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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
◆11 月 18 日（土）
＜特別閲覧＞ 12:00～15:30 22 号館 107 教室
龍谷大学図書館主催「安重根遺墨『獨立』等関係資料展示（レプリカ）
挨拶：寺山壽範住職（明正寺）
＜国際学術会議＞ 13：00～18：30 22 号館 101 教室
第Ⅰ部：特別講演
13：15～ 李英玉（安重根義士紀念館館長）
「安重根―アジア初の地域共同体という構想」
第Ⅱ部：東アジアの歴史をめぐる越境的対話―記念講演と学術シンポジウム―
13:45～ 記念講演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植民地支配・戦争裁判・賠償から考える」
15:00～ 学術シンポジウム
〔発表者〕
李娜榮 （中央大学教授）
「フェミニストの観点から見た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運動」
都珍淳 （昌原大学教授）
「安重根と日本の平和運動：幸徳秋水・徳富蘆花・石川啄木の関係を中心に」
新田光子（龍谷大学） 「植民地と神社神道」
〔討論者〕
金昌祿 （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山下明子（
（公財）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嘱託研究員）
重本直利（龍谷大学教授）
崔柄憲 （ソウル大学名誉教授）
〔コーディネーター〕平田厚志（龍谷大学名誉教授）

◆11 月 19 日（日） 11:00～17:30 21 号館 604 教室
第Ⅲ部：東アジアの歴史をめぐる越境的対話―映画上映とトーク―
「映画『沈黙 立ち上がる慰安婦』から考える『慰安婦』問題のいま」
10:30～ 開場
11:00～ 映画「鬼郷」上映
13:00～ 休憩
14:00～ 映画「沈黙 立ち上がる慰安婦」上映
15:50～ 朴壽南監督によるトークおよびコメンテーターの発言
17:30
終了
※同会場にて「未来のための歴史パネル展」を開催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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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挨拶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付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長
李洙任

Lee Soo im

今回の日韓国際学術会議は、安重根義士紀念館（ソウル市南山）との共催のもとに開催す
る四回目の国際学術会議となります。安重根義士紀念館の李英玉館長、事務局長李惠筠様の
誠意ある友情に改めてお礼申し上げます。国際学術会議の回を重ねるごとに、安重根の行動
と思想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龍谷大学所蔵の遺墨の重要性を再認識しています。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付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は 2013 年 4 月 1 日に発足
しました。 この発足に先立って、「韓国併合」の 1910 年から数 えて 101 年目である
2011 年 3 月 27 日、龍谷大学主催で「日韓交流、新たな時代へ―日本における安重根
関係資料の存在意義―」と題された講演会が開催されています。本講演会は、龍谷大学図
書館と安重根義士紀念館との間で学術研究・交流に関する協定書締結を記念して実施され
たものです。本協定により、資料活用と教育・研究の発展を目指すとともに、日本と韓国（以
後、日韓とする）友好関係の強い絆を築くことが両機関によって確認されました。
近年は日韓だけでなく、日中韓においてもかつてないほど緊張感が高まり、不必要な摩擦
が生じています。そのような時代だからこそ、両国の関係の実相を知り、そこから教訓を学
びとり、若い世代への教育に反映することが重要と言え、最高学府である大学は政治的要因
に振り回されることなく冷静に未来志向の教育を実践し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ます。
私たちのセンターは、日韓未来交流のあり方を、特に事業的側面を中心にしながら新たな
提案を行うことを目的としてきました。具体的な事業のあり方が日韓市民社会の形成の基
盤づくりとなり、EU の「東アジア版」としての未来展望につながると言えます。今、世界
中で nationalism が隆盛し、
「他者」に対する反感、排除、嫌悪の気分が蔓延する事象が見
られ、日本も例外ではなく大きな問題となりつつあります。東アジアの歴史的和解、地域統
合の前途は多難ですが、その目標を目指してこそ、東アジア地域全体の安定につながると言
えます。
龍谷大学は、浄土真宗本願寺派（西本願寺）関係の学校のうち、最高学府たるポジション
を占めています。江戸時代初頭の創立期から宗門の宗学研讃・僧侶養成の学校として、紆余
曲折を辿り発展してきましたが、今や 10 の学部と 9 つの研究科がある総合大学となりま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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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その建学の精神には親鸞の教えが脈々と受け継がれています。2009 年に龍谷大学創立
370 周年記念の一環として、学徒出陣の大規模な調査が行われました。戦没者調査室（室長：
新田光子 社会学部教授、現図書館長）を中心に、戦没した龍谷大学関係者（学生・教職員）
の調査・研究が、2009 年 4 月から 2011 年 10 月まで実施されました。その過程で、志願や
徴兵で出征した在校生・卒業生や教職員らが多いことが分かり、歴史研究として名簿の作成
が着手されました。民間人の戦災死を含んだ 300 人の「生きた証」が著に残されています。
戦死者の家族への聞き取り調査では、家族が「戦争には行くな」と泣いて懇願しても戦地に
積極的に出向く学生が多く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龍谷大学が所蔵している安重根の遺墨三幅に託したメッセージの効力は多くの人たちの
心を動かしました。そして、2015 年 10 月 22 日、既存の三幅に加え、新たに遺墨「獨
がんせんじ

立」（額装：一面）が図書館資料として、宗教法人願舩寺より龍谷大学に寄託されまし
た。四本目の安重根の遺墨は、安重根の信念を日本社会だけでなく世界に伝えようとして
いるかのようです。
宗教法人願舩寺より寄託を受けた「獨立」は、既存の三幅の遺墨とは異なる意味合いを
もっています。「獨立」の横に、「庚戌（こうじゅつ）（1910 年）二月 於旅順獄中 大
韓國人 安重根書」と書かれ、安重根の手形が押されています。今回の遺墨には、他のも
のと異なり、祖国と民族の独立を願う強い意思がうかがえる「獨立」という文字が書かれ
ています。この遺墨を譲り受けた旅順監獄の看守は、実家だった広島県安芸高田市の願舩
寺に遺墨を持ち帰り、所蔵されてきましたが、今後は龍谷大学が所蔵することによって、
保管の点からも劣化を防ぐ環境に額装は置か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遺墨四点の寄託を受けた龍谷大学は、安重根の評価をめぐり日韓両政府が応酬する中、
「安重根の行動と思想を通じて日韓史を考えるきっかけにしたい」いう大切なミッション
を担っています。これをもって本会議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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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장
이수임

Lee Soo im

이번 한일 국제학술회의는 서울 안중근 기념관과의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네 번째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서울

안중근

기념관

이영옥

관장님을

비롯하여,

이혜균

사무국장님의 성의 있는 깊은 우정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국제학술회의 회를
거듭할수록 안중근의 행동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류코쿠대학 소장 유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는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기관으로서 2013 년 4 월 1 일에 발족하였습니다. 이 발족에 앞서
“한국병탄”의 해인 1910 년부터 햇수로 101 년이 되는 2011 년 3 월 27 일 류코쿠대학
주최로 “한일교류, 새로운 시대로 – 일본에 있어서 안중근 관련 자료의 존재의의”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류코쿠대학 도서관과 한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서울시 남산) 간의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협정서 체결을 기념하여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본 협정을 통해 자료의 더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교육・연구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후 “한일”이라고 한다)의 우호관계에서 강한
유대를 구축한다는 뜻을 양측 기관 모두가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 ・ 중 ・ 일에 있어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긴장감이 고조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국관계의 실상을 알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본 센터는 한일 간 미래 교류를 위해 특히 사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안을
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일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EU 의 “동아시아판”으로서의 미래의 모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는 nationalism 이 널리 퍼져 “타자”에 대한 반감, 배제,
혐오의 감정이 만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예외 없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 지역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동아시아가

지역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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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코쿠대학은 정토진종 혼간지파(니시혼간지) 계열의 학교 중에서 최고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창립기부터 종파의 종학연찬・승려양성을
위한 학교로써 우여곡절을 거치며 발전했으며, 지금은 10 개의 학부와 9 개의 연구과가
있는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건학의 정신에는 “신란”의 가르침이 그 맥을 잃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9 년 류코쿠대학 창립 370 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학도출진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침몰자

조사실(관장:

新田光子

사회학부 교수, 현 도서관 관장)을 중심으로 전몰한 류코쿠대학 관계자(학생・교직원)의
조사・연구를 2009 년 4 월부터 2011 년 10 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
또는

징병을

통해

출정한

재학생・졸업생이나

교직원들이

많은

것이

밝혀져

역사연구의 일환으로서 명부작성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를 포함해
300 명의 “생전의 증거”가 저서로 남겨졌습니다. 전사자의 가족들로부터 듣고 받아써
이루어진 이 조사를 통해 가족들이 “전쟁터에는 가지말라”라고 울면서 애원해도
전장에 적극적으로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안중근의 유묵 3 폭에 쓰인 메시지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2015 년 10 월 22 일 기존의 3 폭에 더해 새로운 유묵
“独立”(액자: 1 면)이 도서관의 자료로서 종교법인 간센지에 의해 류코쿠대학으로
기탁되었습니다. 안중근의 4 번째 유묵은 안중근의 신념을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류코쿠대학

도서관에

안중근의

4

번째

유묵이

기탁되었습니다.

종교법인

간센지로부터 기탁받은 “獨(独)立”에는 기존의 3 폭의 유묵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獨立”의 옆에 “庚戌(1910 년) 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書”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안중근의 손 모양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번 유묵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그의 강력한 뜻을 엿볼 수 있는 “独立”이라는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유묵을

물려받은

뤼순감옥의

간수는

고향이었던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의 간센지로 유묵을 가지고 돌아와 소장해왔지만,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게
되면서 보관의 관점에서 훼손을 방지하는 환경에서 액자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유묵 4 점을 기탁받은 류코쿠대학은 안중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한일
양측 정부가 응수하는 동안 “안중근의 행동과 사상을 통해 한일의 역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회의의
인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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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일 국제학술회의 인사말씀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이영옥
저는 2017년 3월21일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기념관이 일본의 류코쿠대학 도서관과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
결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연고는 몰랐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안중근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류코쿠대학에 안중근의 유묵 4점을 비롯,
관련서류와 사진이 88점이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자료에 활용하여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귀 센터의 목적인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류코쿠대학에서 이런 연구의 장을 설립하신 것을 진심
으로 축하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수임센터장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점점 폭언과 폭력이 증대하는 세상에 이러한 작은 노력이야말로 세계를
폭력으로부터 구하는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코쿠대학측은 이토를 쏘아죽인 안중근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았습니다. 안중근이
행한 행동은 비록 거칠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몸짓이었
음을 보았습니다. 정치가들은 표면만을 봅니다. 그래서 싸움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류를 더욱 평화
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저는 귀 대학의 안중근동양평화센터와 손을 맞잡고 세계를 향하여 소리치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인류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일 백
여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갈구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이끌고
있던 한 신사가 보기와는 다르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귀중한 인명을 파멸과 불행과 비참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신앙이 돈독한 천주교도였습니다. 청년
에게는 세계에 호소할 아무런 방편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외부세계의 시선을 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괴
의 상징을 응징하였습니다. 비로소 세계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청년은 목숨을 내놓았고,
목숨 대신 절절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뒤늦게 우리는 청년의 생각을
접하고 감동하며 나머지 인류들에게 그 정신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짓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임없이 움직이고 전파
에 힘쓴다면 안중근의 깊은 생각이 결실을 맺어 가깝게는 아시아에, 나중에는 세계에
평화의 정신이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류코쿠대학교 안중근동양평화센터의 노력을 경하하며 깊이
존중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ご挨拶
安重根義士紀念館 館長
李英玉

私は2017年3月21日、大韓民国、ソウルにある安重根義士紀念館の館長に就任いたし
ました。私たちの紀念館が日本の龍谷大学図書館と2011年に相互協力の覚書を締結し
たことは知っておりましたが、そのいきさつについては存じませんでした。今回の国際
学術会議の準備をしながら、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を拝見してと
ても驚きました。龍谷大学に、安重根の遺墨4点をはじめ、関連書類と写真が88点もあ
り、このような資料を研究資料として活用し、日韓両国間の友好関係をより進めていく
ことが、貴センターの目的であると知って、また驚いたのでした。
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です。龍谷大学でこのような研究の場を設立されたことに対し、
心からお祝いするとともに、この働きを成功させるため昼夜徹して励んでおられる李洙
任センター長に対してまことに尊敬申し上げます。ますます暴言と暴力が増大する世の
中で、このような小さな努力こそ世界を暴力から救うことに役立つだろうと考えます。
龍谷大学側では、伊藤博文を射殺した安重根の心情をよく理解していました。安重根
がとった行動は、たとえ手荒だったとしても、それは世界の平和を切実に望むがゆえの
ことだったと知っていました。政治家たちは物事の表面だけを見ます。それで戦いや争
いをけしかけます。人を本当に愛する人々は、内面を見ます。そして愛する人達が、よ
り一層平和的に生きられるような方法を講じます。
私は貴大学の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と手を取り合って世界に向かって声を上げ
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を見て下さい。人類が本当に必要としているものは何でし
ょうか？

今から100年ほど前に一人の青年がいました。彼は平和を渇望していました。

彼は一つの国を指導者であったある紳士が、見た目とはうらはらに多くの人命を奪うの
を目にしました。そしてなお多くの尊い人命を破滅と不幸と悲惨に陥れようとするのを
見ました。この青年はそれを看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青年は信仰深いカトリ
ック信徒でした。青年には世界に訴える何の手段もありませんでした。青年は四方を壁
で塞がれた、深い絶望の底で、外の世界の目を引き付ける方法を探しました。そして巨
大な破壊の象徴を懲らしめました。これで初めて、世界は韓半島でどんなことが起きて
いたのかを多少なりとも知ることになりました。しかしそこまででした。青年は命を落
とし、命の代わり自身の考えを切々と込めた著作を遺しました。遅まきながら私たちは、
青年の考えに接して感動し、後世の人々にその精神を伝えようと思うのです。
私たちのできる事はごくわずかです。しかし、それにも関わらず、とどまることなく
熱心に伝え続けるならば、安重根の深い考えが結実し、まずはアジアに、やがては世界
に平和の精神が輝くことになるだろうと考えます。
その意味で、私は龍谷大学・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の努力を喜び、深く尊敬す
るもの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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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挨拶

龍谷大学図書館長
新田 光子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附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安重根義士紀念館（韓国・
ソウル）、そして特定非営利活動法人・コリア NGO センター主催によります「第 4 回国
際学術会議」の開催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龍谷大学図書館と安重根義士紀念館との間で「学術研究・交流に関する協定書」を締
結しましたのは、2011 年 3 月のことでした。協定書締結は、安重根の遺墨等関係資料を
図書館が本学卒業生から寄託されたことが主な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以来、今日まで
7 年あまりのあいだに、学術研究・交流が図られ、3 回にわたる国際学術会議開催のは
こびとなり、このたび第 4 回を数える本学キャンパスでの開催にいたりました。本主催
3 団体はじめ、関係各位のこれまでのご尽力に、衷心より敬意を表します。
国際学術会議開催期間中には、図書館で遺墨「獨立」等関係資料を展示させていただ
きます。これら貴重な歴史的資産を本会議ご参加の皆さまはじめ、多くの学生・教職員
の閲覧に供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図書館関係者として大変よろこばしく思ってお
ります。今回の展示にあたっては、ご寄託以来図書館保管にご高配を賜りました関係者
のおひとり、寺山壽範氏（卒業生、広島・明正寺前住職）にご来館いただきました。厚
く御礼申し上げます。
このたびの国際学術会議は、
「東アジア地域の平和を見つめなおすための歴史認識」を
テーマに開催されます。日韓関係はじめ東アジア情勢が必ずしも良好でない最近の国際
情勢のもと、第二次世界大戦前・戦争後の日韓関係を見つめなおし、日韓の対話を促進
していくために何をなすべきか、大変喫緊な課題だと思われます。
学術的に実りある多くの成果がえられますよう、そして本学を会場とした学術・文化
的交流がさらに深まりますよう、本国際学術会議のご成功を強く願っております。
2017 年 11 月 18 日

寺山壽範 （じゅはん）

明正寺前住職

1933（昭和 8）年 8 月 20 日生

南インドの病院建設やネパールでの学校建設・学校支援、農業支援、ネパール・イ
ンド難民・人身売買の救済等に携わる。広島国際文化財団より国際交流奨励賞受賞。
宗門関係では、大卒後、広島県県北地区で教化グループ白鵠会（びゃっこうかい）
結成。『浄土真宗門徒必携』（共著 1968 年）を出版、40 万部。『心のお見舞い』
（共著 1984 年）出版。
浄土真宗仏跡巡拝団で数回インド等を巡拝。ヨーロッパ念仏者を訪ねる旅。
社会的には三次地区保護司会会長、広島県副会長などを務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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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류코쿠대학 도서관장
닛타 미쓰코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 안중근 의사 기념관(한국 서울),
그리고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코리아 NGO 센터 공동 주최로 열리는 「제 4 회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 년 3 월 류코쿠대학 도서관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학술연구 ・ 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정서 체결은 본교 졸업생이 안중근의 유묵 등 그와 관련된
자료를 류코쿠대학 도서관에 기탁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7 년
동안 류코쿠대학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지속적인 학술연구 ・ 교류와 함께 3 회에 걸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인 제 4 회 국제학술회의를 본교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 단체를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독립」 등 관계
자료를 전시합니다. 도서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품과 자료들을 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물론 많은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과 더불어 관람할
기회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기탁과 더불어 그동안 도서관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관계자 중의 한 분인 데라야마 쥬한(졸업생, 히로시마 묘쇼지 주지 스님) 님이 특별히
방문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4 회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재점검하기 위한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최근 한일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정세 전체가 극히 불안하고 비우호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아래 제 2 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후의 한일관계를 재점검하고,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많은 학술적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본교에서 개최되는 만큼 학술 ・ 문화적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제 4 회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7 년 11 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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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挨拶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コリアＮＧＯセンター
代表理事 郭辰雄

