1979년 ‘안중근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안

도 토요로쿠(安藤豊禄) 오노다(小野田) 시멘트 전 회장

이 관여해 왔다. 이어 1992년에는 2대 회장 가노 타쿠미

(鹿野琢見) 변호사가 재임시절 안 의사 유족 및 안중근의

사기념관 관장 등을 초대했고, 마침내 안 의사 유족이 처

음으로 일본 땅을 밟는 역사적인 일이 실현됐다. 당시 일

본을 방문한 유족은 안 의사의 손녀 황은주(黄恩珠·64) 

씨와 조카인 전 육군 중장 안춘생(安椿生·80) 씨였다. 이

러한 사실은 1992년 9월 7일자 『아사히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②  ‘안중근연구회’의 활동과 회원 평가 

‘안중근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안도 토요로쿠는 1987

년 10월 14일 「안중근연구회 회보 제1호」를 발행하며 인

사말을 통해 “내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다. 한국의 안중

근의사는 우국지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도 대단히 훌

륭한 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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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보 발행 무렵, 회원 명부에는 총 34명이 있었다. 

이중에는 안중근의사가 유묵을 써 준 소노키 스에요시

(園木末吉) 통역관의 딸 소노키 요시코(園木淑子) 등 

유묵 소유자 3명 외에도 안 의사 연구자인 나카노 야스

오(中野泰雄) 아세아(亜細亜)대학 교수, 부회장인 가노 

타쿠미(鹿野琢見)를 비롯해 유명 영화배우 스가와라 분

타(菅原文太) 부부도 이름을 올렸다. 스가와라 분타는 

아베 정권을 엄하게 비판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스가와라 분타는 오키나와 대집회 때 “정치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며, 두 번째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다른 국민과의 연대를 언급하며 “미국, 중국, 

또 한국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있다. 비록 국가는 다를

지언정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현대사상』 2015년 4월 임시 증간호(增刊號), 세

도샤(青土社), p.22)고 연설했다. 스가와라 분타의 주장

은 아시아 제 국민의 연대와 결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일치한다. 

안도 토요로쿠 ‘안중근연구회’ 초대 회장은 하얼빈 의거 

당시 안중근의사에게 저격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듣고 글로 남겼다. 그와 만

철 수석이사 다나카 세이지로(田中清次郎) 대화기록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는 (안중근의사의 총탄을 맞

아 중상을 입은 피해자이므로 안 의사를) 가장 증오해야 

할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라

는 나의 질문에 다나카 세이지로는 망설임 없이 “그것은 

안중근이다”라고 단언했다.”(안도 토요로쿠 著 『한국 내 

마음의 고향』 하라쇼보(原書房), 1984년, p.17). 안도 도

요로쿠에 따르면 “다나카 세이지로는 만주 주재 수석이

사로, 당시 시베리아 철도로 일본을 가는 세계 주요 인

사들을 모두 만났다”며 그런 그의 안 의사에 대한 평가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③ 피해자의 가해자성에 대한 자각과 재평가 시점 

이처럼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른바 

피해자인 다나카 세이지로.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

한 가해자 안중근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다나카 세이지로는 안 의사의 의거가 어떠한 의

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안 의사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

나카 세이지로는 ‘내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안중근의

사처럼 조국을 위해, 또 가족과 자손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시킬 수 있었을까?’하고 몇 번이고 자문했을 것이

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고 행

동했을지를 충분히 생각할 만한 능력과 양심을 갖고 있

었다. 또한 다나카 세이지로는 일본 정부가 안 의사의 

국제법정 개설 요구를 거부한 것을 필두로, 재판 전부터 

사형 판결을 요구한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에 부조리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도 토요로쿠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히라이시(平石)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인 히라이시 우진도(平
石氏人)는 안중근의사 재판 당시 뤼순 고등법원장이었

다.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의 훌륭한 인격을 격

찬했다(앞의 책, 동페이지) 그 또한 다나카 세이지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안 의사는 한국 최

고의 우국지사로서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뤼순 감옥 소장이나 간수, 

법원의 검찰관과 판사, 변호사와 통역관뿐 아니라, 일본 

내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안 의사를 존경했

다. 안중근의사의 유묵 소유자인 도쿠토미 로카, 『안중

근사건공판속기록』 소장자인 나츠메 소세키, 실업계의 

중진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이었던 다나카 세이지

로(田中清次郎), 그리고 다음 세대인 안도 토요로쿠(安
藤豊禄) 등은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높은 뜻, 고매하고 

숭고한 정신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

로 애도했다. 

이뿐이 아니다. 2017년 8월 국제회의에서 무샤코지 킨

히데(武者小路公秀) 반차별국제운동 전 이사장(전 고

쿠렌(國連)대학 부학장)은 “세계의 군인 중에서 안중

근의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이

는 일본인들 중에도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제대로 이

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안 의사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기치타로

(水野吉太郎)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호세이대학 

졸업생인 미즈노 변호사는 안중근의사 재판 후 고향인 

도사(土佐)로 돌아와 고치 변호사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생각한 바가 있어 많은 토지와 전답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 11일 안 의사가 미즈노 기치타로에게 기

증한 유묵‹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 

(뜻 있는 선비와 어진사람은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

룬다)〉가 기증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날, 필자는 안중근

의사기념관 관계자들과 함께 미즈노 묘지 참배의 기회

를 얻었다. 그 또한 구리하라 사다키치(栗原貞吉) 형

무소장이나 치바 도시치와 마찬가지로 안중근의 사형 

판결로 인생관이 바뀐 일본인 중 한명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은 100여 년 동안 가해자였던 일본인

의 사상과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미즈노는 어느 날 고지마 토쿠지(小島徳治)라고 하는 

동향 사람에게 “나는 안중근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고지마 도쿠지 저 『남국야화(南國夜話)』 1948년, 

p.9)고 말했다. 미즈노의 말에 따르면 사형 집행 날 (안

중근의사가) 순백의 한복을 입고 간수에게 이끌려 형장

에 나타났을 때 줄지어 서있던 집행관 중에도 그의 거룩

한 모습에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는 이가 있었다. 구리하

라 사다키치 형무소장의 “할 말이 없는가”라는 물음에 

“동양평화를 위해 만세를 삼창하고 싶다”고 했으나 이

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분간 묵도 후 교수대에 올랐

다. 형의 집행을 지켜본 미즈노 변호사는 이 광경에 깊

은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50여 년 간의 변호사 생활 

중 사형과 관련된 변호는 더 이상 맡지 않았다」(앞의 책, 

p.10)고 전해진다. 

