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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일본국 안중근 의사 추모 및 한일 친선 교류회 참석기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김 영 수

일본 센다이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구리하라(栗原)에는 

신문기자 출신의 사이또 다이껜 주지가 관리하는 대림사란 절

이 있고, 그곳에는 안중근의사와 치바 도시치의 위패가 있고 

기념비가 있다. 1981년부터 해마다 9월이 오면 이들에 대한 추

모예식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 올해는 34회로 안의사 순국 104

주년이 되는 해이다.

안의사는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분이다. 일본 헌병 상등병이

었던 치바 도시치는 안의사 전담 간수로서 5개월간 수감생활을 같이하면서 조국을 위해 몸

과 마음을 바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화되어 마지막 날 형장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경례까지 올렸다고 한다. 수감 중 안의사는 동양평화론 등을 집필했고, 또 많은 유묵

을 남겼다.

보통 옥중 육필을 받은 사람들은 형무소장, 간수, 형사, 판사, 검찰관, 교화승 등 일인들이

었다. 치바도 평소에 유묵을 하나 얻고 싶어했었다. 사형집행 전날 “내일 오전에 형 집행이 

있을 것 같다”는 정보를 흘려 준 때문이었는지 원하는 유묵을 써 줄 터이니 화선지를 준비해 

오라고 했으나 갑자기 종이가 없어 명주천을 가져다 드려 거기에 마지막 유묵인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됐다. 유일하게 명주천에 남긴 유묵이다. 이 유묵은 유가

족을 비롯한 대림사 지역주민 및 신도회가 주축이 되어 대형 비석에 새겨 대림사 마당 전면

에 세웠다. 

치바가 퇴역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안의사의 사진과 유묵을 소중히 모시면서 조석으로 

안의사의 명복을 빌었고 그의 사후에는 부인이 대신 예를 올렸다고 한다. 자식이 없어 조카 

미우라 구리코를 양녀로 삼아 이 일을 이어가게 했고, 1979년 안의사 탄신 100주년 되는 해

에 미우라가 한국 안중근기념관에 기증한 바 있다. 

안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아는 일본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인물임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일

본에서 출간된 서적이나 논문도 상당수 있고, 유묵 3점이 보관된 교토의 류코쿠 대학에는 사

회과학연구소 부속으로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를 두고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연구를 하

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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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림사는 주지 한 사람이 선친의 대를 이어 딸과 함께 운영하는 절로서 치바의 부인

이 다니던 절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치바 부부의 묘와 석비와 위패가 안중근의 위패 및 유묵

비와 함께 세워져 두 사람간의 우정을 기리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림사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치바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고 그 집 바로 

옆에는 청운사라는 절이 있다. 구리하라에는 지역 명사, 대학교수, 시 및 현 의원 등으로 구성

된 사담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안중근과 치바 도시치의 위패는 생가가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두 절에서  같은 행사가 날자만 달리하여 시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한 시골 마을의 절들이 이로 인해 방문객도 늘어나고 유명해지고 있다고 한다. 약 7년 전 

쯤 숭모회 안용석 이사가 현지를 여행하다 태풍으로 파괴된 도로가 보수공사 중이어서 이동

이 어려워져 가까운 곳에 쉬어 갈 만한 암자가 하나 있다고 하여 가 보았더니, 우연히 들어선 

그곳에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안중근의사 유묵비가 서 있었고 안의사와 치바거사를 추모

하는 현장임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과의 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다소 냉각된 한일관계 때문에 한국관광객의 수는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사실 한일 

관계는 친선을 잘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고 일본국민들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데, 지도자

들이 정권유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 야스쿠니, 독도 등을 이용해 국민을 자극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섬은 1,000여 개나 되고 다케시마가 무려 30개나 되, 일본인들은 원래 독도를 몰

랐다고 한다. 이때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자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한국영토임이 공

표된 시점이었다. 한 현의원 출마자가 선거용으로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브로에게 더 멀리 

더 넓은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고 정부에 독도 편입청원을 유인했고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고 명명하고 1905년 1월 28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거

짓말도 하나의 방법이란 일본 속담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특별히 이번 행사 후 여정에 윤봉길의사 암장적비를 찾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의사가 

상해 홍구공원 의거 이후 가나가와에 잡혀와 총살된 후 나가노 시영 노다산묘지로 올라가는 

샛길에 묻어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도록 했었다. 지금은 재일한인들이 새로 세운 순국기념비

가 세워져 있었다. 일인들은 천황을 위해 극악무도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일본의 기미가요

는 “긴 세월 아주 긴 세월 강가의 돌에 이끼 낄 때까지 우리 천황 오래 살기 바랍니다.”라는 

뜻이란다. 이것은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천황가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학자들이 지난 

100년을 근거로 정리한 대표적 일본국민성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도주의라는 것이고 생명

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악용한 군부, 관료에 의해 국민은 눈 뜬 장님 신세가 되

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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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웅을 죽인 안의사를 일본에서는 추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과 개인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안의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며 존경하고, 발표된 연구논문이나 서적도 상당수 있고, 교토에 

있는 류코쿠 대학에는 안의사 유묵이 3점이나 보관되어 있고,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가 구성되어 있다. 

1910년 3월 26일 형 집행 당일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유명한 글을 남겼다. 이 유묵의 내

용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爲國獻身 國民本分이란 의미로 넓게 활

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이에 제안하는 바이다.

안의사의 어머니는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다. 파페라 가수 듀오아임은 이를 근거로 작곡 작사한 노래를 한

일친선 교류회장에서 불러 눈물을 복받치게 하는 큰 감동을 자아내 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