この度の日韓国際学術会議の開催にご尽力された方々に感謝申し上げます。
「ロウソク革命」と呼ばれる朴槿恵政権の退陣と政治の刷新を求める韓国市民の声によって、
５月に文在寅政権が誕生し、2015 年の日韓「慰安婦」合意の再検討や徴用工問題など、あら
ためて歴史問題が日韓の懸案として浮上しつつあります。一方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
核・ミサイル開発とその軍事力を背景とした体制保障と平和協定締結を求める行動は、東アジ
アの緊張を高めています。
こうしたなかで、東アジアの平和実現のためには、過去の歴史を踏まえつつ、相互の不信と
対立を信頼と和解へと転換していく努力が求められており、今回、安重根義士の遺墨および関
連資料を通じて日韓共同の取り組みが行われる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であるといえます。
私たち、コリア NGO センターは在日コリアンを中心にして設立されたＮＰＯ法人であり、
これまで「人権」
「平和」
「共生」をその理念として大阪、東京で事業を行っています。
今回の国際学術会議の開催にあたって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のご厚意で、私たちが企
画していた映画上映会を二日目の公式プログラム「東アジアの歴史をめぐる越境的対話―映画
『沈黙 立ち上がる慰安婦』から考える慰安婦問題のいま」としてとりいれ、私たちが共催団
体として参加できることに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今回上映する映画『沈黙 立ち上がる慰安婦』
（以下『沈黙』
）は、在日コリアン 2 世の映画
監督である朴壽南さんが元「慰安婦」の姿を記録し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です。
1990 年代に入って、韓国で元「慰安婦」の方々は自らのつらく苦しかった過去を語りはじ
め、日本政府にその責任を問い、謝罪と賠償を求める闘いをはじめ、直接日本政府との交渉に
臨み、また多くの日本人に歴史の真実とその思いを訴えてきました。映画『沈黙』は当時のハ
ルモニたちの姿と現在を追いながら、ハルモニたちが訴えてきたもの、その抱えた恨（ハン）
を私たちに伝えてくれます。また同時に元「慰安婦」の方々の証言をもとに韓国で制作された
映画『鬼郷』も上映されます。
日本国内では「慰安婦」問題は 2015 年の日韓合意によって「不可逆的に解決」されたとさ
れ、
「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するといいながらも被害者になんら向き合う姿勢を見せていま
せん。むしろいまでは「慰安婦」の事実を記憶するために韓国国内のみならず世界各地で設置
され、共感と支持を集めている「平和の少女像」に対して反対と圧力を加えている状況があり、
この問題が「解決」されたとは到底言えない状況がいまだに続いています。
平和のための歴史認識とは、過去の不幸な加害と被害の歴史に事実をもって向き合い、その
関係を対話と共感を通じて相互理解につなげていくことで深められていくものだろうと考え
ます。今回の国際学術会議がそのための貴重な場となれば幸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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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코리아 ＮＧＯ 센터
대표이사

곽진웅

이번 한일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힘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한국 시민의 바람으로 일어난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5

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15

년에

있었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와 징용노동자 문제 등 그간 미진했던 두 나라 간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한일 현안으로 새로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 미사일

개발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한 역사적 재인식과 함께 상호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신뢰와 화해로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안중근 의사의 유묵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리아 ＮＧＯ 센터는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설립된 ＮＰＯ 법인으로, 지금까지 「인권」,
「평화」, 「공생」을 이념으로 오사카와 도쿄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

학회

이틀째

공식

프로그램에

저희가

기획한

『침묵

일어나는

위안부』상영과 함께 「동아시아 역사를 둘러싼 초경적 대화―영화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현재」라는 주제로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안중근 동양평화연구 센터를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영될 『침묵

일어나는 위안부』（이하 『침묵』）는 재일코리안 2 세인 박수남

영화감독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1990 년대부터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참담하고 힘들었던 과거 증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을 물으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와 교섭에 나서는 등 많은
일본인에게 역사적 진실과 인식을 요구해왔습니다. 영화 『침묵』은 당시 할머니들의 모습과
현재를 쫓으면서, 할머니들이 그간 요구해온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랜 기간 그들의 가슴에
맺힌 한(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시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귀향』도 상영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2015 년 한일합의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여기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와
마주하려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지금까지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설치되어 공감과 지지를 받는
「평화의 소녀상」에 반대와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역사 인식이란, 과거의 불행과 가해, 그리고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러한 관계를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상호이해로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 돈독히 다져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그러한 귀중한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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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

- 世界 最初로 地域共同體를 構想하다
Young-Oak Lee
Director General
Ahn 안중근 Memorial Museum
https://namu.wiki/w/%EC%95%88%EC
%A4%91%EA%B7%BC

目次
•
•
•
•
•
•

出生
成長
宗敎
特性
背景
平和: 理論; 實踐 I & II; 方法論

• 結論: 安重根 一生=平和의 象徵
손봉숙, <세상을 바꾸다,
안중근>, 2012.

名門家에서 出生하다
• 高麗朝의 儒學者 安珦의 26代孫.
• 祖父 安仁壽. 진해縣監, 大地主, 米穀
商, 慈善家
• 父親 安泰勳. 神童. 進士. 改革派.

文武를 兼備한 靑年으로 成長하다
1. 深奧한 學問의 所有者: 大義를 詩(“丈夫歌”)로 表現.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함이여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히 한 번 가면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도적 이토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 줄 헤아렸스리요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여, 만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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篤實한 天主敎信者로 活動하다

2. 卓越한 武人의 技倆

• 少時的부터 豁達하여 사냥을 익힘.
• 職業을 捕手라고 할 程度.
• 2만 동학당 vs. 의병 70여 명.
• 전리품, 무기와 탄약 수십 바리, 말, 군량
천여 푸대.
• 적병 사상자 수십 명. 의병 무사. 진압.

•
•
•
•
•

안태훈 진사. 천주교 입교. 전가족 입교.
홍신부와 고을 다니며 전도. 연설.
전도의 이유: 맛있는 음식이나 재능 비유
신령한 영혼. 사람만이 가짐.
천주를 집안에 비유—대주재자. 은혜 막중.
보답하는 의리 필요.

풍찬노숙 중에 천주교 전도

獄中과 최후까지 지속적 신앙생활

• “두 형은 내 말을 믿고 들으시오 세상 천지
간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인 천주님을
신봉하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한 것이오. 더
구나 오늘 우리들은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속히 천주 예수의 진리를 믿어 영
생을 얻는 것이 어떻소. . . .형들은 속히 전
날의 허물을 회개하고 천주님을 믿어 구원
을 받는 것이 어떻겠소”(『安應七 歷史 』
pp. 78-79).

• 감옥 속에서도 신앙생활 실천.
• 종부성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함.
• 살인행위가 의거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며
그것이 결코 교리에 반하지 않음을 역설.
• 형장에 임할 때 품속에 그리스도의 성상
지님.
•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는 깊은 신앙심 반영.
• 장남을 신부로 키워달라 유언.

當時 國際情勢를 꿰뚫다
•
•
•
•

당시 러시아의 야심, 청나라의 움직임
러시아의 상황, 일본의 무모한 전쟁
英ㆍ佛의 板勢
미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동양순양
함대 활동
• 러일담판에 어이없이 끼인 조선
• “그러므로 자연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
은 인종 이웃나라를 해치는 자는 마침내 獨
夫의 판단을 기필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東洋平和論> 중)

朝鮮의 沒落과 日本의 勃興
•
•
•
•
•

朝鮮의 黨爭과 民亂
日本의 開國과 西歐近代化 進展
韓日 關係의 不均衡 礎石
無能한 朝鮮과 野心찬 日帝
大韓主權의 段階的 蠶食과 束手無策의
大韓帝國
• 伊藤博文의 野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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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의 對應
• 國債報償運動
• 敎育運動: 學校 設立
三興學校
敦義學校
ㆍ義兵活動
ㆍ平和思想의 表出
宣言文, 捕虜釋放과 遺墨, 方法論

宣言文: <安應七所懷>
• 하늘이 사람을 내어 세상이 모두 형제가
되었다. 각각 자유를 지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가진 떳떳한
정이다. . . .무릇 문명이란 것은 동서양 잘
난이 못난이 남녀노소를 물을 것 없이, 각
각 천부의 성품을 지키고 도덕을 숭상하며
서로 다투는 마음이 없이 제 땅에서 편안
히 생업을 즐기면서, 같이 태평을 누리는
그것이다.

신문 내용 1
• 이번 거사는 나 일개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
양평화를 위한 것이다.
• 이번의 거사도 한국 독립전쟁의 하나로, 나는 의
병의 참모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결행한 것이지
보통의 자객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피고인이 아니라 적군에 의해 포로가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10년 2월 8일 공판기록

From “Personal Reflections”: Ahn’s
Proclamation of the Idea of Peace
• “Heaven created men and all are bonded in
brotherhood. Each and everyone reserves the right
to live freely and to hate death. Whether East or
West, the able or not, man or woman, young or old,
we, of goodness and morality, are supposed to enjoy
our livelihood in peace in our own territory.
• That Ito, no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Nature,
imposes cruel policies wherever he goes so much so
that the entire region is going to be in deep trouble.
How sad it is!”
*Handed over to the police on the 6th of November, 1909.

미소부치 검찰관에게
• “바로 일본 천황에게 상소해주시오. 지금
당장에라도 이토의 잘못된 정략을 고쳐서,
위급한 동양대세를 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오” (사이토 다이켄. 『내 마음
의 안중근』, p.176).

그릇된 이토의 정책을 고민하다
•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의 선전포
고문 가운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의 독립
을 굳건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일본이 그 같
은 大義를 지키지 않고, 음흉한 책략을 자행하고 있
는데, 그것은 모두 일본의 대정치가인 이토의 계략입
니다.
• 강제로 조약을 맺고, 有志黨을 없앤 뒤에 강토를 삼
키려는 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대
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아무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습니
까. 그러나 의거를 일으켜 이토의 정책에 반대한들
힘이 없으니 부질없이 죽을 뿐, 아무 이익이 없을 것
입니다.”(『安應七歷史』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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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된 의무 苦心

신문 내용 2

• 만일 국민이 국민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민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지금은
민족의 세계인데, 어째서 우리 민족이 가만히 앉
아서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소”(『 安應
七歷史 』p.55).

나는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 있는 것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일청
세 나라가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 . . 국민이 서
로 화합하여 점차 개화의 영역으로 진보하며, 나아가
서는 유럽과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에 온 힘을 다
하면, 시민은 . . . 선전조칙에도 부응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런데 이토가 있어서는 동양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결행한 것이다.

• ‘우리 대한 사람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으니 나라
의 앞날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다.’하고 여
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여러 생각에 비통함
을 참을 길이 없었다 (상동).

1910년 2월 8일 공판기록

親러 이범윤에게 권함

청년 안중근의 연설

• 만일 귀하께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친다면 그것 또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현재 이토
히로부미가 그 힘을 믿고 교만하고 극악해
져서 위로 임금을 속이고 백성들을 함보로
죽이며, 이웃나라와 誼를 끊고, 세계의 신의
를 저버렸으니 그것은 하늘을 반역한 것이
라 (『 安應七歷史 』 p.62).

• 동포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참상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할 적에 전쟁을 선언하는 글 가운데 ‘동양 평화
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오늘
에 이르러 이같이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한을 침략하여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다음 국권을 손아귀에 쥐고서 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철도광산산림.하천과 저수지 등을
뺏지 않은 것이 없으며, 관청과 민간의 큰 집들은
兵站이라는 핑계로 모조리 빼앗고,

기름진 전답과 조상의 산소들도 군용지라는 푯말
을 꽂고 무덤을 파헤쳐 화가 조상의 백골에까지 미
치고 있으니 국민된 사람으로 또 자손된 사람으로
어느 누가 분함을 참고 욕됨을 견딜 것입니까….
• 아! 슬픕니다. 저 강도들이 도리어 우리를 폭도
라 일컫고 군사를 풀어 토벌하고 참혹하게 살육하
여 두 해 동안에 피해를 입은 대한인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강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죽인
자가 폭도입니까. 제 나라를 지키고 외적을 막는
사람이 폭도입니까. 이야말로 도둑놈이 몽둥이 들
로 나서는 꼴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정략이 이같이
포악해진 원흉은 바로 일본의 늙은 도둑 이토 히로
부미입니다. 한민족 2천만이 스스로 일본의 보호

를 받고자 원한다 하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로우며 날마다 발전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위
로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 열강들의 눈과 귀를 가려
제 마음대로 농간을 부리며 못하는 일이 없으니 어
찌 통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도
둑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대한은 곧 없어지고야 말
것이며 동양 전체도 필히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 安應七歷史 』 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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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일본은 5년 이내에 반드시 러시아와 청국
, 미국 등 3국과 전쟁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그
것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인이 아
무런 준비가 없다면 설사 일본이 패하여도 대한은
다시 다른 나라 손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
므로 의병을 일으켜 큰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
이요, 스스로 힘을 길러 국권을 회복해야만 독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安應七歷史 』 p.67)
• 만일 우리 대에서 목적을 못 이루면, 아들 대, 손
자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의 독립권을 회복해
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뒷일도 준비
하여 모두 잘 준비한다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상동 p.68)

평소의 소망과 넉넉한 인격
• 얼마나 기다려야 이같이 나쁜 간신배들이 없어
지고 당당한 문명독립국을 이루어 민권과 자유
를 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 피눈물이 솟아올
라 발검음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安應七歷
史 』 p.45)
• 마부가 말채찍으로 머리를 때리며 욕을 퍼부어
도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을 뿐”
법관에게 마부 처벌을 친구들이 권하였으나 “여
러 사람을 말리며” “ 손댈 것 없이 돌려보내자”
고 함 (상동 p.46-47)

平和實踐 I: 日軍 捕虜 釋放

平和實踐 II: 遺墨, 평화를 쓰다

• “만국공법에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는 법은 없다.
가두어 두었다가 뒷날 배상을 받고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에서 나오
는 의로운 말이라, 안 놓아주고 어쩌겠는가”(『安
應七 歷史 』 p.71)

• 1910년 2월-3월 중
• 각기 다른 제목으로 200여점 추산.
• 옥중 안의사 접견이 허용된 일본인들의 요청
수락
• 붓, 벼루, 비단, 종이 등 묵필 자료는 일본인들
이 제공
• 단지한 왼손바닥으로 날인

• “충성된 행동과 의로운 거사로 이토의 포악한 정
략을 공격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 열강의 동정을 얻
은 다음에야, 한을 풀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다 (상동 p.72)

獄中 遺墨 1
爲國獻身 軍人本分
(寶物 제569-23호)

한일 우호의 유대: 치바와 안중근
• ‘이 사나이가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를
죽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거란 말인가?’
• 안중근의 참모습과 언동, 진솔한 마음
• 이토의 죄상 15개조 史實 확인

-1910年 3月 26日 (死刑執
行 當日) 日本人 看守 千葉十
七 憲兵에게 써 줌.

• 안중근에 대한 존경심
• 일본인으로서 사과
• 안: 한일우호 회복시 다시 태어나서 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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獄中 遺墨 2
日韓交誼 善作紹介
한일 양국의 친선은 양국이
서로 잘 알게 되는 것에 있다.
- 여순 고등법원 촉탁 통역원
소노키 스에키에게 써 줌.
체포 직후로 추정되는 사진

「東洋平和論」
• 동양평화회의 조직.
• 한청일 3국에서 회원 모집. 1인당 회
비 1원씩 모금 운영.
• 공동은행 설립. 각국이 공용하는 화폐
를 발행하여 금융, 경제면에서 공동
발전 도모.

• 각국의 중요한 지역에 평화회의 지부와
은행 지점을 개설.
• 한청일 3국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
여 최소한 2개 국어로 교육시켜 평화군
을 양성할 것.
• 일본의 지도 아래 한, 청 두 나라의 상
공업을 발전시켜 공동으로 경제발전에
노력할 것.

재판의 불법성 지적
• “나는 대한국민인데 왜 일본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
는 것인가. 더욱이 일본의 재판을 받는 까닭이 무엇
인가. 내가 언제 일본에 귀화한 사람인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 이것이야말로 벙어리 연
설회냐, 귀머거리 방청이냐 이것이 꿈속 세계냐, 만
일 꿈이라면 어서 깨고, 확실히 깨려무나!”(『安應
七 歷史 』 p.99).
• “나는 개인 원한으로 남을 죽인 죄인이 아니다. 나
는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의 직무로, 하얼빈에서 전
쟁을 수행하다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다. 지방
재판소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일인즉, 만국형법과
국제공법으로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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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聖女의 殉敎, 1653 (Giovanni Guercino II)

The Martyrdom of Saint Apollonia, Guido Reni(1575 –1642)

주변 일인 및 외국기자의 안의사 평가

박은식 - 安重根 義士는 平和主義者

• 주무 검찰관 미조부치:
“이제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동양의 義士라 하
겠다.”
• Charles Morrimer, The Graphic 기자: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는 늠름하게 법정을
떠났다.”
• 이토 수행 중 부상, 다나카 키요지로 전 만철이사:
[지금까지 만난 세계의 명사들 중 제일 훌륭했던 사
람은?]“유감스럽게도 안중근, 부상 시 그의 눈망울
에 정신 팔림.”