안중근의사의 ‘의거’로 말미암은 한국독립과 「동양평화

론」의 이상은 옥중에서 휘호된 다수의 유묵과 함께 ‘양심 

있는’ 일본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물론 일

본인들에게 있어 안중근의사에 대한 견해나 평가는 앞으

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동양평화의 사도’로 평

가되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평소부터 한국의 안중근의사에 관심을 가졌던 마키노 에이지 교수는 2006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일본 미야기현 대림사 법요에 

참석해 「안중근의사와 미즈노 기치타로(水野吉太郞)」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

적인 안중근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의거 100주년을 기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비교 분석한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안중근과 임마누엘 칸트의 평화사

상」《法政大學文學部紀要》 등 수 편의 간행물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마키노 교수는 안 의사의 유묵 반환 및 유해발굴을 위한 일본 내 자료조사 등 안중근

의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 지식인이다.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일본 호세이대 교수

전 동아시아칸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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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もに、こうした論争が活発にできたのである。

② 夏目漱石(Natsume,Souseki)の評価
2016年は夏目漱石（1867年-1916年）没後100年にあたり、
関連の文献が多数刊行された。晩年の夏目漱石の評価につい
ても、彼の明治政府や安重根評価に関連する資料の再照明に
資する機会に恵まれた年になるはずであった。だが、日本国
内の右傾化の影響により、実際には新たな資料は見られなか
った。国際ＮＧＯ『国境なき記者団』（本部・パリ）によれ
ば、2016年の日本の報道自由度は、調査対象の180カ国中72
位に下がった。ちなみに、民主党政権下の2010年では11位、
昨年は61位であった。安倍政権下での表現の自由は、年々低
下するばかりである。
近年の漱石研究については、むしろ韓国人による漱石評価に
興味深い指摘がみられた。1916年『東京朝日新聞』（1月1日
から21日まで9回）の連載記事『点頭録』（『漱石全集』岩
波書店、第11巻、1966年、pp.467-487.）で漱石は、1914年に
勃発した第一次世界大戦に対する所感を表明した。漱石は、
ドイツ、イギリス、フランスに対する「軍国主義批判」を展
開した。この批評について、『漱石と朝鮮』（金正勲著、中
央大学出版部、2010年2月）の著者は、「軍国主義がいかに人
類に破滅と犠牲をもたらすものかを赤裸々に述べた。彼[ 漱石]
は死を目前にしていたが、世界平和を願い、軍国主義を痛烈
に批判する勇気ある声を発した」。また「満州に象徴される
＜過去＞の持つ罪の絆から脱皮できない『門』の主人公の運
命も、近代日本に生きる人間に共通する運命であった」、と
指摘した。ちなみに漱石文庫には、1910年3月28日に刊行され

３．石川啄木と夏目漱石没後100年の安重根評価
① 石川啄木(Ishikawa,Takuboku)の評価
まず近代日本を代表する詩人の石川啄木による安重根評価
について、触れてみたい。石川啄木の詩集（1910年11月1日
『創作』所収）『九月の夜の不平』には韓国併合を批判した
表現がある。「地図の上朝鮮国に黒々と墨を塗りつつ秋風を
聴く」である。この詩については、1960年代以降、戦後を代
表する文学者の中野重治(Nakano,Sigeharu)をはじめ多くの日
本人文学者が、この詩には啄木が日本帝国主義による韓国の
強制併合を批判し、韓国独立が奪われ、植民地化された出来
事を憂いた気持ちが表れていると指摘してきた。また1970年
代以降、在日韓国人文学者からも同様の指摘がされるように
なった。
さらに『啄木詩集』所収「ココアのひと匙」には、「われは
知る、テロリストの悲しき心を、言葉とおこないとを分かち
がたきただひとつの心を、奪われたる言葉のかはりにおこな
いひをもて語らんとする心を、われとわがからだを敵に擲げ
つくる心を、（中略）はてしなき議論の後の冷えたるココア
のひと匙を啜り[すすり]て、そのうすにがき舌触りにわれは
知る、テロリストのかなしき、かなしき心を」。従来の通説
によれば、この詩に歌われた「テロリスト」は大逆事件の幸
徳秋水らを指すとされてきたが、最近では、安重根のことで
あるとする解釈もある。「韓国人のテロリスト」という表現
や「義挙」を示唆する文言は見られないが、韓国強制併合に
対する啄木の批判と関連付ければ、このように解釈する余地
はある。当時の日本で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民主化の影響
もあり現在の保守化傾向とは異なり、安重根再評価の動向と

日本人から見た
安重根の平和思想の 評価(下)
東洋平和と永遠平和の実現のために

2018年3月26日、安重根義士殉国108周年を迎え、安重根義士の東洋平和論を研究

してきた牧野英二(70)日本法政大学哲学科教授が訪韓した。彼は安重根義士追悼式

出席後、ヨンセ大学学術情報館で'日本人の見た安重根の平和思想評価'をテーマに

講演した。このうち、主な内容を要約し上半期に引き続き紹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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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が1冊保存されている。

③ 漱石没後100年の状況
徳冨蘆花、夏目漱石、石川啄木などの近代日本を代表する著
名な知識人は、多くが安重根の平和思想と救国の志の高さ、
崇高な精神に感動して、感銘を受けた。ちなみに、漱石没後
100年を記念して昨年刊行された書物のなかで、漱石研究者
の小森陽一(Komori,Youichi)東京大学教授は、「漱石における
＜文学の力＞とは何か」というテーマで執筆された文章の中
で、「『門』の出だしで安重根による伊藤博文殺害事件をめ
ぐる新聞記事が話題にされるのも、小説連載直前の死刑判決
と、＜韓国併合＞にいたるまでの歴史的過程を想起させるた
めだ。文庫本に適切な注釈があれば、21世紀の読者にも追体
験は可能になり、次の世代にも受け継ぐことが出来る」（佐
藤泰正編『漱石における＜文学の力＞とは』笠間書院、2016
年12月、pp.9-10.）と述べている。
最近の漱石ブームの中で、小森教授による読者の歴史意識と個
人的体験との結びつきを指摘する点は重要である。しかし、こ
の問題提起を文学の領域に限定すべきではない。安重根の伊藤
博文射殺という植民地支配に対する抵抗運動・祖国独立闘争の
実態こそ、日本の読者が追体験すべきであり、それが多くの日
本国民に共有されれば、「良心」のある日本人が増え、歴史
を冷静に見直し、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hate 
speech)という暴力や差別もなくなり、それによって「東洋平
和の実現の力」になるはずである。安重根が東洋平和論執筆の
狙いは、こうしたこと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