• 대국적 평화를 파괴한 것은 실제로 이등의 침략주
의 때문이다. 그를 죽이게 된 것은 안중근이 세계
의 평화를 희망하고 이등을 평화의 公賊 으로 인정
하여 그 괴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화를 막을 수 없
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생명을 내던지고
세계의 평화를 얻은 것은 무상의 행복이다

이토 수행원, 간수, 법원, 검찰 등

Ye, Tianni 葉天아: 아시아의 평화
를 위하여
• [일본은] 동맹국을 잠식하는 것을 일로 삼
아 다만 눈앞의 작은 이익만 돌아보고 장래
의 큰 해가 됨을 잊은 것이다. 제일 먼저 동
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자는 다른 나라가 아
니고 같은 대륙 같은 인종의 일본이다.
• 그러므로 안중근의 일격은 한국을 위한 것
이나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
로 아시아 평화 계책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한 계책인 것이다.

• 이와 같이 논할진대 안중근 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
고 있으며 스스로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자이다.
겨우 한국만을 위하여 복수한 것이라고만 하겠는
가? (p.31-32)

안중근 미스테리
• 청소년기 경험 내용: 가치관 형성에 영향
을 준 책, mentor 등
• 빌렘신부의 영향
• 의거시 가담자, 후원자 등
• 대동공보사의 도움?
• 김두성 실존?
• 단지동맹 12인?
• 고종 배후?
• 치바, 간수? 유묵을 손에 넣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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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안중근 연구의 과제
• 사료 발굴 및 수집
• 한, 일, 러, 중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료 발
굴 및 수집
• 당시 한, 일, 러, 중에서 발행된 신문, 잡지
기사의 발굴 및 수집
• 당시 안의사가 교류했을 개인들에게 보낸
서류 및 서간 등
• 안의사 후손들의 고난史

일본의 협조가 요구되는
시급한 당면과제
• 『安應七歷史』 원본 행방 추적 및 회수
• 〈東洋平和論〉 원본 행방 추적 및 회수
•

安重根 義士 매장지 확인

고맙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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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
世界で初めて地域共同体を構想した人
Young-Oak Lee
Director General
Ahn 安重根 Memorial Museum
https://namu.wiki/w/%EC%95%88%EC
%A4%9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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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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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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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景
平和: 理論; 実践 I & II; 方法論

• 結論: 安重根 一生=平和の象徵
「世界を変える安重根」
ソン・ボンスク, 2012.

名門の家系に生まれた人
• 高麗王朝の儒学者、安珦の26代目の子孫
• 祖父 安仁寿は鎮海県監、大地主、米穀商、
慈善家
• 父 安泰勲は神童、進士、改革派

文武を兼ね備えた青年として成長
1. 深く学んだ人 大義を「丈夫歌」という漢詩にて表現

「丈夫が世の中に処すると その意は大きい

時が英雄を作り 英雄が時を作るだろう
天下を雄視し いつ業を成そうか
東風がますます冷たくなるが 壮士の意は熱い
憤慨して一度行くのだから必ず目的を成し遂げるだろう
コソ泥伊藤よ どうして命を永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か
事ここに至りて もはや後戻りなどできない
同胞よ 同胞よ はやく大業を成そう
万歳万歳 大韓独立だ
万歳万々歳 大韓同胞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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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卓越した軍人としての技量

• 幼いころから闊達で、狩猟が得意だった
• 専門の猟師になれるほどの腕だった
• 2万の東学党vs義兵70余名
• 戦利品は武器・弾薬数十荷と馬、兵糧千余袋
• 敵兵には数十の死傷者が出たが、義兵には
被害はなく、無事に乱を鎮圧した

あてのない流浪の生活の中での
伝道

敬虔なカトリック信者としての活動
• 父安泰勲進士がカトリックに入信し、その後、
家族みな入信
• 洪錫九神父と村々に通い、伝道や説教を行う
• 伝道の理由を、おいしい食べ物や才能にたと
える
• きよい魂は人間だけが持つ
• 神を家にたとえる—主人はすばらしい方で、
その恵みは大きく、報いるだけの義理がある

獄中でも最後まで持ち続けた信仰

• 「お二人は私の話を信仰をもってお聞きにな
り、この世界の偉大な父である天主様を信じ
なければ鳥や獣にも劣りますよ。 しかも今日
私たちはこのままでは滅びを免れることはで
きないのですから、速やかに主イエスの真理
を信じて永遠のいのちを得ましょう・・・さあ、
速やかにこれまでの罪を悔い改めて、天主
様を信じて救いを受けて下さい。」(『安應七歴
史』 p. 78-79)

• 獄中でも信仰生活を実践
• 終油の祈りを受けることを切に求める
• 殺人行為が義挙としての正当性を持ち、それ
が、決して教理に背いていないことを力説
• 処刑場に臨む時、胸にキリストの聖像を携え
ていた
• 家族に残した手紙には、深い信仰心が反映
されていた
• 長男を神父にするようにと遺言した

当時の国際情勢を見抜いて

朝鮮の没落と日本の勃興

•
•
•
•

当時のロシアの野心と清国の動き
ロシアの状況と日本の無謀な戦争
イギリス、フランスの形勢
アメリカ、ドイツをはじめとする列強諸国の東洋
巡洋艦隊の活動
• 日露交渉の板挟みになる朝鮮
• 「したがって、自然の形勢を顧みることなく、同
じ人種たる隣国を害する者は、ついには暴君と
なるに違いない」 (<東洋平和論> より)

•
•
•
•
•

朝鮮の党争と民乱
日本の開国と西洋近代化の進展
日韓関係における不均衡の原因
無力な朝鮮と野心的な日帝
主権を次第に侵略されていく大韓帝国に
は、どうするすべもなかった
• 伊藤博文の野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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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の対応策
• 国債報償運動
• 教育運動：学校の設立
三興学校
敦義学校
ㆍ義兵活動
ㆍ平和思想を前面に押し出して
宣言文、捕虜釈放と遺墨、方法論

宣言文: <安應七所感>
• 天が人を創り、世界中の人は皆兄弟になった。
それぞれ自由を守り、人生を喜び、死を嫌う
ことは誰もが持っているあたりまえの感情
だ・・・。そもそも文明というものは東洋だの西
洋だの、賢いだの愚かだの、老若男女だのと
いう区別もなく、それぞれ天からいただいた
個性が生かされ、道徳が尊重されて、互いに
争いあうこともなく、自分の土地で楽しく働き、
共に平和を謳歌することである。

From “Personal Reflections”: Ahn’s
Proclamation of the Idea of Peace
• “Heaven created men and all are bonded in
brotherhood. Each and everyone reserves the right
to live freely and to hate death. Whether East or
West, the able or not, man or woman, young or old,
we, of goodness and morality, are supposed to enjoy
our livelihood in peace in our own territory.
• That Ito, no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Nature,
imposes cruel policies wherever he goes so much so
that the entire region is going to be in deep trouble.
How sad it is!”
*Handed over to the police on the 6th of November, 1909.

溝渕検察官へ
• 「すぐに天皇に上訴してください。 今ただちに
伊藤の誤った政策を改めさせ、緊急な東洋
の大勢を整えることを切実に望みます。」
(斎藤泰彦 『わが心の安重根』 p.176)

尋問調書の内容1

伊藤博文の誤った政策に苦しむ

• このたびの義挙は私一個人のためではなく、東洋平
和のために行なったことです。
• このたびの義挙も韓国独立戦争の一環で、私は義
兵の参謀中将として、わが国韓国のために決行した
もので、通常の刺客とは意味が違います。従って今
私は、被告人ではなく、敵軍の捕虜になったのだと
考えております。

• 「日本がロシアと戦争を始める時、日本の宣戦布告文
の中で、『東洋の平和を維持して、大韓国の独立を堅持
する』と約束しておいて、すでに日本はこうした大義を守
らず、陰湿で凶悪な策略を行っているが、それは全て日
本の政治家伊藤の計略です。
• 強制的に条約を結び、有志たちの集まりをつぶした上で
領土を飲み込もうとすることが彼らの陰謀です。 した
がって速やかに対策をたてなければ大きな災いを免れ
得ないことであるが、どうして何の方策もなしに座して死
を待つべきでしょうか？ しかし義挙を起こして伊藤の政
策に反対しても、力がないなら無駄死にするだけで、何
にもならないでしょう。」 (『安應七歴史』 p.53)

1910年2月8日 公判記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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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としての義務と苦しみ

尋問調書の内容２

• 「万一、国民が国民としての義務を行わないなら、ど
うやって民権と自由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のです
か？今は民族の時代なのに、どうして我が民族が
座して滅びることを待っていて良いでしょうか？」
(『安應七歴史』 p.55)
• 「『我が大韓の人々の思いが、皆このようであるとし
たら、国の将来は推して知るべしだ』と旅館に戻って
寝床に横になり、色々と考える中で悲しみと痛みを
こらえるすべを知らなかった。」(上掲書)。

私は、日本の天皇の宣戦詔勅にあるように、東洋の
平和を維持し、韓国の独立を強固にして、韓国・日本・
清国の３カ国が同盟して平和を叫び、 国民が互いに一
つになり、一歩ずつ文明開化に向かって前進し、さらに
はヨーロッパや世界各国と共に平和の実現に力をつくせ
ば、市民は・・・宣戦詔勅にも応じると思います。 しかし
伊藤がいては東洋平和が維持されないと考えたので今
回のことを決行したのです。
1910年2月8日公判記録

親ロ派 李範允への勧め

青年安重根の演説

• もしあなたが再び義兵を起こして日本を撃つな
らばそれもまた、天の意にかなうことだといえま
す。その理由は、現在伊藤博文がその力を信
じて傲慢で極悪になった上に、王をだまして国
民らをしばしば殺し、隣国と交わりを断絶して、
世界から信頼を失ったので、それは天に背い
たことで・・・(『安應七歴史』 p.62)

肥えた田畑も、先祖代々の山野にも軍用地という立て
札を立て、墓を暴き、怒りが先祖のお骨にまで及んで
おり、国民として人間として、子孫としてどこの誰が、く
やしさをこらえて屈辱に耐えることができるか….
ああ、悲しい。 あの強盗どもがかえって私たちを暴徒
と呼んで軍隊を使って討伐し、むごたらしくも殺された
大韓人は二年の間に数十万人に達した。領土を奪い
、人々を殺した者が暴徒だろうか？己の国を守って敵
に立ち向かう人が暴徒だろうか？これこそ泥棒が棒で
向かってくるというだ。 韓半島に対する政略がこのよ
うにひどいのは、その元凶は、まさに日本の年老いた
泥棒伊藤博文だ。 韓民族2千万が自ら日本の保護を

• 同胞よ! 私の話を聞きなさい。 現在の我が国の惨状を
あなたたちはいったいわかっているのか？日本とロシ
アが開戦した時、宣戦布告文の中で「東洋平和を維持
し、大韓国の独立を保障する」と言われていたが、今日
までこの重要な約束は守られることなく、かえって大韓
国を侵略して5条約と7条約を強制的に結び、次に国権
を手にして皇帝をやめさせ、軍隊を解散して鉄道、鉱
山、山林、河川と貯水池など奪い取らないものがなく、
官庁でも民間でも大きな建物は兵站という名目で全部
奪い、

を受け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言って、それで国が気楽
で、平和で、毎日発展しているかのように言いふらし
た上で、天皇をだまし、外では列強の目と耳をふさい
で自分の思い通りに奸計を巡らしてやりたい放題やっ
ていることをどうして憤慨せずにいられようか。 私たち
の民族がこの泥棒を殺さないならば大韓国は間もなく
滅び、また東洋全体も必ず滅びてしまいます。
(『安慶七歴史』 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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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も日本は５年以内に必ずロシア、清国、アメリカ
など３国と戦争することになることだと予想されるので
それが大きい機会になるだろう。 この時に大韓人に
何の準備がないならば、たとえ日本が敗れても大韓は
再び他の国の手中に陥るだろう。 したがって義兵を起
こし、大きなチャンスを失うべきではなく、自ら力を育て
て国権を回復してこそ独立できるだろう。
(『安応七歴史』 p.67 )
•万一、私たちの代で目的を成し遂げられなければ、
孫子の代になったとしても、必ず大韓の独立権を回復
すべきである。そのようにしてあらかじめ準備し、また
後のことについても準備し、全て充分に準備してこそ、
目的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上掲書p.68)

平和の実践Ⅰ：日本軍に捕虜と
された者の釈放
• 「万国公法には捕虜にした敵兵を殺すという条項はな
い。監禁しておき、後日賠償金と引き換えに返還する
ことになっている。しかも彼の言葉が真実から出た義
から来るものであるから、どうしていつまでも留め置く
べきであろうか。」(『安應七歴史』 p.71)
• 「忠実な行動と正義の行動で、伊藤の暴悪な政策を
攻撃し、世界に広く知らしめて列強の同情を得たあか
つきには、恨みをはらして国権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
るはずだ。」(上掲書 p.71）

獄中 遺墨 1
為国献身 軍人本分
(国宝 第569-23号)

ふだんの願いと豊かな人格
• どれくらい待つなら、このような奸臣連中がいなくなり、
堂々とした文明独立国を作り上げて、民権と自由を享
受できるのかと考えると、血の涙がわき上がり、抜いた
剣を手放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安應七歴史』 p.45)
• 馬子が鞭でわたしの頭を殴り、激しくののしってきても
「天を見つめて大きく笑うだけ」だった。
裁判官に馬子の処罰をさせるように友だちが勧めた
けれども、「彼らをとめて」「馬子には何もしないで
そのまま帰らせよう」と言った。(上掲書 p.46-47)

平和の実践Ⅱ：遺墨、平和のために
書き遺す
• １９１０年２月～３月頃
• それぞれ違う主題で200点余りしたためる
• 獄中の安重根義士に接見した日本人たちの要請に
応じる
• 筆、すずり、表具、紙などは日本人が提供
• 押印の代わりとして薬指を切断した左手の手形を押
す

日韓友好のつながり: 千葉と安重根
• 「この男は日本で最も偉大な政治家を殺したが、
それがどうして義挙と言えるのか？」
• 安重根の真の姿と言動、真実の心
• 伊藤の罪状１５カ条を史実として確認

-1910年 3月26日
(死刑執行当日) 日本人看守
千葉十七憲兵に書き送った

• 安重根に対する尊敬の心
• 日本人としての謝罪
• 安：日韓の友好が回復した時代に生まれ変わっ
て、また会えるようにと願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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獄中 遺墨 2
日韓交誼 善作紹介
日韓両国の親善は、両国が互
いに良く知りあうことから始まる
-旅順高等裁判所 嘱託通訳官
園木末喜に書き送った
逮捕直後と推定される写真

「東洋平和論」
• 東洋平和会議の組織

• 各国の重要な地域に平和会議支部と銀
行の支店を開設する

• 韓国・清国・日本の３か国から会員を募
り、１人あたり会費を１円ずつ徴収して、
運営に充てる

• 韓国・清国・日本３カ国の青年たちで軍隊
を編成して最低２カ国語で教育し、平和
軍を養成する

• 共同銀行の設立、各国間で互いに使用
できる貨幣を発行し、金融、経済面で共
同発展を図る

• 日本の指導下で、韓国・清国両国の商工
業を発展させ、共同の経済発展に努める

裁判の不法性の指摘
• 「わたしは大韓国民でありながら、なぜ、日本の監獄に
収監されねばならないのか？さらに日本の裁判を受け
る理由は何なのか？私がいつ日本に帰化したとでも言
うのか？判事も、検事も、弁護士も、通訳官も、傍聴人
も日本人だ！これこそ口のきけない者たちの演説会、
耳の聞こえない者たちの傍聴会ではないか。これは夢
か?夢なら早く覚めてほしい、はっきりと目覚めよ！」
(『安應七歴史』 p.99)
• 「私は個人的な恨みで殺人を犯した罪人ではない。
私は大韓国義兵参謀中将の職務で、ハルビンで戦争
を遂行し、捕虜としてここに来たのだ。地方裁判所とは
全然関係がない。ゆえに万国刑法と国際公法によって
裁かれることが正しい」 (上掲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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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聖女の殉敎, 1653 (Giovanni Guercino II)

周囲の人々と外国人記者の安重根義士
への評価伊藤の随行員、看守、裁判官、検察等
• 溝渕主任検察官：
「今、彼の話を聞いて、真の東洋の義士だと確信した」
• チャールズ・モリーマー記者(グラフィック誌)：
「最後に英雄の王冠を手にして、堂々と法廷から立ち
去った。」
• 田中清次郎(前満鉄理事 伊藤に随行し、負傷)：
(「今までお会いした世界の名士の方々の中で、一番
すばらしい人は？」との質問に対して) 「遺憾ながら安
重根です。負傷した時、彼の目に心を奪われました。」

Ye, Tianni 葉天よ:
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
• (日本は)ただ目の前の小さな利益だけ見て、
同盟国を食い荒らし、それが将来の大きな災
いになることに気づいていない。一番最初に
東アジアの平和を破る者は他の国ではなく、
同じアジア人である日本だ。
• したがって安重根の一撃は韓国のため、単
に韓国だけのためのものではなく、実にアジア
の平和戦略のためのものであり、また、世界
平和のための戦略である。

The Martyrdom of Saint Apollonia, Guido Reni(1575 –1642)

朴殷植‐安重根義士は平和主義者
• 大局的平和を破壊したのは、まさに伊藤の侵略主義
によるものだ。 安重根が伊藤を殺したのは、彼が世
界平和を願って、伊藤は平和の敵であるとみなし、そ
の怪物を除かねば災いを防ぐことはできないと感じた
ためだ。 一個人の生命を投げうち、世界平和を得た
ことはこの上ない幸福である。
• このように論じるなら、安重根は世界規模の視点を持
っていて、自ら平和の代表を自認した者だ。ただ韓国
だけのために復讐したといえるだろうか? (p.31-32)

安重根の謎
• 青少年期の経験: 価値感形成に影響を与えた
本や人物について
• ウィレム神父の影響
• 義挙時の協力者、後援者など
• 大東共報社の助け?
• 金斗星は実在した?
• 断指同盟は１２名?
• 高宗皇帝がバックに?
• 千葉十七看守? 彼が遺墨を入手した経緯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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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のための安重根研究の課題
• 資料の発見と収集
• 韓国、日本、ロシア各国内に散在している各
種史料の発見と収集
• 当時、韓国、日本、ロシア国内で発行された
新聞・雑誌各紙記事の発見と収集
• 当時、安重根義士が、交流していた人々に送
った文書や手紙など
• 安重根義士の子孫たちの苦難の歴史

日本の協力が求められる
当面の課題
• 『安應七歴史』 原本の行方の追跡と回収
• 〈東洋平和論〉 原本の行方の追跡と回収
• 安重根義士の埋葬場所の確認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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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植民地問題
―戦争裁判・賠償から考える―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概略〕
＊なぜ、講和会議から韓国が排除され、フィリピンやインドネシアは参加できたのか。
なぜ、朝鮮人が戦犯＝戦争犯罪人として裁かれたのか（戦犯は 148 人、23 人が死刑）
。
日本の植民地支配を取り上げなかった米英蘭豪など連合国の戦争裁判は、朝鮮人を「日
本人」として裁いた。
＊日本はこれら戦犯裁判を承認して「サ条約」で独立した。だが、その直後に政府は戦犯
は「国内法上の犯罪人ではない」と通達（1952 年 5 月 1 日）をだし、援護法や恩給の

対

象にしていく。その一方、朝鮮人傷痍軍人・軍属や戦犯たちは、
「外国人」だからと対象からはずした。
＊「サ条約」では連合国元捕虜への個人賠償の支払いを認めている（第 16 条）
。それだけでなくイン
ドネシアで抑留されていたオランダ民間人にも個人賠償を支払った。しかし、アジアの国々には賠償
ではなく経済協力方式をとる。個人賠償はない。この方式が日韓条約に踏襲されていく。
「日本人」として刑死し、
「外国人」だからと援護から外された朝鮮人戦犯たち。かれらの訴えを通
して、日本と連合国との植民地責任、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体制を考える。

- 28 -

はじめに
「ポツダム宣言」の受諾と占領―戦争裁判と憲法と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1910 年 8 月 29 日、大日本帝国は大韓帝国を併合。36 年にわたる支配
「もはや無効である」
（1965 年日韓条約・
「もはや）とは）
。
1943 年 11 月 27 日「カイロ宣言」
「やがて朝鮮を自由独立のものにする決意を有する」
1945 年 8 月 14 日、米英中ソに受諾を通告した「ポツダム宣言」
「カイロ宣言」が履行されること、日本の主権が北海道、本州など現在の領土に局限されるこ
と、日本の戦争犯罪を厳しく裁くこと、賠償を支払うとの条項。
＊日本の戦争犯罪を裁く裁判の実施（第 10 項）
：
「我らの捕虜を虐待せるものを含む、あらゆる戦争犯
罪はこれを厳しく裁く」
1945 年 12 月 26 日の「モスクワにおける米英ソ三国外相会談協定」
：連合国軍最高司令官を議長とす
る対日理事会（米・英・ソ・中・豪・ニュージーランド・インドの七カ国）を東京に置き、最高司令
官に降伏条項の履行、日本占領・管理に関する一切の命令を発する権利を与えることで合意。1946
年 1 月 19 日、連合国軍最高司令官Ｄ・マッカーサー元帥、極東国際軍事裁判の設置を命じた。
＊賠償の支払い（第 11 項）再軍備をするための産業は許されないが、経済を支えかつ公
正な実物賠償の取立を可能にするような産業を維持することが許される。
中間賠償支払い・生産物役務の経済協力―日本企業のアジア進出

Ⅰ．憲法と「日本国民」
日本国憲法（昭和 22 年 5 月 3 日施行）は「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
じて行動し―」と始まる。
＊「日本国民とは」誰か―国籍法（明治 32：1899 年４月施行：父系血統主義―
「子ハ出生ノ時其父カ日本人ナルトキハ之ヲ日本人とス」
。昭和 25 年 5 月４日公布、7 月 1 日施行。
昭和 59 年改正。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時。戸籍法改正による外国姓の戸籍への記載
が可能になる。
（1947（昭和 22）年 12 月 22 日：戸籍法改正（法律第 224 号）
。在日コリアン社会の
変化。朝鮮籍、韓国籍。日本国籍をもつ在日コリアンの増加。1995 年以降日本国籍の在日朝鮮人の増
加。1985－2007 年の間に 13 万人 8462 人以上が日本国籍。日本人との国際結婚による子どもの日本
国籍取得者の増加。
＊誰が選挙権をもつのか―衆議院議院選挙法の改正・
「附則３」戸籍法の適用を受けない者の選挙
権及び被選挙権は当分の間、停止する。
「戸籍法」の適用を受けない者＝在日の朝鮮人・台湾人。
「外
地」に本籍が置かれ、日本（内地）とは法制上異なる各地域の戸籍法規が適用されていた。1947（昭
和 22）年 12 月 22 日：戸籍法改正（法律第 224 号）
。
＊「外地人」と「内地人」
。
日本人（内地人）の場合は「戸籍法」によって身分上の本籍すなわち地域籍が「内地」である。朝鮮
人や台湾人は、朝鮮や台湾の「外地」に本籍を置いており、それぞれ地域の戸籍法規によって明示さ
れたいわゆる「外地人」
。
「外地」は「内地」と法制上異なる地域、日本の領域のなかで、憲法の定める通常の立法手続きで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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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される法が原則として施行されない地域（異法地域）
。
「内地」
「外地」のどちらに本籍があるのか、本籍のある地域によって「内地人」
、
「外地人」の区別が
行われた。地域籍を移動することは、原則的に認められなかった。
（大正５年７月２日 法務局長回答）
「内鮮結婚」の日本人女性たち。
どの地域籍にその名前が記載されているかによって、国籍が決定された。
＊昭和天皇の最後の勅令「外国人登録令」
（1947 年 5 月 2 日公布･施行）
当分の間、これを外国人とみなす「外国人登録証明書」の常時携帯義務と提示義務が課せられる。
（正式にはサ平和条約の発効に伴い、朝鮮人及び台湾人の日本国籍、喪失）
。
占領下では朝鮮人も台湾人も「日本国籍」をもっていた。日本国籍をもつ彼らを、憲法施行の前日、
「台湾人および朝鮮人
昭和天皇の最後の勅令（
「外国人登録令」1947 年 5 月 2 日が公布、施行）で、
は、この勅令の適用については、当分の間、これを外国人とみなす」と規定。

Ⅱ．戦争裁判と植民地支配
極東国際軍事裁判（東京裁判）はこの「宣言」の条文を根拠に開かれた。1946 年 5 月 3 日、東京、
市ヶ谷台、旧陸軍士官学校大講堂で極東国際軍事裁判が開廷。11 カ国の裁判官。対面に東条英機等被
告 28 人。この中に 2 人の元朝鮮総督と 1 人の元朝鮮軍司令官がいる。東条英機の隣に、元朝鮮総督
南次郎（在任 1936.8－42.5）
。後列の右から二番目に、1942 年 5 月に南と替わった小磯国昭（同 1942.5
－44.7）
、後列の左端には元朝鮮軍司令官板垣征四郎（同 1941.7－1945.8）が着席。
3 人に共通する訴因は、侵略戦争の共同謀議・侵略戦争の計画準備・侵略戦争の遂行、通例の戦争犯
罪および人道に対する罪。朝鮮支配にふれた訴因はない。
木村兵太郎の弁護人席に塩原時三郎元朝鮮総督府学務局長が着席。南次郎総督から懇望されて秘書
官に就任し、1937 年 8 月に学務局長に昇進、
「皇国臣民の誓詞」を制定（1937 年 10 月）した責任者。
（
「朝鮮徴兵制生みの親」
（
『朝日新聞』1942.6.4）
個人弁論：南総督の証人に大野緑一郎朝鮮総督府政務総監、小磯の証人に田中武雄政務総監、板垣
の証人に井原潤次郎軍参謀長が出廷証言。日本の植民地支配が審議の対象外。東南アジアの英米蘭仏
の植民地や中国における日本軍の侵略・残虐行為は裁かれた。
＊横浜やシンガポールなどでおこなわれた BC 級戦犯裁判（通例の戦争犯罪を裁いた）でも、連合国捕
虜（POW）を強制労働させた責任者や企業は裁かれたが、朝鮮人の強制連行は裁かれない。中国人は
捕虜であることを主張。横浜法廷では２件の中国人強制連行事件が裁かれた。＊捕虜とは誰か。中国
人は捕虜か労務者か。
裁判件数

２２４４件

起訴人員

５７００人

内無罪

１０１８人（日本人・朝鮮人・台湾人を含む）

その他

２７９人 （獄中死台湾人５人をふくむ）

――――――――――――――――――――――――――――――
有罪者数 ４４０３人（朝鮮人１４８人・台湾人１６８＋５人（獄中死）１７３人）
旧植民地出身者３２１人 全有罪者の７．２９％
朝鮮人戦犯の場合 １４８人のうち１２９人が監視員・１人フィリピン捕虜収容所長
（朝鮮人戦犯 １３０人（７８％）が捕虜関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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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アジアを排除した講和
1951 年 9 月、サンフランシスコで開かれた対日講和会議に、中華人民共和国と中華民国、朝鮮民
主主義人民共和国と大韓民国は招請されていない。49 か国が調印。
賠償

賠償支払いの四条件（存立可能な経済の維持、他の債務の履行、連合国の追加負担を避け

る、外国為替の負担を日本に課すことを避ける）がさだめられ、支払いは「役務」という方式に制限。
役務、生産物供与、加工賠償の方式――アジアの賠償要求をある程度みたし、日本の生産力をたかめ、
アメリカのアジアにおける安全保障強化案も満たす「一石三鳥」の利益を追求した賠償支払である。
例外は連合国元捕虜。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調印同日に日米安全保障条約に調印。吉田全権大使の単独調印
大韓民国とは、個別に国交回復の交渉開始。1951 年 10 月 20 日。交渉は 14 年におよび、1965 年
6 月 22 日、日韓条約（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が調印された。同年 12 月
18 日発効。
「もはや無効」
（第３条）の「もはや」とは。
韓国は請求権を放棄、同時に発効した「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 10 年間に 1080 億円（3 億ドル）
以上の民間信用供与をきめる。
＊韓国では日本からの渡された朝鮮人兵士の留守名簿や身上調査表や死亡者連名簿などをもとに遺
「1945 年 8 月 15 日以前の死
族たちに情報を提供。1974 年 12 月「対日民間請求権補償法」を制定。
亡者」の遺族に補償をおこなったが、三年の時限立法のため補償金を受け取った遺族は半数にも及ば
なかった。
韓国政府があらためて過去の清算に動き出したのは 21 世紀にはいってからである。
2003 年 3 月「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等に関する特別法」公布（2004 年 2 月発効）
。こ
の法律で「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が発足、被害の調査が始まる。
2010 年 2 月現在、227,986 人申請。121,389 人（53.2％）が処理されている。
（
「強制動員被害真相調
査団 業務処理主要現況」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
認定された人への支援のための「太平洋戦争前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法律」
（2008
年 6 月施行）
。慰労金・未収金被害者・医療支援金を 51,930 人が申請。韓国はこの間、自国の責任で
被害者の声を聞き、資料を調査して「被害認定」をするという困難な過去清算の作業をすすめてきた。
また医療支援なども行ってきた。イミョンバク政権はこの作業に消極的であり、委員会が縮小や再編
された。現在、解散。
（韓国側から新しい動きが報告されると思います）

Ⅳ．戦争裁判を承認したサ条約
対日平和条約第 11 条で、日本は連合国の戦争裁判の判決を承認、
「日本国民」の拘留を継続。
「日本
国民」の中には朝鮮人・台湾人戦犯が含まれるとの政府解釈。
＊「戦争犯罪人は犯罪人ではない」
占領下での法務総裁見解――「戦争犯罪人として、連合国の軍事裁判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の国
内法上の取扱については、昭和 25（1950）年 7 月連合国総司令部当局と法務総裁と階段の結果、
「軍
事裁判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日本の裁判所においてその刑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者と同様
に取り扱うべきものとする。
」
1952 年 5 月 1 日、法務総裁見解が変わる――「この解釈はもともと総司令部当局の要請に基づ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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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のであり、平和条約の発効とともに撤回されたものとするのが相当と思料され、昭和 27 年 5 月 1
日その旨法務総裁から通牒して各省庁関係機関に徹底を図った。
」
国内法上の刑に処せられた人と同様
には扱わない、犯罪人ではないとの通牒。
スガモ・プリズンの戦犯の「選挙権」―昭和 27 年 4 月 28 日平和条約発効と同時に回復。巣鴨は
10 月 1 日の衆議院選挙に、9 月 25 日在所者約 300 名の不在者投票を行った。

Ⅴ 講和体制―外国籍を排除した援護政策・
日米安保条約―沖縄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恩給法等――日本国籍・戸籍をもたない者を排除
「忘れられた皇軍」＝「日本に帰化した朝鮮出身者等に対し遺族援護法を適用することについて」
（1962 年 9 月 22 日通知）――日本国籍取得による適用
しかし、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の適用について」
（1966 年 11 月 30 日通知）―
日韓条約締結後は日本国籍を取得しても適用せず
＊「平和条約国籍離脱者等である戦没者遺族に対する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2000 年 6 月 7 日公布――戦没者遺族に 260 万、戦傷病者の遺族に 260 万、当事者には
200 万円の見舞金と特別給付金 200 万円（2001.4.1 から 3 年の時限立法）
。台湾人対象
＊企業の戦争責任・新日本製鐵・日本鋼管（NKK）
・不二越
戦争裁判・冷戦下の賠償交渉では植民地問題は押さえ込まれた。植民地支配の清算をすることなく
日本は戦後スタートをした。
冷戦崩壊、韓国の民主化闘争の勝利で被害者が声を上げ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1980 年代、
植民地支配の清算なき日本の戦後、アジアへの加害の視点を欠いた日本の歴史認識が問い直され始め
た。被害者の訴えを支える活動が各地で始まった。その持続する運動が、1990 年代以降の戦後補償運
動を作り出し、法廷に被害者の声が持ち込まれた。戦後補償裁判は 2016 年現在、80 件を越す。
民主党の政権の時に「戦後強制抑留者特別措置法」
（6 月 16 日）が成立した。シベリアなどで強制
労働させられていた日本国籍をもつ人に対し、抑留の期間に応じて 一人あたり 25 万円から 150 万円
の「特別給付金」を支払う法律である。はじめて超党派で成立させた法律だったが、これまでの援護
法関係と同じように日本国籍をもたない被害者を排除していた。民主党の法案には「遺族や日本人以
外の元抑留者への補償」が盛り込まれていたが、政府内に慎重論が強くこの文言が落とされた。
かれらは、ソ連から一切、賃金の支払いを受けず、帰国後は「赤」とのレッテルを張られて排除・
差別されてきた彼らは、日本とソ連から受けた被害の実態を調査し、不正義と不条理がただされるこ
とを要望した。
（韓国シベリア朔風会 李炳柱会長 2010 年 6 月 21 日）
＊外国人の人権に取り組んできた市民グループは、国籍差別規定を含むこの法は、日本が締結した「市
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 （自由権規約）第 2 条 1 項に反するものである。立法府は、
差別した旧植民地出身者に対する補償法案をただちに起草し、今臨時国会で最優先に成立させるべき
であると声明。
分断のもう一方の当事者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はいまだ植民地清算も出来ていない。日
朝国交回復という大きな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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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11 월 류코쿠 대학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식민지 문제-전쟁재판・보상문제 대한 고찰’
우쓰미 아이코(게이션 여학원대학 명예교수 ）
개요
＊ 왜 강화 회의에서 한국은 배제되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포함되었는가?
왜 조선인이 전범=전쟁범죄인으로 재판 받았는가? (전범 148 명, 23 명 사형)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염두하지 않은 미국 ・ 영국 ・ 네덜란드 ・ 호주 등
연합국에 의한 전쟁 재판에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재판했다.
＊ 일본은 이러한 내용의 전범재판 결과를 승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직후 일본정부는 전범재판을
받은 이들은 ‘국내법 상 전범이 아니다’라고 통달(1952 년 5 월 1 일) 하였고, 그에
따라

전범들은

원호법과

상이군인 ・ 군속과

연금

전범들은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이라는

그러나

이유로

한편으로는

원호법과

조선인

연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샌프란시스코
인정하였다(제

조약’에서는
16

조).