４．安重根研究会による安重根顕彰活動について
① 遺墨返還と日韓交流の動向
ここで日本国内でも知る人がほとんどいなくなった事実を公
にしてみたい。宮城県の大林寺の法要は、安重根の遺墨「爲
國獻身軍人本分」が千葉十七の遺族から韓国に返還されたこ
とをきっかけとして始められ、住職が代替わりしても現在ま
で続いており、大林寺には毎年9月、韓国から安重根義士崇慕
会・紀念館のメンバーや多数の在日韓国人が集まっている。
この法要には、1979年に「安重根研究会」の初代会長の安藤
豊禄(Andou,Toyoroku)小野田セメント元会長が、本会を創設
した前後からかかわっており、1992年には二代目会長・鹿野
琢見(Kano,Takumi)弁護士の時期に、安重根の遺族や安義士紀
念館館長らを招待しようと発議し、安重根の遺族が初めて日
本を訪問するという記念すべき事業が実現した。「来日した

のは、安義士の孫の黄恩珠（ホアン・ウンジュ）さん（64）
と甥の元韓国陸軍中将、安椿生（アン・チェンセン）さん
（80）（『朝日新聞』）1992年9月7日付」であった。

②「安重根研究会」の活動と会員の評価
初代会長の安藤豊禄は、「安重根研究会会報第1号」発行
(1987年10月14日)にあたり、「ご挨拶」の中で次のように述べ
ている。「わがこころのふるさと韓国、その国の安重根義士
は、国士としては勿論のこと一人の人間として大変に偉かっ
たと私は思うのであります」。
興味深いことに、会報発行頃の会員名簿（全34名）には安重
根が遺墨を贈った園木末吉(Sonoki,Suekichi)通訳官の娘の園木
淑子などの遺墨所有者3名の外に、安重根研究者の中野泰雄
(Nakano,Yasuo)亜細亜大学教授、副会長の鹿野琢見、そして
映画俳優として著名な菅原文太(Sugawara,Bunta)夫妻の名もあ
る。菅原文太は、2014年11月の沖縄知事選挙に立候補して当
選した翁長雄志(Onaga,Takesi)知事の応援に死の直前までかか
わり、安倍政権を厳しく批判した人物として日本国内では記
憶に新しい。
菅原文太は、11月１日の沖縄大集会の折に、「政治の役割
は二つあります。一つは国民を飢えさせないこと。安全な食
べ物を食べさせること。もう一つは、これが最も大事です。
絶対に戦争をしないこと」、と明言した。また彼は他の国民
との連帯にも触れて、「アメリカにも良心あつい人々はいま
す。中国にもいる。韓国にもいる。その、良心ある人々は国
は違え同じ人間だ。皆手を結び合おうよ」（『現代思想』
2015年4月臨時増刊号、青土社、p.22.）と演説した。菅原文
太の主張は、アジアの諸国民の連帯と結合を強調した点でも
安重根の見解と重なる内容である。この人心結合論は、「安
重根研究会」の会員としてふさわしい東洋平和論の思想を体
現した見解である。
ところで安藤豊禄は、子供時代から尊敬する安重根の顕彰活
動を続けただけでなく、伊藤博文とともにハルビンで安重
根に狙撃され命を落としそうになった人物の重要な証言を書
き残している。伊藤とともに狙撃された満鉄筆頭理事・田中
清次郎(Tanaka,Seijirou)と安藤豊禄との対話の記録によれば、
「通常ならば、〔安重根の銃弾を浴びて重傷を負った被害者
であるから、安重根を〕最も憎むべき環境にあった人であ
る。その田中さんは、あなたが今まで会った世界の人々で、
日本人を含め誰が一番偉いと思いますかとの私の問に対し
て、言下に＜それは安重根である＞と言い切った。＜残念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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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が＞という一語を添えて」（安藤豊禄著『韓国わが心の
故里』原書房、1984年、p.17.）。安藤によれば、「田中さん
は満州駐在の筆頭理事であるから当時シベリア鉄道で日本に
向かう世界の偉い人には殆ど全部会っている」のである。そ
れだけに田中清次郎の安重根評価は、きわめて重要な意味を
持っていると私は考えている。

③ 被害者の加害者性の自覚と再評価の視点
この驚くべき事実は、どのように理解すべきであろうか。い
わゆる被害者の田中清次郎は、伊藤博文を射殺した加害者の
安重根を＜世界で一番偉い人物である＞と断言したのであ
る。田中清次郎には、安重根の義挙がどのような歴史的意味
を持っていたかが理解できたのであろう。当時の韓国人の立
場に立って考えてみたとき、安重根の行動が正当であること
を田中は良く理解できたのだと思われる。田中清次郎は、自
分が韓国人であったなら、安重根のように祖国のために、家
族や子孫のために、わが身を犠牲にすることができたか。田
中は、幾度も自問自答したのであろう。彼は、韓国人の立場
であれば、自分はどのように感じかつ考えるか、をよりよく
想像できるだけの能力と良心を持っていた。また田中清次郎
は、日本政府が、安重根の国際法廷開設の要求を拒否して、
裁判開始前から死刑判決を要求した司法に対する不当な介入
に不条理を感じ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また安藤豊禄によれば、「私の会社の社員に平石君という人が
おって、平石君の父君は安重根当時の旅順高等法院長であっ
た。その平石院長は、事あるごとに安重根の立派な人物を激賞
していた由である」（上掲書、同頁）。平石氏人・高等法院長
もまた、田中清次郎と同様の考えを持っていたのであろう。
安藤豊禄は、「その[安重根の]人格の高さに低頭するのみであ
る。いま韓国最高の国士として全国民の讃仰を集めていること
は誠に当然のことである」（同頁）、と綴っている。
いずれにしても、100年以上前、旅順の監獄の所長や看
守、裁判所の検察官、判事、弁護士、通訳官だけでなく、
日本国内の知識人、例えば、安重根の遺墨の所有者・徳冨
蘆花、『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所蔵者の夏目漱石、実業
界の重鎮で伊藤博文の片腕・田中清次郎、また次の世代の
人々の安藤豊禄などは、安重根の平和思想と志の高さ、高
邁で崇高な精神に感動して強い感銘を受け、彼の死を悼
んでいた。さらに2017年8月の国際会議で、武者小路公秀
（Mushakouji,Kinhide）反差別国際運動前理事長・同日本委員
会理事長（元国連大学副学長）は、「世界の軍人のなかで安

重根は最も偉大な人物だ」、と私に向かって明言した。日本
国民の間には、100年以上にわたり、安重根の平和思想の意
義を正しく理解できた人々が相当数存在していたのである。