연합국

뿐만

포로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에

배상금

억류되었던

지불을
네덜란드

민간인에게도 개인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불이 아닌 경제협력 방식을 취하였고, 개인에 대한 배상금 지불도
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한일조약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사형되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원호법에서 제외된
조선인 전범들. 그들의 소송을 통해 일본과 연합국과의 식민지 책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계를 고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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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포츠담 선언’ 승낙과 점령 – 전쟁재판・헌법・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10 년 8 월 29 일, 대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병합. 36 년 간에 걸친 지배
「이미 무효이다」(1965 년 한일조약「이미(もはや）란）
1943 년 11 월 27 일 「카이로 선언」
‘앞으로 조선을 자유독립 국가로 인정한다’

1945 년 8 월 14 일 미국・영국・중국・소련에 수락을 통고한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의 이행, 일본의 주권을 홋카이도, 혼슈 등 현재의 영토에
국한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심판 및 배상금 지불에 관한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음.

*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 실시(제 10 항)： ‘전쟁 포로 학대를 포함하여,
전쟁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재판’
1945 년 12 월 26 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 상 회담 협정’： 연합국
군최고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대일(対日) 이사회(미・영・소・중・호・뉴질랜드・
인도의 7 개 국가)를 도쿄에 설치하고, 최고사령관이 연합국 회의 결과에 따른
항복 조항을 이행, 일본 점령 ・ 관리에 관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 1946 년 1 월 19 일, 연합국 군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설치를 명령했다.

*

배상금 지불(제 11 항) 재군비 구축을 위한 생산은 허용하지 않으나, 경제적
재건과 공정한 실물배상의 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과 유지는 허용한다.
중간보상 지불・생산물 서비스 경제협력－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

Ⅰ. 헌법과 ‘일본국민’
일본 헌법(1947 년 5 월 3 일 시행)은 ‘일본 국민의 정당한 선거로 통해 선출된 국회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하며…….’으로 시작된다.
*

‘일본국민이란’ 누구인가―국적법(1895: 1899 년 4 월 시행: 부계혈통주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일본인인

경우

그

자녀도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1950 년 5 월 4 일 공포. 7 월 1 일 시행. 1984 년 개정. 출생 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경우. 호적법 개정에 따라 외국 성(姓)도 호적에
기재 가능하다(1947 년 12 월 22 일: 호적법 개정(법률 제 224 호).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화. 조선적, 한국적.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코리안 증가. 1995 년
이후 일본 국적의 재일조선인 증가. 1985 년~2007 년 사이 13 만 8462 명 이상이
일본국적으로 귀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으로 자녀의 일본국적 취득자 증가
*

누가 선거권을 가지는가－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부칙 3」 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호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외지’에 본적을 둔 재일조선인・대만인. 이들에게는 일본(내지)과는
법제상 다른 각 지역의 호적법이 적용되었다. 1947 년 12 월 22 일: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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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제 224 호)
*

‘외지인’과 ‘내지인’
일본인(내지인)의

경우‘호적법’에

따라

신분상

본적

즉

(본적)지역이

‘내지’인 경우이다. 조선과 대만 등 ‘외지’에 본적을 두고, 각 지역의 호적
법칙에 따라 명시된 경우, ‘외지인’이라 칭한다.
여기서‘외지’는 ‘내지’와 법제상 다른 지역, 일본 영토 안에서 헌법으로
정한 통상적인 입법절차로 정립한 법이 원칙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지역(위법
지역)을 칭한다.
‘내지’와,‘외지’본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본적지에 따라
‘내지인’,

‘외지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본적지를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916 년 7 월 2 일 법무국장 회답).‘내선결혼’
한 일본인 여성들의 경우. 어느 지역에 이름이 기재되었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국적이 결정되었다.
*

쇼와 천황의 마지막 칙령인‘외국인 등록령’(1947 년 5 월 2 일 공포･시행）
당분간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외국인등록증명서’의 상시 휴대의무와
제시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의 일본국적 상실).
식민지

점령

하에서‘일본국적’을

가졌던

조선인과

대만인들은

헌법

시행

전날, 쇼와 천황의 마지막 칙령 (‘외국인 등록령’ 1947 년 5 월 2 일 공포,
시행)에 의거하여 ‘당분간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로 규정.

Ⅱ. 전쟁 재판과 식민지 지배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은 이‘선언’(포츠담 선언) 조문을 근거로 열렸다.
1946 년 5 월 3 일 도쿄 이치가야다이(市ヶ谷台) 구 육군사관학교 대강당에서 개정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11 개국 재판관과,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등 피고 28 명이
대면.

이

중

두

명이

전

조선총독부,

한

명은

전

조선군사령관이었다.

도조 히데키 옆에는 전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南次郎, 재임 1936.8~1942.5), 뒤
줄

오른

쪽에서

두

번째

줄에

1942

년

5

월에

미나미와

교대한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国昭, 同 1942.5~1944.7), 뒤 줄 왼쪽에는 전 조선군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同 1941.7~1945.8)가 착석.
세 명의 공통되는 소인(訴因)은 침략전쟁의 공동모의 ・ 침략전쟁의 계획준비 ・
침략전쟁의 수행과 같은 통상적인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로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관련한 소인(訴因)은 없었다.
기무라 헤이타로(木村兵太郎)의 변호인석에 시오바라 도키사부로(塩原時三郎) 전
조선총독부학무국장이 착석. 그는 미나미 지로 총독의 간곡한 간청으로 비서관으로
취임하였으며,

1937

년

8

월에

학무국장으로

승진하여,

‘황국신민

서사’를

제정(1937 년 10 월)한 책임자. (‘조선징병제의 창시자’『아사히 신문』1942.6.4）
개인변론:
정무총감,

미나미
고이소의

총독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다나카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타케오(田中武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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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총감,

조선총독부
이타가키의

증인으로 이하라(井原潤次郎) 군참모장이 출석 증언.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동남아시아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식민지와

중국에서

일본군의 침략・잔혹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

요코하마와 싱가폴 등에서 열린 BC 급 전범재판(통례의 전쟁범죄를 재판)에서도
연합국

포로(POW)를

강제노동

시킨

책임자와

기업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조선인의 강제연행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중국인은 포로임을 주장. 요코하마
법정에서는 2 건의 중국인 강제연행 사건이 재판을 받았다. 포로는 누구인가?
중국인은 포로인가, 노동자인가?
재판건수

2244 건

기소인원

5700 명
1018 명(일본인・조선인・대만인을 포함）

중 무죄
그 외

279 명

（옥사한 대만인 5 명을 포함）

――――――――――――――――――――――――――――――
유죄자 수

4403 명(조선인 148 명・대만인 168＋5 인 （옥사） 173 명）
구 식민지 출신자 321 명

전체 유죄자의 7.29%

148 명 중 129 명이 감시원・필리핀인 1 명 포로수용소 소장

조선인 전범의 경우

（조선인 전범 130 명(78%)가 포로관계）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아시아를 배제한 강화조약

1951 년 9 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초청되지 않았다. 49 개국이 조인.
배상.

배상금 지불의 4 가지 조건(경제적 재건 및 유지, (전범 관련) 채무 이행,

연합국의 추가 부담 및 일본에 대한 외환 부담 부과 제한)이 정해졌고, 지불은
‘서비스(役務)’ 방식으로
요구를

어느

정도

제한. 서비스, 생산물

만족시키고,

일본의

공여, 가공배상

생산력을

증대시켜

방식-아시아

미국의

배상

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 강화 방안도 충족시키는 ‘1 석 3 조’ 이익을 추구한 배상금 지불방법이었다.
그러나 연합국 포로와 관련된 문제는 예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한 날에 미일안보조약도 조인. 전권을 일임 받은 요시다
대사의 단독 조인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국교회복을 위한 교섭을 시작. 1951 년 10 월 20 일. 교섭은 14 년
간, 1965 년 6 월 22 일, 한일조약(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같은 해 12 월 18 일 발효. ‘이미 무효(もはや無効)’(제 3 조)의 ‘이미(もは
や)’란.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

동시에

발효한

‘청구권 ・ 경제협력

협정’으로

10

년간

1080 억엔(3 억 달러) 이상의 민간신용공여를 결정.
*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전달된 조선인 병사의 부재중 명단과 신분 조사표,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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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등에 근거하여 유족들에게 통보. 1974 년 12 월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제정. ‘1945 년 8 월 15 일 이전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했으나, 3 년
간의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유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정부가 다시 과거 청산에 나선 것은 21 세기 들어서이다. 2003 년 3 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4 년 2 월 발효) 이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 피해 조사를 시작.
2010 년 2 월 현재, 22 만 7986 명 신청. 12 만 1389 명(53.2%)이 처리되었다.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단 업무처리주요현황’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인증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8 년 6 월 시행). 5 만 1930 명이 위로금 ・미수금피해자・의료 지원금을

신청. 한국은 그 동안 자국 책임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조사하여
‘피해인증’을 하는 어려운 과거청산 작업을 해왔다. 또 의료지원 등도 실시해왔다.
이명박

정권은

이

작업에

소극적이었으며,

위원회

또한

축소

및

재편되었고

현재는 해산. (한국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전쟁 재판 판결을 승인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대일평화조약 제 11 조에 따라 일본은 연합국의 전쟁 재판 판결을 승인, ‘일본국민’의
구류(拘留)를 계속함. 이때 ‘일본국민’ 안에는 조선인 ・ 대만인 전범이 포함된다는 정부
해석.
*

‘전쟁범죄인은 범죄인이 아니다’
점령 하에서의 법무총재 견해－‘전쟁범죄인으로 연합국의 군사재판에 의해 형을
구형 받은 자의 국내법상 취급은 1950 년 7 월 연합국 총사령부 당국과 법무총재
단계에서 내린 결론으로 ‘군사재판에 의해 형을 구형 받은 자는 일본의 재판소에서
그 형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1952 년 5 월 1 일, 법무총재 견해 번복－‘이 해석은 본래 총사령부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철회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 1952 년 5 월
1 일 법무총재가 이러한 취지를 통첩하면서, 각 부처 관계 기관은 철저하게
철회를 도모하였다’. 즉 통첩 내용은 전범자는 국내법으로 형에 처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
스가모・교도소 전범의 ‘선거권’－1952 년 4 월 28 일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회복.
스가모(巣鴨) 교도서는 9 월 25 일 재소자 약 300 명이 10 월 1 일 중의원 선거에
부재자 투표를 하였다.

Ⅴ
*

강화 체제－외국적을 배제한 원호정책・미일안보조약－오키나와
전쟁 부상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 연금법 등―일본국적 ・ 호적을 갖지 않은 자는
제외

「잊혀진 황군(皇軍)」＝‘일본에 귀화한 조선출신자 등에 유족 원호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1962 년 9 월 22 일 통지) ―일본국적 취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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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쟁 부상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적용에 관하여’(1966 년 11 월 30 일
통지) ― 한일조약체결 후, 일본국적을 취득해도 적용하지 않음
*

‘평화조약 후 국적 이탈자 등 전몰자 유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2000 년 6 월 7 일 공포 ― 전몰자 유족에게 260 만, 전쟁 부상자 유족에게 260 만,
당사자에게 200 만 엔의 위로금과 특별 보조금 200 만엔 지급(2001. 4. 1 부터 3 년
간 한시법), 대만인 대상

*

기업의 전쟁책임・신일본제철・일본강관(NKK）・후지코시(不二越)

전쟁재판 ・냉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배상협상에서 조선의 식민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일본의 전후는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지 않은 채 시작되었다.
냉전 붕괴,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승리로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1980 년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전후 청산문제와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
인식의 결여
소송을

등 일본의

지원하기

위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활동이

각지에서

새롭게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이

1990 년대 이후 전후 보상운동을 일으켰으며, 법정 안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
들였다. 전후 보상재판은 2016 년 현재 80 건을 넘는다.
민주당 정권 당시, ‘전후 강제억류자 특별조치법’(6 월 16 일)이 성립되었다. 이는
시베리아

등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일본국적자에

대해서

억류

기간에

따라

1 인당 25 만에서 150 만 엔의 ‘특별 보조금’을 지불하는 법률이다. 최초로 당파를
초월하여 성립된 법률이지만, 지금까지의 원호법과 같이 일본 국적이 아닌 피해자는
여전히 배제하였다. 당초 민주당의 법안에는 ‘유족과 일본인 이외의 전(前) 억류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 내의 강경한 신중론이 대두되어 이 문구는
누락되었다.
일본국적자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이들은 소련으로부터 일체 임금지불을 받지
못하였고, 귀국 후에는 ‘공산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배제 ・차별 받아왔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일본과 소련에서 입은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표면화 되기를 요망하였다. (한국 시베리아 삭풍회 이병주(李炳柱) 회장 2010 년 6 월
21 일)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는 이 법이 국적 차별 규정을
포함하여 일본이 체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규약)
제 2 조 1 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입법부는 차별해온 구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보상법안을 즉시 초안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성립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분단의 또 다른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여전히 식민지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앞으로 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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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니러니

•

• 한국 진보여성운동의 역사와 페미니즘 이론의 기여

• ‘위안부’ 문제의 본질

 왜 페미니즘인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의미화, 역사화가 필요

•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 오해와 왜곡, 비방, 공격 역사왜곡

• 운동의 참가자들-수행집단-의 다층적 경험 또한 역사가 되고 있음

 말해도 듣지 않고, ‘들을 귀’가 없는 우리들의 문제, 말할 수 있는 조건 부재의 문제

4) 일본의 가부장제(여성비하 문화),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문화, 전쟁 가해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을 원폭과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전환, 역사왜곡

 피해 여성들의 오랜 상흔(문화적 트라우마)과 침묵의 원인 (집단적,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

3) 한국의 가부장제(여성의 이분화, 순결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지속되는 식민성의 문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문제 (1965년 한일협정)

 미군정, 분단, 전쟁과 군사독재 정권 등에 기인한 한국의 무능력

2) 국내 정치의 요인

 남성중심적, 강대국(서구백인) 중심의 국제질서

1) 국제적 맥락: 전후 (미)처리의 문제 ‘동경군사법정’과 미국의 책임 (냉전체제 구축)

 배경

 남성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당사자 국가의 무시, 대중적 무지, 그리고 당사자의 오랜 침
묵

 왜 운동인가?

• ＇위안부’ 문제의 중층적 역사: 운동은 이미 역사가 되고 있음

왜 ‘위안부’의 경험은 왜 오랫동안 침묵 당해 왔는가?

 나가며: 나의 삶과 연결짓기

 운동의 의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시작과 배경

왜 운동인가?

•

 들어가며

들어가기 전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의미

나눌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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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틀을 깨고…

I. 운동의 시작

초국적 여성운동의 초석을 놓음

•

 1992년 1월 8일, ‘수요집회(수요시위)’ 시작

 1991년 9월 18일, 신고전화(hotline) 공식 개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
본, 북한 등지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증언(최초의 공개증언)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탄생: 교회여성연합회 주도로 37개 여성단체들
과 시민단체들, 학생, 종교단체들이 참여

제주도 기생관광, 기지촌 ‘미군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 국내 성매매 동시에 제기됨

•

* 분기점: 1988년, 교회여성연합회 주최,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 세미나 (제주도)

새로운 역사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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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위안부 운동이 ‘민족주의적’이며 지나치게 ‘피해자/가해자’ 구도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오해
받는 배경

 강제성 (한국) vs. 자발성 (일본)

 ‘정조를 잃은 순결한 처녀’ (한국 여성단체들) vs. ‘매춘녀’ (일본 우익, 한국 보수 남성들)

6) 1980년대 부천성고문 사건의 이슈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이 이슈화됨으로써 성적 폭력에 대
한 이해 증대: ‘피해자’ 담론

 남성들(남성중심적 자민족중심적 민족주의)에 의해 구성된 여성들의 딜레마: 민족/여성 정체성 분리

 민족의 딸 (진보 남성) vs. 민족의 수치 (보수 남성)

민족해방을 여성해방의 우위에 둠: ‘민족’담론 형성

5) 반제 민족민주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민주진영

민족민주운동과 협력과 갈등: 독자운동 vs. 부문운동  독자운동

4) 87’ 민주화 운동과 함께 성장한 여성단체들

운동의 배경

•

•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인권문제제기, 의제화에 성공

 국내에서 들리지 않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초국적 운동을 통해 돌파(92년부터 UN에 문제제기)

2000년대 이후: 전시성폭력, 평화와 여성인권 문제로 확대

 국제사회에 여성인권 기입 주도

 한국여성운동, 페미니즘의 성장

둘은 상보적 존재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민족주의 남성 vs. 제국주의(식민지배자) 남성들의 경합에서 여성의 자리/목소리/경험은 사라짐!

 페미니즘: 여성/민족? 남성을 경유해야만 들리는 여성의 경험, 여성이 여전히 온전한 시민이 아님
을 비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gender)가 민족 문제(nation)와 경합?

1990년대: 여성경험의 교차성 (민족(인종), 젠더, 계층)

운동 담론의 변화

3) <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여성들: 1970년대부터 기생관광반대, 원폭피
해자 지원, 최루탄반대, 민주화 투쟁 동참해 온 교회연의 운동성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수난사 속에 당한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관심”에서 기
생관광과 '정신대' 문제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자주적․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고 민족분단을 극복
하려는 민족민주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주도해 온 교회여성연합과 여성단체연합이 주축”
을 이루어 결성되었다(이효재 1992, 10-11).