おわりに
最後に、安重根の弁護人を務めた水野吉太郎について触れさ
せていただきたい。
法政大学卒業生の水野弁護士は、安重根の裁判後、故郷の土
佐に帰り、高知弁護士会長や国会議員を務めた。彼は、思う
ところがあり、土地や田畑の多くを周辺の人たちに寄付した
ともいわれている。実際、彼のお墓はいまでは藪に覆われた
場所にひっそりと残っている。2016年11月11日、もともと
安重根が水野吉太郎に寄贈した遺墨 <志士仁人殺身成仁>（志
ある士と仁の人は己が身を殺して仁を成す）の所有者から韓
国に寄贈された日に、私は安重根義士紀念館の方々とともに
水野の墓詣りの機会を得た。彼もまた栗原典獄や千葉十七と
同様に、安重根の死刑判決によって人生観が変わり、その後
の生き方に大きな影響を受けた日本人の一人であった。安重
根の平和思想は、100年間、加害者・日本人の思想と生き方
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たのである。
水野は、あるとき小島徳治(Kojima,Tokuji)という同郷の人物
に向かって、「僕は安重根の事を思うと何時も涙ぐむ」（小
島徳治著『南國夜話』1948年、p.9.）と語っている。水野の
語るところによれば、「死刑執行の日は純白な朝鮮服を着し
看守につれられて[安重根が]執行場に現われた時は立ちなら
ぶ執行官も彼の神々しい姿に頭を垂れすすり泣くものもあっ
た。典獄[栗原貞吉刑務所長]が何かいうことはないかと訊ね
ると東洋平和のため万歳を三唱したいといったがこれは許さ
れなかったので三分間黙祷して絞首台に登った」。刑の執行
を見届けたあと、「水野弁護士はこの光景に深く心を痛め50
年間の弁護士生活中この事件以外一切死刑の弁護は引き受け
なかった」（上掲書、p.10.）、と言われている。
安重根の「義挙」による韓国独立と「東洋平和論」の理想
は、獄中で揮毫された多数の遺墨とともに、「良心のある」
日本人にとって、いまなお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歴史の事
実」であり、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歴史の記憶」であ
る。日本人による安重根に対する見方は、今後も変わること
があるかもしれない。だが、「東洋平和の使徒」と評価され
る「日本人から見た安重根像」は、今後100年経過したとし
ても変わらないことを願って、本講演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

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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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톺아보기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일 등 7개국 학생 교류의 장

‘제2회 안중근 글로벌 워크숍’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

념관은 한국·중국·일본 등 총 7개국 대학

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랜더대학 프

랭클린 라우시 교수와 연세대 한지은 한

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초청

해 강연 및 토론을 중심으로 ‘제2회 안중

근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2~13일 양일간 안중근의사기

념관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워

크숍에는 이수임 일본 류코쿠대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장, 박주 대구가톨릭

대 안중근연구소장, 고찬미 한국학중앙

연구원 위원을 비롯한 내빈과 학생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글로벌 워크

숍은 8월 12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전시

실 관람을 시작으로 8월 13일 제1주제인 

‘안중근의사 자서전 《안응칠역사》 분석’

과 지정토론에 이어 성균관 문묘 관람 순

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2주제인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에 대한 강연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지정 토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순으

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대학원

생 박기훈(고려대 한국사학과) 씨는 “두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안 의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대학

원생 이강원(고려대 한국사학과) 씨도 

“동양평화론으로 위시되는 안 의사의 신

념을 간접적으로나마 되새겨 볼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을 미래세대인 대학생에게 강의함으

로써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상을 구축

하고, 세계 각국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슈 & 줌 인

하얼빈 의거 109주년을 맞아 숭모회 회원, 시민 등 4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

터 9시까지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안중근평화음악

회가 열렸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

이 주관한 음악회는 대금과 판소리, 춤 등 다채로운 무대

로 펼쳐졌다. 안 의사의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전달

한 원장현 명인의 대금 공연을 필두로, 안중근의사의 업적

을 판소리 공연으로 완성시킨 안숙선 명창의  ‘안중근 열

사가’가 무대 위에 올려졌다. 이어 한국 춤의 미적 요소를 

절묘하게 표현한 진유림 명무의 살풀이 공연과 안 의사의 

나라사랑과 인류평화에 대한 정신을 우리소리 바라지가 

악기 연주를 통해 그려냈다.  

안중근의사의 삶을 재조명하다!

‘안중근평화음악회’

안중근 길라잡이! 동·하계 교원 직무연수

올바른 역사 교육, 우리 손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교원들의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안중근의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사를 배

우는 교원 직무연수를 매년 2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중 동계 교원 직무연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장 

등 1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하계 교원 직무연수 역시 초·중·고등학

교 교원 1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향상 과정 등 교과지도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

까지 3일간 진행된 교원 직무연수는 독립운동 관련 수업

시 깊이 있는 교육과 학생들의 역사의식 교육을 위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Issue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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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를 기억하다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안중근의사 행사 잇따라 

평화의 불씨로 독립의 물꼬 튼 
안 의사의 발자취를 따르다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9주년 기념식 개최

안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 기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400여명 참석

안중근의사 탄신 139주년 기념행사 열려

제15회 안중근의사 장학생 선발

“일본에는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는가.” 죽음을 초월한 그의 신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순국 당시 그의 나이 불과 서른한 살. 그는 짧지만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의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9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6

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사)안중근의사

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안중근의사의 외손녀 황은

주 여사, 안건영 안중근함 부함장과 승조원, (사)안중근의

사숭모회 회원,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기념식은 안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과 평

화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안중근의사 약전봉독 

안중근의사 탄신 139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11시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

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사)안중근의사숭

모회 임원·유가족·기념관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김황식 이사

장의 인사말씀 ▲참석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5회 안중근의사 

장학생’ 5명을 선발하고,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기념식 행사

에서 장학금을 수여했다. 

안중근의사 장학생은 안 의사의 

숭고한 위국헌신정신과 평화사

상을 추앙하고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

아 본회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됐다. 이번에 수여된 장학금 중 경광장학금은 교육자 출신인 故이

종락 선생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됐으며, 오정장학금은 (사)안

중근의사숭모회 민남규 부이사장의 출연에 의해 올해 신설됐으

며 전천후 장학금은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전진근 감사의 출연으

로, 매실장학금은 익명의 기부금으로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금 성명 학교

경광장학금
나호선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심리학과) 3학년

이병현 경희대학교 사학과 3학년

오정장학금 김현익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2학년

전천후장학금 원준기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3학년

매실장학금 이명원 강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사 ▲안중근장학금 수여 ▲기

념공연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1909년 10월 26일,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

지를 만천하에 알린 쾌거였다. 이후 안중근의사는 1909

년 11월 러시아 헌병대에서 뤼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

송됐고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은 후 40여 일 뒤

인 3월 26일 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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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사명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생애와 사상을 선양하다!

“미래 인재양성 위해” 장학금 기부 이어져

안중근의사 숭모사업의 숨은 주역,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은 2015년 유해찾기사업 지원

을 위해 1억 원을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부했다. 그

러던 중 올해 8월, 민 회장은 이를 “안 의사의 고귀한 애

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국내·외 널리 선양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 사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

다. 이에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민 회장의 아호를 따 

장학금 명칭을 ‘오정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장학생을 선

발하여, 지난 10월 26일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9주

년 기념식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민 회장은 장학기금 외에도 지난 9월에는 한일친선교류 

행사 지원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평소 안중근의사의 애국심과 사상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그는 6년 여 전부터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를 시작

으로 현재는 부이사장으로서 안 의사 숭모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인재를 키우겠다는 민 회장의 의지는 ‘나부터 상대를 섬

기자’며 덕(德)을 강조하는 회사 분위기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이는 나눔과 상생이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좌

독립운동 명문가 후손,

이성호 ㈜에이스트로닉스 회장

이성호 ㈜에이스트로닉스(ACETRONIX) 회장은 지난 10월 

29일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써 달라”

며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장학기금을 기부한 

이성호 회장은 독립유공자 이용혁 선생의 손자이자 정대호 

선생의 손녀사위이며,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안중근아카데

미 12기를 수료한 안중근홍보대사이기도 하다.

특히, 독립유공자 정대호 선생은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이전, 안 의사의 부탁으로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였다. 

이 회장은 이같이 안 의사와 인연이 있는 정대호 선생의 유

지를 받들어 장학금 명칭도 그의 이름을 따서 ‘안중근대호

장학금’으로 명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2003년부터 매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중근장학생을 선발

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금 지급은 기부 받은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금년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부한 분들이 있어 기부배경 등을 들어봤다.

이 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안 의사를 단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로만 알고 있는데, 안 의사는 독립투사를 

넘어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쓴 교육가요, 문무를 겸비

한 선비이자 의병장이었으며, 탁월한 정치 사상가이자 진

정한 평화주의자였다”면서 “이러한 안 의사의 참모습을 앞

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대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학기금을 기부하게 된 것도 

이러한 안중근의사를 연구할 전문 학자를 길러내서, 이들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안 의사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있

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

근의사기념관이 중심이 되어, 모교인 연세대학교 안중근사

료·연구센터와 손을 맞잡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안중근의사

의 정신과 사상을 알리는데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

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1910년대 제작된 ‘안중근 사진엽서’도 금년 

5월에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기념관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증했다.  

우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뤄낼 수 있

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 

기부와 나눔을 행하고 있는 민 회장을 따라 부인 황영

희 여사도 수년째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등 사회공

헌에 앞장서고 있다. 

민남규 회장은 잇따른 기부와 선행으로 지난 2014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 자선가 4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  기증된 안중근 사진엽서

 (자세한 내용은 50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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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알게 됐습니다”

제7회 안중근의사 
자서전 독후감쓰기 대회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알리기 위해 안중근의사의 옥중 자서전인 《안응칠역사》 독후감쓰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11개교 3,21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전국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안중근의

사 자서전 독후감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개최와 수상자 선

발은 각 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학교장상과 기념관

에서 제공하는 부상이 수여됐다. 기념관에서는 시상식과 수업시

간을 활용해 안중근의사 관련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많은 학생들

에게 안 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

히 서울 장훈고에서는 동영상 상영 외에도 한성일 안중근홍보대

사 겸 건국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

됐다. 기념관에서는 이번 대회를 

마치며 <수상작 모음집>을 제작

해 독후감쓰기 대회에 참여한 학교

와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수상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

여한 학생들에게 안중근의사기념

관을 알렸다.  

전남 여도중(2~3학년)

전남 여수중앙여중(1~3학년)

전북 황등중(1~3학년)

충북 단양고(1~2학년)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8~11학년)

경기 양주백석고(2학년)

서울 광문고(1학년)

서울 장훈고(1~2학년)

서울 중산고(2학년)

전남 광양백운고(2~3학년)

전남 목포마리아회고(1~2학년)

참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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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안중근

안중근의사기념관, 청소년 교육에 박차

초·중학생들 “안 의사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초등학생 대상> 

제16회 여름방학 안중근평화학교 개최

2018 제16회 안중근평화학교가 ‘민족의 독립을 꿈꾼 안중근’이

라는 주제로 지난 8월 6~7일 양일간 안중근의사기념관 교육실

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화학교에는 초등학교 1~3학년 30명과 

4~6학년 30명 등 60명이 참여해 안 의사의 생애와 주요 행적

들을 배웠다. 또한 안중근의사기념관 인근을 탐방하면서 나라

를 잃어버려서 어려웠던 시절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중학생 대상> 

인터넷 역사신문 『안중근일보』 만들기 프로그램 신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인터넷 역사신문 ‘안중근일보 만들기’

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2일 신도림중학교 학생 28명을 시작으

로 총 5회에 걸쳐 115명이 참여했다. 새롭게 진행된 이번 프로

그램은 중학교 역사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전시실을 둘러

본 뒤 안중근의사의 의거 당시 기자 입장에서 취재기사를 작성

해 『안중근일보』를 만들어 봄으로써 안 의사의 행적과 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반인 대상> 

2018 체험박람회 통해 안 의사 사상 알려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주관한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에 참가해, 안중근의사의 독립을 위한 주요 활동사항을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알렸다. 8월 14~15일 ‘독립

민주축제’를 주제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는 안 의사의 옥중 유묵 ‘인내(忍耐)’를 직접 붓으로 써 보는 체험을 하도록 했고, 10월 20~21일 ‘전국을 깨운 나라사랑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현충시설 체험박람회에서는 교구를 활용한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장면 만

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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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이사장, 

일본 한복판서 안중근을 외치다!

안중근의사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디딤돌

지난 9월, 일본 한복판에서 안중근의사와 관련

된 강연이 펼쳐졌다. 주제는 안중근의사의 사상

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한·일 관계

의 바람직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요 골자였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

떠했을까. 그날의 현장을 소개한다.

한·일 관계 해법에 「동양평화론」 제시

“안 의사의 뜻과 평화정신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로 나아

가는 디딤돌이지, 결코 걸림돌이 아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를 이해하고 알리는 일에 일본인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잔뜩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안중근의사의 가

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발언에 장내는 일순간 술렁였

다. 일본인이 주최한, 그것도 수백 여 명의 일본인들이 참

석한, 일본의 한 강연장에서의 발언인 만큼 사람들의 동

현장 포커스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요는 컸다. 사실상 대다수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안 의사

는 여전히 우리와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듯, 강연자는 안중근의사의 

역할론을 또박또박 힘주어 이어나갔다.