2) 여성학자 이효재 교수: 윤정옥의 오랜 친구이자 교회연의 평화통일위원, 1987년 여성단
체연합 대표

 교회연, 여연과 결합, 일본 여성들과 결합, 새로운 운동으로 확대

1) 윤정옥 교수 개인의 열정과 헌신: 동시대 여성들의 공유된 죄책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배경: 한국 진보여성운동의 역사와 공명

운동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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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공히 존재하는 식민주의 (숭미주의)

 동아시아 냉전체제하 포스트/식민국가의 위치성 폭로

 민족과 ‘여성’ 간의 이중적/모순적 관계 및 민족주의, 식민주의, 가부장제의 적대적 공존관
계 폭로

이효재는 식민지배 당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청산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가장
상징적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지목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
한 우리 민족에 그 근본적인 책임을 물음(이효재 1992, 8).

 식민지배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

 포스트식민주의와 식민성을 재고하게 하고, 국민 성원권의 문제를 통해 ‘국가’에 질문을 던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공식적 독립 이후에도 잔존하는 식민주의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함

2) 포스트/식민 운동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시공간을 관통하여 제기했던 핵심적 쟁점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이를 관통
하는 젠더와 민족, 계급의 문제, 그리고 서브알턴과 역사 다시쓰기, 초국적 연대와 페미니스트 운동

II.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의의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국에도 공동 대응

• 가해/피해국 여성들과 연대: <아시아연대회의>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2000년 12월 7일-12일), 천왕의 법적 책임을 물음

• 2000년 (시민) 법정

 군대에 의한 집단적 강간체계(military sexual slavery), 전시성폭력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함
(생존자들의 증언활동)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명 ‘쿠마라스와미 1996년 보고서’와 1998년 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
서’

• UN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

3) 초국적 연대와 책임의 계승

•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저항과 변화 유도

•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인권

•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 여성의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속성(nature)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체험에서 유래한 여성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
다는 페미니스트 입장론 (feminist standpoint)에서 출발

• 보이지 않는 보편적 주체, 당연시되던 부정의한 구조에 대한 질문과 주체/대상의 자리바꿈
시도(권력에 도전)

• ‘윤락행위’ ‘정조에 관한 죄’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의 언어를 바꿈

여성억압의 현실 인지, 여성이 처한 부당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 정치학

Political activism by women on behalf of women

 페미니스트 운동으로서 일본군＇위안부‘ 운동

1) 페미니스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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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기림비 형태

작가 김서경 & 김운성  시민들이 “역사를
상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의사소통 가능”
한 형태를 고민하다 소녀상 제작 제안

피해자들의 분노, 슬픔, 고통, 희망이 복합적
으로 얽혀 있는 소녀상

•

•

•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기념

평화비(일명, ‘소녀상’)

공감된 청중 만들기

역사적 책임의 계승

• 전 세계에 나비네트워크 결성(2013) 및 평화나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역사의 산 증인 ’ 일본의 과
거 범죄행위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역사와 존재’
에 대해 환기 + 내적 성찰 요구

페미니즘 리부트, 강남역(페미사이드), 여성혐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공명

 동질감과 연결됨을 통한 피해자성 확장 & 가해자성
의 성찰: 시공간을 넘어선 경험의 공통성, 젠더부정
의에 대한 인지

자아를 통과한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지, 타자를 통과해야만 존
재하는 자아에 대해 자각

 예외적 개인이 아닌 구체적 역사의 주체로서 ‘여성
들’

형상을 입은 비존재-여성

“이미 함께했지만 아직은 구성원이 아닌 너를 ‘우
리’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장

 공유된 책임을 확인하고 연대하며, 주체화는 과
정

서대문 독립공원 성미산 아래 개인 집 개조: 역사교육의 현장

 힘을 얻고 주는 상호권한 부여의 장

 평화비(‘소녀상’) 건립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집회)

 타인의 경험을 통과해 자신의 숨겨진 고통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장

 포스트식민체제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에
게 말할 권리를 부여하는 장

 한국사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혹은 배제당
한 사회적 약자들이 조우하고 말하는 장

오늘날, 수요시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개관 (2012년 5월) (2004년 건립위원회 발족, 개관까지 8년 걸
림)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설립(2001년 7월)

 수요시위(1992년 1월 8일): 지속되는 일본의 부인, 미야자와 수상 방문 계기, 항의집회

• 공감된 청중 만들기: ‘나＇의 문제로 공명

3) 초국적 연대와 책임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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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기금
Butterfly Fund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
지는 않는다. 창피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다.
설령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더
라도 후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
한다…(중략) (후세대에게 한마디해
달라는 요청에) 평화의 나라를 만
드는 데 힘써 달라”(김복동, 2010
년 수요집회 900회 기념 인터뷰).

“아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잡한 마음이
든다… 생존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해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김복동, 2015년 서울시여성상 대상 수상 소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War & Women’s Human Rights Museum

트라우마 치유와 임파워먼트: 유사한 경험의 공유, 들어주기, 말걸기를 통해 당사자 스스로 개
별적,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 치유
정체성의 변화: 수치스러운 존재에서 피해자, 생존자로 다시 인권운동가로! 침묵하는 유령(보
이지 않는 비체)에서 말하는 주체로

•
•

•

III. 나가며

역사적 부정의에 의해 침묵 당하던 ‘유령’들이 시간을 훌쩍 넘어 비로소 피해자이자 생존자, 운동의 주체이자 동
지라는 사회적 형체를 입게 된 감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

 나비기금(2012년 3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으로서 공통된 경험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청중의 구성과
확산

•

남성중심적, 공식적 기록 위주의 거대(권력자의) 역사를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 대항적 기억으로 재고하게 함  역사와
기록, 사료에 대한 사유를 전환시킴

증언 채록과 증언운동

4) 말 건네는 ‘서브알턴’의 가능성:
‘여성’의 경험으로 역사 다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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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비(‘소녀상’)는 왜 이슈가 되는가? 왜 ‘소
녀상’에 집착하나?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페미니즘이란?

***내 안의 ‘가해/피해자성’ 복기하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운동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무슨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여성인권, 젠더 문제 연
결짓기

 최근의 ‘사태들’과 연결 짓기: 나는 무관한가?

이야기 나누기: 연결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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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進歩女性運動の歴史とフェミニズム理論の貢献

• 慰安婦問題の本質

 なぜフェミニズム的視点なのか？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の意味付け、歴史化が必要

•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は民族主義運動なのか？誤解、歪曲、誹謗、攻撃 歴史歪曲

• 運動の参加者たち-実行集団-の多くの経験もまた、歴史になっている

• 慰安婦問題の深い歴史：運動はすでに歴史になっている

 なぜ、この運動についてなのか？

はじめに

李娜榮 (中央大学社会学科)

フェミニズムの観点から見た
日本軍 ‘慰安婦‘ 運動の意味
繰り返されるアイロニー

•

「聞く耳を持たない」私たちの問題、話ができる状況がないという問題

被害意識に転換、歴史歪曲

3) 日本の家父長制(女性卑下文化)、民族主義と軍国主義文化、戦争加害に対する罪悪感と責任を、原爆と敗戦によって

て解決をはかろうとした)

 被害者女性たちの長い間の傷(文化的トラウマ)と、沈黙の原因(集団的、構造的問題というより、個人の問題とし

 韓国の家父長制(女性の二分化、純潔イデオロギー)と男性中心的民族主義、持続する植民性の問題

 朴正煕軍事独裁政権の問題(1965年の日韓協定)

 アメリカ軍政統治、南北分断、戦争と軍事独裁政権に起因した韓国の無力さ

2) 国内政治的要因

 男性中心、超大国(西欧白人)中心の国際秩序

1) 国際的風潮: 戦後(未)処理問題「東京裁判」とアメリカの責任(冷戦体制の構築)

 背景

 男性中心社会という国際的風潮の中で、当該国の無視、人々の無知、そして本人たちの長い間の
沈黙があった

なぜ慰安婦たちは、長い間沈黙していたのか？

 終わりに: わたしたちとの関わり

 運動の意義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の始まりとその背景

なぜこの運動が起こったのか？

•

 はじめに

本講演の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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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黙の殻を破って…

I. 運動の始まり
国家の枠を超えた女性運動の土台の構築

•

 1992年1月8日、「水曜集会」(水曜抗議デモ)の開始

 1991年9月18日、ホットライン公式開設、韓国のみならず、台湾、中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
シア、日本、北朝鮮からも被害者が自ら名乗り出てくる

 1991年8月14日、金学順ハルモニの証言(最初の公開証言)

市民団体、学生、宗教団体の参加

 1990年11月16日、「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誕生: 教会女性連合会主導で37の女性団体と

済州島の妓生観光、基地村の「米軍慰安婦」、「日本軍慰安婦」、国内児童買春問題など同時提起

•

* 分岐点: 1988年、教会歴史連合会主催の「女性と観光文化」国際セミナー(済州島)

新しい歴史が動き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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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読者運動

 韓国の慰安婦たちの運動が「民族主義的」であり、過度に「被害者/加害者」の構図に執着しているのではな
いかという批判/誤解受ける背景

 強制的(韓国側) vs. 自発的(日本側)

 「貞操を失った処女たち」(韓国女性団体) vs. 「売春婦」(日本の右翼、韓国の保守的男性)

6) 1980年代、富川性的虐待事件が論壇に取り上げられる。1990年代中盤以後性暴力、家庭内暴力が論壇に取り上
げられることにより、性的暴力に対する理解が増す: 被害者が語る場の形成

 男性たち(男性中心的、自民族中心的民族主義)により、構成された女性たちのジレンマ:民族/女性のアイデン
ティティ分離

 民族の娘(進歩的男性) vs. 民族の恥(保守的男性)

民族解放を女性解放の上位に:民族について語りあう意識の形成

5) 反体制、民族民主運動に参加した学生たちと民主陣営

民族民主運動との協力と戦い:読者運動vs.部門運動

4) 87年、民主化運動と共に成長した女性団体

運動の背景

•

•

 国際社会では普遍的人権として女性人権問題提起、議題化に成功

 国内では聞くことのできない女性たちの声を国家間を超えた運動を通じて聞く(92年から国連に問
題提起)

2000年代以降:戦時下における性暴力、平和と女性人権問題に拡大

 国際社会において女性人権を認めさせるように主導

 韓国の女性運動、フェミニズムの成長

これらは相補的存在(ポスト植民地主義フェミニズム)

民族主義の男性 vs. 帝国主義(植民地支配者)の男性の競合から女性の居場所／声／経験は消えた！

 フェミニズム: 女性／民族？男性を通してこそわかる女性の経験、女性が相変らず完全な市民でな
いことを批判

女性についての性暴力問題(ジェンダー)が民族(人種)問題と競合?

1990年代: 女性たちの経験の多様化(民族(人種)、ジェンダー、階層)

運動に対する世論の変化

3) 「教会女性連合会」を中心に、クリスチャン女性たちが一つに: 1970年代から妓生観光
反対、原爆被害者支援、催涙弾反対、民主化闘争等に参加してきた韓国教会連合の運
動

「植民地支配と分断による民族受難史の中での女性たちの被害と苦痛についての関心」で妓生
観光と「挺身隊問題」の類似性に注目し、「自主的、民主的政府を樹立して民族分断を克服し
ようとする民族民主運動の過程で女性運動を主導してきた教会女性連合と女性団体連合が主軸
になる」ことを目的に結成された(イ・ヒョジェ1992,10-11).

2) 女性学者イ・ヒョジェ教授:尹貞玉の古くからの友人であり、韓国教会連合の平和統一
委員、1987年女性団体連合代表

韓国教会連合、韓国女性団体連合や日本の女性たちとも連携し、新しい運動に拡大

1) 尹貞玉教授の個人的情熱と献身: 同時代の女性たちに共有された罪責感

 日本軍慰安婦問題が表面化した背景：韓国進歩女性運動の歴史と功績

運動の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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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韓国に共に存在している植民地主義(崇米‐アメリカ依存主義)

 東アジア冷戦体制下の、ポスト植民地国家の位置をあかす

 民族と「女性」間の二重的/矛盾的関係および民族主義、植民地主義、家父長制の敵対的共存
関係の暴露

イ・ヒョジェは植民地支配当時強行された「反人道的犯罪に対する責任が清算されていないところで現
れる、最も象徴的問題」として慰安婦問題に着目し、日本政府の責任だけではなく、「親日勢力を清
算」できない我が民族にその根本的な責任を問いかけている(イ・ヒョジェ1992,8).

 植民地支配の責任を正面から提起する

「日本軍性的奴隷戦犯女性国際法廷」(2000年12月7日-12日) 天皇の法的責任を問う

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責任を問うだけでなく、被害国への共同対応

• 加害／被害国 女性たちと連携: <アジア連携会議>

•

• 2000年 (市民)法廷

 軍隊による集団的強姦体系(military sexual slavery)、戦時性暴力問題を世界的な議論とする(生存
者の証言活動)

国連人権委員会に提出された、通称「クマラスワミ報告書」(1996年)と「ゲイ・マクドゥーガル報
告書」(1998年)

• 国連の活動を中心とした国際的一致連携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は、公的な独立以後も残存する植民地主義を正面から監視している

 ポスト植民地主義と植民地というものを再考し、国民になるための権利という問題を通して「国
家」に問いかける

3) 超国家的連携と責任の継承

• 性差別構造に対する抵抗と変化への誘導

• 普遍的人権としての女性の人権

• 女性の経験と声:女性の人生が持っている価値と意味は自然に持って生まれた属性(nature)でな
く、社会的脈絡で定義されるべきで、体験に由来した女性の観点で再考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いうフェミニストの立場論(feminist standpoint)から出発

• 見えない普遍的主体、当然のような悪の構造についての質問と主体/対象となる立場を変える試
み(権力に挑戦)

• 「売春行為」、「貞操に関する罪」、→ 性暴力、売春、家庭内暴力、セクハラ的言葉を改める

2) ポスト植民地主義運動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が時代を超えて提起した核心的争点:植民地主義と民族主義、これを貫く
ジェンダーと民族、階級の問題、そしてサバルタン(社会的被抑圧者)と歴史の書き換え、超国家的連
帯とフェミニスト運動

II.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の意義

女性が抑圧されている現実を認め、女性が直面した不当な(経済的、文化的、政治的)条件を変化さ
せようとする運動、政治学

Political activism by women on behalf of women

 フェミニズム運動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

1) フェミニズム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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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感できる聴衆作り

歴史的責任の継承

全世界にナビ(チョウチョ)ネットワーク結成(2013)および平和のチョウチョ

元々は慰霊碑だった

作者 金曙炅&金運成 「市民が歴史を想像
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人々とコ
ミュニケーション可能」な形にすることを
考え、少女像製作を提案

被害者たちの怒り、悲しみ、苦しみ、希望
が複雑にからんでいる少女像

•

•

•

2011年12月14日 水曜集会1000回の記念に

平和の碑(日本語名「少女像」)

•

建設委員会発足、開館まで８年)

西大門独立公園ソンミ山麓の個人の家を改築:歴史教育の現場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 開館 (2012年5月) (2004年

 平和の碑(少女像) 建立 (2011年12月14日、水曜集会1000回記念)

 <戦争と女性の人権センター> 設立(2001年7月)

 水曜集会(1992年1月8日)：日本側の否定が続く中、宮沢首相の訪韓を契機とした抗議集会

• 共感できる聴衆作り:「私」の問題として共有する

3) 超国家的連携と責任の継承

 「老いることも死ぬこともない歴史の生き証人」→
日本の過去の犯罪行為だけでなく、「私たちの自ら
の歴史と存在」に対して喚起+内省を求めて

フェミニズム リブート、江南駅フェミサイド、女性嫌悪、性暴
力に対する社会的喚起と共鳴

 同じ思いを共有することを通して被害者意識の拡張
&加害者意識の自覚と反省:時を超えた経験の共有、
ジェンダー不正に対する認知

自分と関わる他者の存在を認め、他者と関わるために存在して
いる自分であると自覚する

 存在を無視された個人ではなく、具体的な歴史の主
体としての「女性たち」

存在する非存在-女性

「すでに共にいるけれど、まだ仲間ではないあな
たを『私たち』の仲間に加わりませんかと招待」
する場

 共有された責任を確認して連帯し、主体的に生
きる過程

 力を得たり、与えたりという相互権限付与の場

 他人の経験を通して自身の隠された苦しみを見
つめ、癒す場

 ポスト植民地体制で沈黙を強要された者たちに
話す権利を与える場

 韓国社会のどこにも属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
たは排除された社会的弱者たちが集い、話す場

今日の水曜集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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ナビ(チョウチョ)基金
Butterfly Fund
「正義はあるのだから必ず勝利する
と信じる。 何もしないからといっ
て犯した罪が消えるわけではない。
恥ずかしいのは私たちでなくわが国
の政府と日本の政府だ。 たとえ私
たちの世代では終わらなくても後の
世代までこの運動は続くと思う…
(中略) (『後の世代に何か一言』と
の要請に対して)平和の国を作るた
めにいっそう努力してほしい」(キ
ム・ボクトン、2010年水曜集会900
回記念インタビュー).