“당시 뤼순감옥의 일본 관헌들조차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살은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

한 의거였다’고 평가했다. 모두들 안 의사가 숭고하고 뛰

어난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고 

존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9월 11일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이 일

본 고치(高知) 산스이엔 호텔에서 진행한 강연의 한 장면

이다. 이날 김 이사장은 ‘한일우호협력과 안중근의 동양

평화사상’을 주제로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

로 강연을 펼쳤다. 

김 이사장은 안 의사가 뤼순옥중에서 미완으로 남긴 「동

양평화론」을 가리켜 “각각 독립한 한·중·일 3국이 서로 화

합하고 동맹하여 평화를 이루고, 구주 및 세계 각국과도 

평화를 이루자는 원대한 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날 강연이 끝나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

가 이어졌다.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안중근의사 특강’

김황식 이사장의 강연은 고치현 일한친선교류협회 주최

로 열렸다. 일본 한복판에서 안 의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연이었던 만큼 애당초 높은 참여율은 기대하

기 어려웠다. 양국 간 관계 악화는 물론, 혐한 시위 등 한

국을 향한 일부 일본인들의 그릇된 반한 감정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괜한 우려였음이 곧 드러났다. 이날 

강연에는 니시모리 시오조(西森潮三) 전(前) 고치현 의회 

의장을 필두로, 사카모토 다카유키(板本孝幸) 부의장과 

현직 의원들, 고치대 학장과 고치상공회의소 소장 등 각

계 인사와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강연 참석을 위해 멀리 시마네현(島根縣)에서 

온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을 비롯해, 사가현(佐賀県)에 안중근의사 동양평화기원비

를 건립한 이토야마 마사코(糸山眞差子), 야마사키 게이

코(山綺惠子) 일행 등의 참석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고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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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 의사의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지역

이다. 관선 변호사였던 미즈노 키치타로(水野吉太郞)를 

비롯해, 안중근의사를 취조했던 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

(溝淵孝雄)와 야스오카 세이시로(安岡淸四郞), 뤼순고등

법원장 히라이시 우진도(平石氏人), 관동도독부 경부 야

기 마사노리(八木正禮) 등도 모두 고치 출신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중근의사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해 

그를 존경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안 의사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옥중에서 안 의사로부터 받은 유묵을 

귀중히 간직하다 후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기증했다. 

특히 야스오카 세이시로 검사는 생전 가족들에게 “지금

까지 만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안중근이다”라

고 했는가 하면, 미즈노 키치타로 관선 변호사는 “나는 안

중근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황식 이사장은 오카자키 세이야(岡崎誠也) 고치시

장을 만나 “안중근의사와 고치 출신 관계자들이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고치 지역을 넘어 일본과 한국

이 보다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날 강연에는 뜻밖의 귀한 손님도 찾아

왔다. 지난 2002년 안중근의사의 유묵 〈언충신행독경만

방가행(言忠信行篤敬蠻邦可行, 말에 성실과 신의가 있고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면 비록 야만의 나라에서도 이를 

따르리라)〉를 기증했던 고(故) 야기 마사즈미(八木正澄) 

선생의 장녀와 손녀였다. 김 이사장은 강연 전 이들을 만

나 다시 한 번 안 의사의 고귀한 유묵을 기증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날, 그들은 김황식 이사장의 진심을 담은 강연

에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100여 년을 뛰어넘는 안 의사와의 ‘깊은 인연’

이날 강연을 주최한 니시모리 전(前) 고치현의회 의장은 

“이웃나라인 한국에 많은 폐를 끼쳤던 것에 대해 일본 국

민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사)안중근의

사숭모회 이사장이신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를 모시게 

됐다”고 강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고치(高知) 지역은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 수감됐을 당

주요 소식

넷피엑스(대표 김용태)는 지난 9월 21일 광

복 73주년을 맞아 독립투사를 기억하고 기

리기 위한 티셔츠 <독립군:獨立軍>를 제작,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수익금의 일부를 안

중근의사기념관에 전달했다. 넷피엑스 측은 

기부와 관련해 “대한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

친 민족의 영웅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

관은 ㈜태인 이상현 대표로부터 안 의사 관

련 자료를 지난 8월 13일 기증받았다. 기증

자료 중에는 1904년 일본 제일은행권 화

폐를 비롯해 2004년 북한에서 안 의사 탄

신 125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100매 한정 

안중근의사 기념우표와 기념주화, 엽서, 메

달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제일은행권 화폐는 안 의사가 뤼순법

정에서 설파한 이토 히로부미 15개 죄약 중 하나에 등장하는 화폐로 대한제국의 백동화를 대신해 

통용됨으로써 대한제국의 통화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상현 대표는 “우리 지폐에 안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

열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늘 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증 소감을 밝혔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기념관은 이번에 기증된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를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전시하여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넷피엑스 올해도 판매수익금 기부

㈜태인 이상현 대표,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 기증

주요소식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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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조찬강연회가 지난 8월 23

일과 11월 15일 2차례에 걸쳐 서울클럽에서 개최됐다. 

이중 8월 23일에는 도진순 창원대학교 교수가 ‘동양평

화론과 안중근 유고’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11월 

15일에는 ‘최서면, 안중근의사를 말하다’를 주제로 최서

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강연했다.

지난 10월 23일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자성 회

장이 기념관을 방문해 김황식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

다. 윤 회장의 친조부인 윤능효 선생은 안중근의사가 항

일투쟁를 벌일 당시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부친 윤경학 

목사는 “안 의사의 애국·희생정신을 미주 한인들에게도 

심어주겠다”며 1987년 LA에서 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2012년 윤 목사가 작고한 이후, 윤 회장 역시 부친의 뜻

을 받들어 매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 순국일에 추모식

등 계기행사를 개최하며 미주 지역에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알리는데 진력하고 있다.

순흥안씨 참판공파(회장 안호택) 종친회는 지난 11월 21일 안정근지사의 부

인 이정서 여사의 묘지를 파주시 소재 일산공원묘역에서 남양주시의 순흥안

씨 참판공파 종중 선영으로 이전 봉안했다.

안정근지사(1885~1949)는 안중근의사의 동생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의원을 지냈으며 198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5시 정기이사회를, 안중근의사기념관은 12월 13일 오후 4시 30분 운영위원

회를 안중근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각각 개최했다.

지난 11월 12일, 일본 고치현 니시모리 전(前) 의회 의장 일행이 안중

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하여 김황식 이사장과 환담했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본회 임원진의 고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날 니시모리 의

장은 “고치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안중근의사와 인연이 깊은 곳인 

만큼 지금의 고치현민이 이를 잘 알고 안중근의사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황식 이사장은 “100여년 전 고치분들이 안 의사의 의거를 이

해하고 동양평화 사상에 깊이 감동했듯이, 안 의사와 이들의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치현 내 상징물 건립을 제안하

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조찬강연회 열려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장 방문

안정근지사 부인 이정서 여사 묘지 이전 봉안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정기이사회·안중근의사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고치현 니시모리 시오죠(西森潮三） 의장 일행 방문

<인사>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 사임(2018. 11. 16)

<재선임>

안영홍 부이사장 ㈜순흥테크 회장

안용석 상임이사 대화건설㈜ 회장, 순흥안씨 대종회 회장

안근배 이사 순흥안씨 참판공파 부회장

장성훈 이사 ㈜PS오성 대표이사

<선임>

권태균 이사 옛골토성 대표, 글로벌 아리랑 응원단 단장 겸 회장

박종근 이사 ㈜늘푸른수성 대표이사,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정훈훈 이사 정훈 치과의원 원장(치의학박사), 국제치과 문화교류협회 회장 

(사)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 임직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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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방명록 愛人 안중근, 사람을 사랑하다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았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은 주요 인사들을 소개한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43명 

지난 8월 14일 국외에 거주하는 독

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중근의사기

념관을 찾았다. 이중에는 안중근의

사의 증손자 토니 안, 외증손자 이

명철씨를 비롯해, 가문 일가가 미국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7명

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미주지역 

최대 독립운동가문 강명화 선생의 후손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임에도 대한

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미국인 조지 애쉬모어 피치와 중국인 저보성

의 후손도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중 조지 애쉬모어 피치는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김구 일행을 보호하고, 1940년대 중국 정부에 임시정부 승인을 호소했

다. 저보성은 중국 정치가이자 사회활동가로 신해혁명 이후 항일 투쟁 활동

을 펼쳤으며, 김구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신변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오영순·이의순 선생과 장현근·신정숙 선생

의 후손, 그리고 광복군 작전에 참가한 임평 선생의 후손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보훈처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지

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를 개최하면서 이뤄졌다. 초청기간 동안 후손들은 8월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청와대 초청 오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안중근의사기념

관 관람,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분단과 화합의 역

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일정에 참여했다.

서울지방관할 기관장협의회

기념관서 나라사랑정신 되새겨

10월 18일 오전, 서울지방관할 기관장협의회인 ‘서청회’

의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 변

희석 서울지방조달청장, 박종석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일

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

관장의 안내로 기념관을 관람했다. 이날 서청회 관계자들

은 안 의사 좌상에 헌화·참배하고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위국헌신상 수상자들, 일제히 기념관 찾아

11월 13일 국가안보에 기여한 ‘제9회 위국헌신상’ 수상자

와 가족들이 시상식에 앞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 안

중근의사 좌상에 참배했다.

이날 기념관을 찾은 이재희 육군 소령은 2014년 8월 유

엔 남수단임무단 일원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교

전 당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했다. 또한 정용희 해군 상

사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구조작전을 펼쳤다. 그리

고 권희진 중령은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당시 사상자

를 신속하게 후송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으며, 조성호 

중령은 2016년 최전방 근무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부하를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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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숭모사업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신규 표시2018.1.1.~12.31.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영홍 순흥테크㈜ 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근고문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김경희 전 ㈜용마공영 회장

 안용석 대화건설㈜ 회장

 이영옥 전 안중근의사기념관장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

 곽준상(신)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권태균(신) 옛골토성 대표

 김규완(신) ㈜기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권영호

권오성

김대현

김승기

김애실

김월배

김윤자

김재영

김종남

김주태

김철환(신)

김홍렬

나영주

노수문

동문성

류종묵

문원상

박덕헌

박병환

박상규

박용옥

박인호

박종범(신)

박한지

박현수

박효가(신)

 김대현 ㈜페이펄유통 대표이사

 김영재(신)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박귀언 여순순국선열재단 상임이사

 박병환 전 주 러시아 경제공사

 박종근(신) ㈜늘푸른수성 대표이사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안경오 ㈜삼화상사 대표이사

 안근배 순흥안씨 참판공파 부회장

 안병광(신) ㈜유니온약품 회장

 안완기 순흥안씨 참판공파 성령공 종중회장

 안진근 순흥안씨 참판공파 사무총장

 안호택 ㈜디셈 대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반경오(신)

방효갑

배금원

백의웅

백주용

서은철

서홍우,한춘희

선주영

손봉석

손인춘

송지호(신)

신길현

신영건

법인 임원

평생회원

오정장학금: 민남규 (1억원) 대호장학금: 이성호 (1억원) 매실장학금: 익  명 (3천 3백만원) 전천후장학금 : 전진근 (250만원)

안중근 장학기금 후원

윤종구 천우항측㈜ 기술고문

윤현주 윤현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상림 공간그룹 대표 

이우식 올라이트라이프㈜ 회장

장성훈 ㈜PS오성 대표이사

정지욱 ㈜대덕시스템 대표이사

정정훈(신) 정훈치과의원 원장

김상옥 전 화인코리아 사장

전진근 서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안봉락 중국 신생활그룹 회장

안재성 리치 주택건설㈜ 회장

유상준 

蔣賢云 제주 분마이호랜드 회장

신현재

안광웅

안군준

안기영

안덕주

안세준

안재관

안종일

안종채

안지현

안철범

안희돈

양정호

양창선

여수진

유명옥

윤종구

윤형한

이강녕

이강연

이경림

이경표(신)

이기선

이호담

이동춘

이미금

이배용

이봉석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

이석형

이수광

이수진

이용훈

이우진

이웅열

이원영

이정홍

이종경

이태진

이혜균

이호호

장재덕

전순영

전종갑

전진근

정재호

정준영

정지욱

정하철

최석진

최을호

최인훈

최재승

최진일

한성일

황덕호

황은주

황치봉

다카하시 고준

(高橋公純)

책으로 만나는 안중근의 사상

최초로 출간된 다국어 단행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출간일: 2018년 11월 15일

쪽수: 228쪽

무게: 397g

크기: 30*175*20mm 

서울셀렉션

안중근의사의 사상은 「동양평화론」이 핵심이다. 

이 책은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우리 말 등 4개 국어로 번역해 한 권으로 엮었다.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전하는 기록은 현재 두 가지가 남아 있다. 하나는 안 

의사와 일본 고등법원장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와 사형 집행으로 미완

성된 원고 「동양평화론」이 그것이다. 이중 유고 「동양평화론」이 사상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면  「청취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겨 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이 두 개의 원고를 묶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발간했다. 