「いまだ日本軍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ず、心乱れ、息が
詰まる思いだ…わたしたちが生きている間に日本政府が
謝罪と賠償をしてくれて、子供たちに平和な世の中をプ
レゼントしたい」(キム・ボクトン、2015年ソウル市女性
像大賞受賞所感)

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
War & Women’s Human Rights Museum

トラウマの治療とエンパワーメント:類似経験の共有、聞き入れること、話しかけること
を通して当事者自ら個別的、集団的、文化的なトラウマを癒す
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恥かしい存在としての被害者、生存者を再び人権運動家に! 沈
黙する幽霊(存在を無視された存在)から声を上げる主体に

•
•

•

III. 終わりに

歴史的否定によって沈黙させられた「幽霊」たちが時を超え、初めて被害者であり生存者、運動の主体で
あり同志であるという社会的存在となった感動的かつ歴史的な事件

 ナビ(チョウチョ)基金(2012年3月)

個人的なことが政治的である! 女性としての共通経験を聞き、共感できる聴衆の構成と
拡散

•

男性中心的、公式記録中心の巨大(権力者の)歴史を女性の経験と声、対抗的記憶で再考する → 歴史と記録、史
料について記述を書き換える

証言の収録と証言運動

4) 声を上げる「サバルタン」たちの可能性:「女
性」の視点で歴史を書き改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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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和の碑(少女像)はなぜ、争点になるのか？
なぜ、「少女像」にこだわるのか？

 日本軍慰安婦たちの運動にフェミニズムが必
要な理由は？

 フェミニズムとは？

***私の中の「加害者性」/「被害者性」を再確認!!

 私はどんな人間なのか？

 私はなぜこの運動に取り組むのか？何のため
に？何をめざして？

 自由民権運動、女性の人権、ジェンダー問題と
の連結

 最近の状況と連結：私は無関係なのか？

ディスカッション：この運動と私たちとの関わり

한국의 안중근과 일본의 평화지성, ‘화이부동’과 ‘사이비’:
千葉十七·幸徳秋水·德富蘆花·石川啄木·夏目漱石
도진순 (창원대학교 사학과)

“不笑不足以爲道”
“God/Devil is in th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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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으뜸 선비’들을 찾아서
도(道)를 들음에 으뜸 선비는 부지런히 실행하고, 중간치기 선비는 반신반의하고, 아
랫등급 선비는 크게 비웃나니, 크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上士聞
道, 勤而行之, 中士聞道, 若存若亡, 下士聞道, 大笑之, 不笑不足以爲道)

톨스토이(Leo Tostoy)도 좋아한 노자의 도덕경 41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1909~10년 안중근의 ‘죽임’과 ‘죽음’의 길도, 당시나 지금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
하는 길(道)에도 많은 오해와 비웃음이 있어 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세기 전
안중근의 거사(擧事) 당시에도 도(道)를 들을 줄 알고 실천하려는 ‘으뜸 선비(上士)’
들이 있었다. 특히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안중근의 깊은 고민과 내면을
이해한 일본의 ‘으뜸 선비’들은 동아시아 평화 전선에서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들
을 통해 국경과 시간을 넘어서는 지성의 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우여곡절 속
에서도 역사가 전진하리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발표는 동아시아의 이런 보배로운 인연과 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편향에 대해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먼저 언급하
고자 한다. 그 하나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관계를 한국이나 일본의 애국주의
내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 구속하여 ‘전쟁’을 부추기는 경우이다. 2014년 필자는 한
국의 MBC 방송사로부터 일본인들이 안중근의 “초췌한 사진”에 “저주의 문구”를 집
어넣어 “안중근을 비하하는 사진엽서 사본을 입수했다”면서, 이것을 8·15 해방 특
집 방송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진이 뒤에서 검토할, 고토쿠 슈스이
(幸徳秋水)와도 관계되는 보배로운 사진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사진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사진은 안중근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지만 용감하게 안중근을 찬양하는 귀한 사진일 가능
성이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중근을 지지하는 일본 친구들’(假題) 이런 식의 특집
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그후 방송사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본 발표 논문을 대강 정리하고 난 뒤, 우연히 MBC가 2014년 ‘8·15 해방’ 특집
으로 이른바 ‘사진 전쟁’을 중심으로 <안중근 105년, 끝나지 않는 전쟁>(김환균PD
연출)1)이 방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 안중근기념관, 국사편찬위
원회, 독립기념관 등 유수의 기관과 일본의 류코쿠대학(龍谷大学) 등이 협조하고,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安定根)의 며느리 박태정 여사, 한국에서 안중근 연구의 여
러 저명 전문가가 나오는 이 방송을 보고서, 민족을 넘어 평화를 모색한 안중근이
한일의 적대적 역사 전쟁에 재단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hQ0crrK-xuY>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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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민족주의적 편향과 반대의 측면에 또 다른 하나의
편향이 있다. 그것은 안중근의 평화사상이 민족과 나라를 넘어선다고 해서, 역사와
현실의 엄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여 연결시키려는 경향이다.
안중근과 연결되는 일본의 평화 지성은 ‘아랫등급의 선비’들이 비웃을수록 더욱 부
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해야할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도 진실을 벗어나게 되면 ‘으
뜸 선비’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하는 독이 될 수 있다. 이점 역시 뒤에서 다시 언급하
겠다.
요컨대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그 국제적 연계가 중요할수록 더욱 진실되고 정확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 즉 ‘사이비(似而非)’와, 다르
지만 서로 조화할 수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감별해 내는 분별이 필요하다.
한·일간 민감한 문제일수록 “구원”도, “악마”도 모두 “사소한 데 있다(God/Devil is
in the detail)”고 할 수 있다.

1. 치바 도시치: <위국헌신 군인본분>
안중근과

일본

평화

지성과의 연결을 본격적으
로 검토하기 전에, 일본과
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
미 유명해진 안중근의 유
묵 <위국헌신 군인본분(爲
國獻身 軍人本分)>에 대
해 약간 검토해보고자 한
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
이, 이 유묵의 소장자는
여순감옥(旅順監獄)의

일

본 간수(看守)였다는 헌병
(憲兵) 치바 도시치(千葉
十七,

1885~1934)이며,

그는 안중근 순국 이후 평
생 안중근을 숭배하였다고
그림 1~2. 안중근의 <爲國獻身 軍人本分> 유묵과 비

한다. 1979년 안중근 탄
생 백주년을 맞이하여 치

바의 유족들은 이 유묵을 <안중근의사 숭모회>에 기증하였으며, 1981년에는 치바의
묘가 있는 일본 미야기현(宮城県)의 다이린지(大林寺)에는 유묵비와, 그 유래를 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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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창비가 세워졌다.2)
이 유묵을 널리 알린 것은 다이린지의 주지 사이토 타이겐(齋藤泰彦)이 쓴 내
마음의 안중근(わが心の安重根: 千葉十七・合掌の生涯)이며, 필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책에 의하면 1909년 12월 하순 “어느날” 옥중에서 안중근과 치바 “두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안중근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날은 한 해가 저물
어가는 12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로, 치바가 오랜만에 당직을 서는 날이었다.(사이토
타이켄, 2002, 171)

1909년 12월 하순의 일요일은 24일 아니면 31일이다.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31일은 연말이자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전일(前日)이다. 이런 날,
성직자 못지않은 독실한 가톨릭교도인 안중근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는 것
이 다소 의아하지만, 아무튼 이날 안중근은 치바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잘 해
드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언급을 했다고 한다.
생명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지요. 내 부모에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先祖]는 30
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10억 7천만 명이나 되지요. 참으로 무궁한 생명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어려운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사이토 타이켄,
2002, 173). [ ]는 필자.

이러한 옥중 대화로 감동을 받은 치바는 안중근을 이토 히루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화의 사도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
다. 한 명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부모 두 분이 필요하고, 이 두 분의 탄생을 위
해 다시 네 분의 선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필자가 계산을 해보니,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니 과연 1,073,741,824명의 선조(先祖)가 필요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탄생을
위해 3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10억 7천 여 명의 선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중근은 과연 알았을까?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였다.
안중근은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재판이라 비판한 바와 같
이 일본어 회화를 할 줄 몰랐으며, 치바도 일본에서 바로 중국 만주로 가서 뤼순감
옥의 간수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당시에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그런데 두 사람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심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
필자는 2010년 5월 27일(목) 다이린지를 방문하여 사이토 주지에게 위의 구절
을 문의한 바 있다. 주지스님은 “이것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이 집어넣
2) 한일 양국어의 현창비 비문은 “1981년 3월 26일, 미야기현 지사 야마모토 소이치로(山
本壯一郞)”가 쓴 것으로 새겨져 있으나, 최서면(崔書勉)이 기초하였다고 한다(2010. 1.
17~18일 최서면 인터뷰). 한글번역본은 사이토 타이겐(2002), 32면과 33면 사이 삽입된
사진난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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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라고 말하고, 불편해 하시면서 서둘러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그렇다면 옥
중에서 “두 사람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나, 특히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것도 “처형 5분 전”에 “재촉하듯
서둘러 벼루와 붓, 비단천을 가져오게 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휘호를 써서
치바에게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사이토
타이켄, 2002, 173. 30~32, 214~215)는 것은 사실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요컨대 안중근과 치바와의 인연, 그리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
分)>의 내력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불문학(佛文學)을 전공한 사이토 주지가 쓴 책,
내 마음의 안중근이외에는 믿을 만한 사료로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물론 안중
근은 옥중 자서전인 안응칠역사(安應七歷史)의 옥중 생활 부분에서도 치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이토에 의하면 치바가 “관동도독부 육군 헌병 상등병의 신분”으로 안중근 사
건을 접했고, “안중근을 하얼빈(哈爾濱)에서 뤼순(旅順)으로 호송하였으며, 뤼순에
와서 처형이 집행되기까지 5개월간 뤼순형무소에 수감된 안중근의 간수를 내키지
않았지만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안중근을 “일본의 가장 위대
한 정치가”를 죽인 살인범으로 생각했으나, “취조가 시작된 11월 13일 이후3) 안중
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사이토 타이켄, 2002, 17~18).
그러나 취조 기록 어디에도 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순감옥의 정식
명칭은 관동도독부감옥서(関東都督府監獄署)인데,4) 헌병이 왜 간수를 담당하였는지,
간수 명단에 치바가 존재하는지 등 기초적인 것도 조사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이토 주지의 책에서 비롯된 미담은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2010년 5월 27일도 조총련계 가이드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참 설명을 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이토 주지의 책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분석이 목표가 아니지만, 한 구절만은 언급하고 싶
다. 책을 유심히 읽어보면 위의 12월 하순 “어느날”의 감동적인 만남은 다른 부분
에서도 반복되는데, 그날 치바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고 밝혔고, 안중근도 다음과 같이 치바에게 사죄하였다고 한다.
저는 분명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 죄는 제 자신의 인(仁)이 부족한 탓입니다. 인이 부
족했다는 것은 한국 국민 전체의 죄이기도 합니다.(사이토 타이켄, 2002, 29~30)

이 구절은 필시 안중근이 옥중 자서전 안응칠역사에서 언급한 “인약(仁弱)”에
3) 여순(旅順)에서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孝雄) 검사의 심문은 11월 14일부터 시작된다.
4) 참고로 당시 関東都督府의 도독은 大島義昌 大将인데, 현 安倍晋三 현 首相의 고조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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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따왔을 것이다.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안중근이 재판 투쟁에서 주장한 핵심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
우라 고로(三浦梧楼) 등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의(義)’
로운 ‘무죄(無罪)’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자, 이때의 심정을 안응칠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일을 보면 가령 개인 간의 살인죄라 할지라도
미우라(三浦)의 죄와 내 죄 중에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볍
단 말인가? 참으로 머리가 부서지고 쓸개가 찢어질 일이다. 천만번
생각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아 손뼉을 치며 웃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내가 인약(仁弱)한 한국 인민
인 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모든 의혹이 풀리고 마음도 안정을 찾
을 수 있었다(我非他罪 我爲仁弱韓國人民之罪也 乃解疑安心焉)5)

그런데 여기서 “인약(仁弱)”이란 ‘인(仁)이 약(弱)하다’는 의
미가 아니다. ‘문약(文弱)’이 ‘문(文)이 강해 오히려 나라가 약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듯, ‘인약(仁弱)’도 ‘(仁)이 강해 어질기
만 하고, 오히려 나라는 약(弱)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인
(仁)이 강(强)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중근이 “인이 부족했
다는 것은 한국 국민 전체의 죄”(사이토 타이켄, 2002, 29~30)
라고 절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3. 안중근 유
묵, <志士仁人 殺身
成仁>

사형선고 이전 안중근은 ‘의로운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사
형 선고 이후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한국 인민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듯 흔쾌히 받아들이
고, 한국 인민은 무력은 약하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에

서 “인약(仁弱)”이라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안중근은 제국의 폭력에 희생된 선
량한[仁弱] 한국 대중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에서 자신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다시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과의 비교대상이 이토나 미우라에서 동포인 한국
대중으로 바뀌는 것이다. 안중근이 미즈노 기치타로오(水野吉太郞) 변호사6)에게,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을 써 준 것도 같은 의미이다. 안중근은
이 휘호를 통하여 의로운 무죄를 넘어

인(仁)으로 귀결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평화

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위국헌신 군인본분>도 같은 의미이다. 즉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안
중근 자신은 대한의군(大韓義軍)의 참모중장, 즉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직분
5) 신용하 엮음, 1995, 97~98면(한글), 163~164면(한문).
6) 미즈노 기치타로오(水野吉太郞) 변호사는 이후 고향 고치(高知)으로 돌아가 “안중근은
위대한 사람”이라 말하였고, 아시아 침략을 주도하는 군벌에 반대하는 자유민권운동도
하였다. 나카오 야스오, 1995, 240~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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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국헌신 군인본분>이 안중근의 ‘죽임’에 대
한 설명이라면, <지사인인 살신성인>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1910년 2월 14일 이후 안중근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난 마지막 비약이라면, 그 이전은 의(義)로운 무죄투쟁을 하고 있었
다. 사이토가 안중근과 치바가 만났다고 비정한 1909년 12월 ‘어느날’은 안중근이
혼신의 힘으로 ‘의로운 무죄’를 강조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인(仁)”을, 그것도 “부
족”하다고 사죄했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아닌 사이비(似而非)에 해당한
다고 생각된다. 내마음의 안중근(わが心の安重根)이 내마음대로의 안중근이 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고토쿠 슈스이: 사진엽서와 한시

그림 4. 안중근사진①：
기

일어 설명 부
그림 5. 안중근사진②：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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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설명

그림 6. 안중근사진③：

신한민보

그림 7. 안중근사진④：

슈스이

(1910. 3. 30), 한글 제목 “만고의

압수물(1910. 6. 1), 영문 설명

안듕근공” 부기

부기

1) 비하물(卑下物) 사진엽서의 정체
한국의 MBC에서 2014년 8·15 해방 특집으로 ‘사진 전쟁’을 중심으로 <안중근
105년, 끝나지 않는 전쟁>을 방송하였는데, 문제의 사진은 일본의 사회주의 평화운
동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슈스이는 안중근
보다 8살 위이며, 1903년 러일전쟁 개전에 반대하면서 주간 『평민신문(平民新聞)』
을 창간하여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톨스토이는 ‘러
일 양쪽 정부가 다 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회개하라(悔い改めよ)!>라는 팜프렛
을 발표하였고, 슈스이는 이를 전문 번역하여 평민신문(1904년 8월 7일)에 게재
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일본의 평화 지성들은 전쟁과 식민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슈스이는 1907년 7월 21일 오사카 평민신문과 사회신문에 발
표된 ‘조선문제에 과한 비제국주의적 결의’를 주도하며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였다.
(고토쿠 슈스이, 2011, 464)
이런 슈스이가 안중근의 초상 사진이 있는 엽서에 안중근의 거사와 순국을 찬양
하는 한시를 남긴 것(그림 5~7: ②~④)은 한·일간의 ‘으뜸 선비’로 특별히 기억할 만
한 일이다. 안중근 초상 사진의 배경에 이렇게 찬양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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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아형(張亞馨)의 헌사(獻詞)가 있는 사진(윤병석, 2011, 권두 <사진6>) 이외, 유
일할 것이다.
그런데 슈스이의 헌시(獻詩)가 있는 ②~④는, 헌시가 없는 ①과 같은 사진이다.
①~④는 사진의 세로 길이가 조금 다른데, ①은 오른 엄지손가락까지 나와 있고 일
어 설명을 부기하였고, ②~④는 오른손이 보이지 않게 좀 더 많이 자르고 영어, 한
글로 설명을 부기하였다. 따라서 일어 설명이 있는 ①이 가장 빠르고, 여기에 슈스
이의 한시를 상단에 추가하고, 아래 부분을 좀 더 잘라내고 하단에 영어 설명을 추
가한 것이 ②이며, ②에서 다시 ③과 ④가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MBC의 <안중근 105년,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특종 발굴처럼 보도한,
“안중근 비하물”이라는 사진이 바로 ①이다. 이 프로의 핵심은 ①과 ②의 ‘사진전
쟁’이다. 즉 일제가 안중근을 비하하기 위해 ①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슈스이의 한
시가 추가된 ②로 해서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①은 비하물인
가?
이 방송이 ①을 비하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안중근의 몰골이 “초췌하다”는
것이다. 방송은 안정근의 며느리인 박태정 여사가 이 사진은 “기백이 없다”면서 싫
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거리의 여론 조사, 각계 전문가들의 논평 등등으로 이어진
다. 필자도 일찍이 박태정 여사의 따님인 안기수로부터 이 사진에 대해 같은 이야
기를 들은 바 있다.7)
안중근의 초췌한 모습을 싫어하는 유족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안중근의
사진이 반드시 기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 먼저 1910년 2
월 23일자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의 ｢안중근의 체중｣이란 기사를 보자.
입감 후에 500문(匁) 증가했다
안중근은 형사피고인으로 뤼순감옥에 수감될 당시는 14관(貫) 400문(匁)8)[54kg]이었
는데, 어제 체중을 검사하니 14관(貫) 940문(匁)[56.025kg]이라 하니 540문
(匁)[2.025kg] 증가하였다. 보통 일반 수감인들은 입감하면 체중이 줄고, 특히 사형선
고를 받으면 한층 심하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교회사(敎誨師) 등의 위안으로 다소 회
복된다. 그런데 안중근은 사형 선고 당일 약간 식욕이 줄었지만 일주일에 다시 선고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그의 각오(覺悟)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옥중에서 그에 대
한 취급이 지극히 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도형 편, 2008, 236)

체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형선고에도 개의치 않고 평상심을 유지한 안중근의
위대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신문보도가 노리는 점은 뤼순감옥 당국이 사형

7) 2009년 필자는 안기수씨를 만난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안기수씨는 내가 편한 주해
백범일지에 실린 안중근 사진(②)이 “너무 초췌하고 불쌍한 모습”이니 좋은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받은 바 있다. 나는 이 사진이 슈스이의 한시가 있는 중요한 보물이라
는 것을 알게 되어 교체하지 않았다.
8) 1貫は1000匁に当たり、明治時代に 1貫 = 正確に3.75キログラム(kg) と定義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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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중근에게 극히 관대하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다. 즉 일제당국은 가급적이면
안중근의 좋은 모습을 바깥으로 선전하려고 보내려고 했다. 역으로 사진 ①~④는
54kg의 초췌한 모습으로, 하얼빈에서 뤼순감옥으로 이감되고 난 직후 힘들고 고된
안중근의 감옥살이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진실되고 값진 사진이다.