서문과 해설은 이영옥 전(前) 안중근의사기념관장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동양평화론」은 세계 지성을 향한 성명서로 그 논설은 명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미완의 글이지만 큰 울림을 준다. 안중근의 발언을 기록한 「청취서」에 

담긴 동양 평화 전략은 대단히 앞서간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와 공용화폐, 공

동 군대 창설 등 안중근의 구상은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으로 유럽연합

(EU)보다 반세기나 앞선 것이다.” 

당시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역학관계에 좌우됐고 지금 21세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국내 최

초로 출간되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다국어 단행본은 지금 시대에도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는 「동양평화론」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의 번역 및 감수는 신현하, 김월배, 손태수 교수를 비롯해 숀 노만딘, 도리

우미 유타카, 왕젠런, 양수지 등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참여했다. 한문으로 

쓴 「동양평화론」과 예전 일본어로 쓰여진 「청취서」를 현대적 문장에 맞춰 번역

해 누구나 쉽게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과 비전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

록으로는 「동양평화론」과 「청취서」의 원문 이미지를 수록했다.  

신간 소개 숭모사업 후원 명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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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모사업 후원 명단(2)

김미애

김헌정

문한식

특별회원·일반회원

박병휴

오세형

이관우

<10만원 이상>

고재신

김범상

김병국

김병로

김연준

김장규

김점숙

김주희

김현재(신)

김황규

도재숙

서서숙

서예준

안세헌

안재식

안현문

양동완

이정구

정인주

지영민

한옥동

황민재

<10만원 이하>

강성부

강인철(신)

강종구

고혜숙(신)

기민정

김건엽(신)

김기영

김미겸

김병렬

김석진

김성철(신)

김수겸

김종진

김학수

김현동

민명주

박경화

이은석

임채민

조용민(신)

조현미(신)

최창섭

안중근함 장병 일동

박기선

박상순

박영복

박채환

심오택

안광순

안문영

안봉희

안승헌

안준길

안준희

안찬근(신)

양 미

양수복(신)

양영국(신)

오점수

윤화섭(신)

이금남

이병복

이상훈

이선아

이승무

이원술

이행진

이호영

장세진

장정자

전대홍

전태수

정경현

주은아

진미선

최숙남

최숙희

최영훈

최정훈

최진

최찬비

태원우

현미옥

홍왕기(신)

서안메밀집 서연희 (신)

김경진

민남규

박현수

이충길

㈜영산글로넷

광복회 충북도지부 청주지회

신길현 평생회원 

<10만원 이상>

김우재

김영탁

<10만원 이하>

김윤경

박소정

㈜진흥안전관리

㈜포스트엑스 NETPX

㈜호텔롯데

관양고등학교 동아리‘한인애국단’

고대 등산회

서청회원 일동

이상근 NICE 대표 

박효진

안경민

배소영

배소희(신)

특별 후원금

기념관 후원

기념관 추모실 헌화

다카하시 다츠히로 (高橋龍洋) 

다카하시 다츠히사 (高橋龍壽)

다카하시 지나 (高橋智那)

다카하시 지운 (高橋智雲)

다카하지 지유 (高橋智由) 

다카하시 치카 (高橋千華) 

단 이사오 (段勳)

도요즈미 신지 (豊住伸治) 

다카하시 에츠코 (高橋悅子) 

법무법인 평안

가노 겐 (鹿野元) 

야마가와 아키라 (山川曉) 

치바 히데키 (千葉英樹) 

史談會 (일본 구리하리市)

이수진

이연조

장낙승

조성태

최은경

최정은 

유수진(신)

이장노

<30만원 이상 특별회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Tel)
H.P)

e-mail

자택주소
 ( 우           )

직장주소
 ( 우           )

직 장 명 직 위

가입동기/
추천인

※ 회비납부방법은 CMS 자동이체 또는 본인이 직접 입금 하는 계좌이체 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등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CMS 자동이체

  ① 일반회원    □ 월 5,000원                 □ 월 10,000원

  ② 특별회원    □ 월 30,000원               □ 월 50,000원

  ③ 희망금액    □ 월              원 

 ※ 연 합계금액 60,000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에 한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동이체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뒷면 ‘CMS출금이체신청서’를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송부 바랍니다.
※ 매월 20일 자동 출금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

계좌이체
※ 본인 직접 입금

 ① 일반회원    연  60,000원

 ② 특별회원    연 360,000원

 ③ 평생회원     1,000,000원 (1회에 한함)

● 납부계좌 : 농       협   097-01-17428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우리은행   009-177521-01-00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귀중

 
  (04636)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Tel) 02-771-4195,6   Fax) 02-753-5033
  patriot1909@gmail.com
  http://www.patriot.or.kr

※ 회비납부(계좌이체 포함)시 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
취
선

주   소
문   의
e - m a i l
홈페이지

안중근사랑(숭모) 회원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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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를 담은

한 장의 빛바랜 엽서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동양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중근의사의 의지는 곧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달됐다. 이들은 안중근의사의 사진엽서를 간직하고 그를 

기억하였으며, 개중에는 안중근의사를 가슴에 품은 채 

항일운동을 하다 스러져 갔다. 

안중근의사 사진엽서는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사를 범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발행하였

으나, 그 의도와는 달리 안중근의사를 숭모하는 이들 사

이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심지어 일본의 혁명가 고

토쿠 슈스이(幸德秋水)는 ‘천황 암살 모의죄’로 체포될 당

시, 이 엽서에 실린 것과 같은 사진에 자신이 지은 시(詩)

를 적어 품 안에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안중근의사 엽서 판매 열기가 신문광고에까지 등

장하자 일제는 안중근의사의 사진과 엽서 발매를 금지하

고 압수하였다.

1910년대, 14.2×9.0㎝, 안중근의사기념관 소장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한인(韓人)은 고래(古

來)로부터 암살의 맹약(盟約)을 할 때 무명지(無名指)를 

절단하는 오랜 관습(舊慣)이 있다.”  

이 엽서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순국 109주기 추모식·국제친선교류회 

탄신 140주년 기념행사·일본 미야기현 추모법요  

하얼빈 의거 110주년 기념식

교원 직무연수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15기 안중근 아카데미

제3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

시민역사강좌 ‘독립운동가 열전’

국제학술회의(일본 류코쿠대학)

 제17회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 

제8회 안중근의사 자서전 독후감쓰기 대회 

제16회 안중근장학생 선발

의거 110주년 기념, 기증특별전

의거 110주년 기념, 안중근평화음악회 

소식지 발간(47 ~ 48호)

3월 26일

9월 2일 / 9월 8일

10월 26일

동계 1월 / 하계 8월

1월~11월

3월~6월

6월 

10월~11월

11월 2일~4일

1월~3월 

2월~12월

9~10월

9~10월

10월

6월, 12월

사업계획

2019년 주요사업 일정

선양·홍보사업

기념·추모행사

교육·학술사업

이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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