그림 8. 쇠사슬의 안응칠 그림 9. 고 안중근 선생 추도 기념

그림 11. 伊藤公を暗殺せる兇漢安應七
(大阪每日新聞1909. 11. 10)
그림 10. 쇠사슬의 안응칠(좌상)
처음에는 MBC의 전화가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관련되는 저서나 연
구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았다. 과연 그것은 안중근 연구와 기념에서 핵심 기관
관과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우선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김호일)이 편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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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안중근에 수록된 <체포 직후의 안의사>[그림 10: 쇠사슬의 안응칠(좌상)]를
살펴보자.
이 사진의 배경은 뤼순감옥이 아니고 하얼빈의 일본영사관이다. 즉 1909년 10
월 26일~11월 1일 안중근이 하얼빈 일본영사관에서 구금되었을 때 찍은 것이다(윤
병석, 권두 사진 4~5). 먼저 선 자세의 전신사진(그림 8)을 촬영한 이후, 꿇어앉힌
사진(그림 10)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은 아직 안중근이라는 본명을 파악
하지 못했던 시기의 것이라, 한국 등에 조회하여 수사에 이용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하얼빈 사건의 이른바 “범인”을 “한인(韓人)”=>“응치안(ウンチアン)”=>
“안응칠”=>“안중근”의 순으로 밝혀내었다. 1) 1909년 10월 26일 의거 당일 『조선
일일신문』이 호외로 “伊藤博文이 韓人에게 暗殺되얏다”고 보도하였다. 2) “응치안”
이 “안응칠”로 국내신문(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보도된 것은 의거 발발 4일후인
1909년 10월 30일이다.9) 3) 11월 1일, 안응칠은 하얼빈에서 뤼순감옥으로 이송되
었다. 4) 11월 9일, 대한매일신보는 “安應七은 僞名이오 本名은 安重根”으로 보
도하였다.
이처럼 (그림 8)과 (그림 10)은 하얼빈에서 ‘범인’의 이름이 ‘안중근’으로 밝혀
지기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그림 10)을 이용하여 제작된 엽서가 일본의 ‘나고야성
터·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名護屋城跡・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에 소장되어 있
는데(MBC, 2014), 엽서 하단에는 “이등공암살자(伊藤公暗殺者) 안중근(安重根)”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엽서의 사진은 안응칠 시기의 것이지만, 엽서 제작 시기는 안중
근으로 밝혀지고 난 이후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안중근기념관장 김호일
은 (사진8)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인 사진가가 안중근 의사를 비하할 목적으로 이 사진을 이용해 엽서를 제작·배
포하였으나 의도와는 달리 불티나게 팔려 나가자 일제 당국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
고 부랴부랴 엽서를 회수했다.(김호일 엮음, 2010, 150)

짧은 문장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먼저, “안중근 의사를 비하할 목적으로 이
사진을 이용해 엽서를 제작·배포하였”다고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 또한 비하할 목적
으로 만들었으면 많이 나가는 것을 환호해야 하는 데 오히려 일제 당국이 판매금지
를 했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의 관련 기사들(1910. 3. 29, 3.31)을 보면, 일본인 한국인 모두
안중근 사진엽서를 발매한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입하자, 경시청에서
치안방해로 발매를 금지하고 서본(書本)까지 압수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비하하
9) 대한매일신보1909년 10월 30일: “犯人 운지안(旣電은 歐文)은 「응칠안」인대, 歐文書
式에 名을 姓보다 先書 故로 此 韓音으로 讀면 안응칠이니, 漢字로 卽 安應
七이라, 安應七은 有名 리範晉의 黨類로 海蔘威의 在住던 者라더라 廿八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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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사진엽서를 발매한 것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안중근 사진엽서
를 발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대체로 안중근과 독립운동에 대한 후원 내지
지지를 의미한다. 사진의 모습이 수척하다거나 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예컨대 독립
운동단체에서 제작 배포한 <고 안중근 선생 추도 기념> 포스트(그림 9)의 안중근
사진은, (그림 10)과 같은 날 하얼빈 일본영사관에서 촬영된 (그림 8)로

쇠사슬로

묶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포스트(그림9)는 안중근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
리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사건을 국제적으로 파장이 번지지 않게 처리하는 것
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발매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또 안중근의 사
진을 신문 등에 공개할 경우에는 적적히 ‘세탁’하여 ‘살인범’ 안중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예컨대 1909년 11월 10일자 오사카마이
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은 (그림 10)의 하단 쇠사슬 부분을 잘라내는 ‘세탁과정’을
거치고, 하단에 “伊藤公を暗殺せる兇漢安應七”이란 이름으로 (그림 11)를 보도하였
다.10)
안중근 사진엽서를 만들어 발매하는 이유는 상업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민족운동
이나 평화운동을 지지하는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토쿠 슈스이의 평민사(平民社)이다. 그는 1910년 5월 26일 오이지 세이노스케(大
石誠之助)11)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본에서 만든 안중근 사진엽서가 발매 금지 처
분을 받자 샌프란시코평민사에서 다시 제작하였다(②)”고 밝힌 바 있다(고토쿠 슈스
이,

2011, 466, 주37) 일본에서 발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사진엽서가 무엇인지 확정

할 수 없지만, 샌프란시스코평민사에서 제작한 ②의 모본이 되는 ①일 가능성이 매
우 크다.
①의 사진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1909년 11월 28일이며,
하단에 “흉한 안중근의 무명지(兇漢 安重根の無名指)”란 설명이 있다. 당시는 안중
근의 실명이 파악되었으며, 11월 24일 제6차 신문에서 안중근의 단지동맹(斷指同
盟)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李起雄, 2000, 123). 때문에 이 사진의 핵심이 “안중근
의 무명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진에서 ‘흉한(兇漢)’이란 단어를 없애고 아
래의 설명을 붙인 사진엽서가 바로 ①이다.
伊藤公を暗殺せし[る]安重根
韓人は古來より暗殺の盟約として無名指を切斷するの舊慣ある右[左]手を撮影せしも
のなり

10) 여기서 이름이 “안응칠”로 되어 있는 것은 원본인 (그림 8)의 설명에 ‘안응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11) 大石誠之助(1867~1911)은 일본의 社会主義者・キリスト者、医師. 大逆事件으로 처형
된 12명 중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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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MBC 특집방송 이전에 이 사진엽서 ①에 대해서도 비하물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한국에서 안중근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원로 역사학자가 펴낸 책의 권두
사진에서 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였다.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도 보이는 이 사진을 일본인은 하단에 ‘한인은 고래로부터 암
살의 맹약으로서 무명지를 절단하는 구관이 있다’라는 저주의 문구를 첨가하여 엽서를
만들어 비하물로 판매하기도 한 것이다.(윤병석, 2011, 권두 <사진8>)

여기에서 “비하물”이라는 근거는 안중근의 앞서 살펴본 “초췌한 모습”과, 하단
에 부기된 “저주의 문구” 두 가지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초췌한 모습”은 비
하와 관계없고, 오히려 뤼순감옥 초기 안중근의 실제 상황을 증언하는 귀중한 사진
이다. 이 사진의 촬영 시기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연행되는 수난 끝에 뤼순감옥에 투옥된 직후라고 생각된다. 이 사진과 복장·포즈·손
모양이 유사한 장아형(張亞馨) 헌사(獻詞) 사진에 “뤼순구(旅順口) 옥중에 있은 지
한 달 후 모양”이란 설명을 참고하면, 이 사진은 뤼순감옥에 투옥된 직후부터 한
달 이내의 사진으로 추측된다.
다음 ‘저주의 문구’는 당시 쟁점이 되고 있던 단지동맹에 대한 설명을 나름으로
추가하였을 뿐 비하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진엽서를 구매하는 자들에게는
민족운동의 상징으로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진엽서 ②의 경우가 그러하다.

2) 안중근 사진엽서와 고토쿠 슈스이의 한시
사진엽서 ②는 샌프란시코평민사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오카
시게키(岡繁樹, 1878~1959)였다. 그는 코치(高知) 출신으로 안중근 보다 1살 연상이
며, 1902년 미국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평민사를 창설하였고, 고토쿠 슈스이에 심
취해 비전론을 발표하였다. 그가 일본에서 안중근 사진엽서가 발매 금지처분을 받
자. ①을 이용하여 일어 설명 대신 영어 설명을 붙인 ②를 만들었고, 그때 슈스이의
찬양 한시[秋水題]를 상단에 추가하였다. 아마도 일본 국내에서 만든다면 이러한 설
명과 헌시(獻詩)를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먼저 ②은 언제 만든 것인가? ③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독립운동 계열의 신
한민보1910년 3월 30일자에 “만고의 안듕근공”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사진인
데, 영문 설명이 한글로 교체된 것 이외에는 ②와 완전히 같다. 즉 ②는 최소한 3월
29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단에 기재된 슈스이의 한시 내용과 하단의 영문 설명을 보면 ②는 1910년 2
월 14일 안중근의 사형 선고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영문 설명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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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JUNG-KEUN The Korean Martyr who killed Prince Ito at Harbin. As
seen this picture, the cut off Ring-Finger of the left hand represent the
oath of a regicide.
The characters of the upper corners of the pictiure[picture] is facsimile
of the Poem written by D. KOTOKU, a prominent Japanese Anarchist,
praising the brave conduct of the martyr.

이

영문설명은 사진엽서 제작을 주도한 오카 시게키(岡繁樹)가 쓴 것이다. 1)

안중근을 “순교자(Martyr)”라 불렀다. 이것은 안중근이 당시 사형수임을 의미한다.
2)

①에서는

“伊藤公を暗殺した安重根”이라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암살하다

(assassinate)”가 아니라 더 광의의 “죽이다(killed)”로 표현하였다. 3) “탁월한 일
본 무정부주의자 고토쿠 슈스이가 조선 순교자(martyr)의 용감한 행동을 상찬하고
있다”며 사진 상단에 슈스이의 한시를 넣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4) 또한 한시가 슈
스이의 사본(facsimile)이라 하였으니, 한시 글씨도 슈스이의 필체이다.
안중근 순국직전인 1910년 3월 22일, 슈스이는 일제의 탄압으로 평민사를 해산
하고 간단하게 짐을 챙겨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유가와라(湯河原) 온천으로 피신하

였는데, 그때 이 사진엽서를 챙겨 체포될 때까지 근 70일간 휴대하고 다녔다. 6월
1일, 천황 암살을 모의했다는 ‘대역사건(大逆事件)’으로 슈스이가 유가와라 온천에서
체포될 때 그의 가방에서 위의 안중근 사진엽서가 나왔다고 한다.12)
슈스이의 가방에서 압수했다는 안중근 사진엽서는 오랫동안 실물이 발견되지 않
았다. 1960년대 말에 메이지학원(明治學園)대학 도서관 오키노 아와사부로(沖野岩三
郞)13) 기념문고에 보존된 두루마리 안에서 발견되었고, 간자키 기요시(神崎淸)가 
혁명전선(革命戰線) 제3권(芳賀書店, 1969)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것이 ④이
다.14)
그런데 ④에서 안중근의 모습은 사진이 아니라 ②를 모사한 그림에 가깝고, 왼
팔의 아랫부분이 ②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평민사의 ②가 일
본의 슈스이에게 전달되면서 다시 모사(模寫)되었는지, 아니면 ④가 슈스이가 휴대
했다는 엽서의 실물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모사한 것인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④의 원본이 ②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②~④의 가장 큰 특징은 고토쿠 슈스이의 친필 16자(字) 한시가 있다는 것이다.

12) 검사는 슈스이에게 안중근의 사진엽서에 대해 일체 취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중근 건과 연계되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 오키노 이와사부로(沖野 岩三郎, 1876~1956)은 和歌山県 출신으로 明治学院 神学科를
졸업한 牧師이자 소설가. 그는 和歌山県에서 전도 중에 大逆事件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1917년 大逆事件을 모델로 한 소설 <숙명(宿命)>이 大阪朝日新聞의 懸賞에 당선된
바 있다.
14) <安重根肖像繪葉書に題する> <<證據物寫>> 四三押第一號一六○(고토쿠 슈스이, 2011,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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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舍生取義
殺身成仁
安君一擧
天地皆振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고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루었네.
안중근의 일거에
온 천지가 들썩이네.

슈스이는 동양 고전에도 밝았는데, 1~2행의 연원도 그러하다. 1행은 맹자｢고
자장구(告子章句)｣(상) 10장에 나오는 구절, “생(生)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요, 의
(義)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다. 둘을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택할
것이다”에서 나온 것이다. 슈스이가 자기나라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수상을 무려 4
회 7년 7개월간 역임한 원훈(元勳)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을 ‘의롭다’고 상찬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 중국 측에서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주은라이(周
恩來) 등이 안중근의 거사를 ‘의거(義擧)’로 칭송한 것은 적지 않지만, 일본인으로서
는 매우 드문 일이다.
2행은 논어｢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공자의 말 “지사와 어진 사람은 생을
구하여 인을 저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志士仁人 無求生以
害仁 有殺身以成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안중근은 사형 선고
를 받고 난 이후부터 순국하기까지 마지막 40일 동안 주옥같은 유묵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이다. 이 단계에서 안중근
의 정신세계는 의(義)를 넘어서 인(仁)을 지향하고 있었다.
요컨대 슈스이의 위 한시 1~2행은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행위가 의(義)로울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서 인(仁)을 이루었다는 것이니, 안중근이 도달한 마지막
정신세계의 정곡(正鵠)에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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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쿠도미 로카: 안중근 유묵 논평
고토쿠 슈스이가 안중근 사진의 배경에 자신의 한시를 넣었다면, 그의 친구라
할 수 있는 도쿠도미 로카(德富蘆花, 1868~1927)는 안중근의 유묵에 자신의 논평을
남겼다. 아마도 안중근의 유묵 중에서 다른 사람의 논평이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
할 것이다.
1911년 1월 18일 슈스이 등이 ‘대역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난 이후, 로카는
사형 집행을 저지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그는 슈스이보다 3살 연상으로,
슈스이와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를 존경했고, 1906년 6월 17일 러시아 야스나야 볼랴
나(Ясная Поляна)까지 가서 노년의 톨스토이(1828~1910년)를 직접 만나고 수일
간 체재하였다. 반면 일제의 식민정책에 찬성하는 국가주의자로, 1910년 합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의 감독으로 취임하는 형 도쿠도
미소호(徳富蘇峰, 1863~1957)와는 의절하였다.
1911년 1월 로카는 고토쿠의 사형을 저지시키고자 카츠라(桂太郎) 수상에게 탄
원하였다. 이어서 1월 25일 천황(天皇) 앞으로 보내는 공개 호소문을 도쿄아사히신
문사(東京朝日新聞社)에 보냈지만, 바로 그날 슈스이 등 대역사건 관련자 11명이
이미 그 전날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2월 1일, 로카는 제일(第
一)고등학교의 연단에서 ｢모반론(謀叛論)｣이라는 이름의 강연에서, “슈스이 등은 죽
었지만 부활한다” “모반을 두려워마라, 새로운 것은 항상 모반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카는 자신의 집에 새로운 서원을 만들고 ‘슈스이서원(秋水書院)’이라 명명
하였다.15) 그의 사후 그의 저택은 도쿄시에 기증되어, 현재 ‘로카코슌엔(蘆花恒春
園)’이란 이름으로 개방되고 있다. 로카코슌엔에 가면 도쿄도지정사적(東京都指定史
跡)인 ‘슈스이서원’을 볼 수 있다.
이 로카코슌엔에 안중근의 귀중한 유묵 1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유묵도 로카
사후 부인의 의향에 따라 3만 점의 다른 유품과 함께 도쿄도에 기증되었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유묵은 한국 서울로 건너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개월간 ‘예술의 전당’ 서예실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현재 안중근기념관에
서는 그 사본을 볼 수 있다. 이 유묵에서 특별한 것은 소장자인 로카가 안중근의
휘호 좌측 상단에 자신의 논평을 세필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그림 12, 13).
로카는 1913년 9월 2일~11월 30일 만주·조선·큐슈를 여행했다, 이때 뤼순에서
<貧而無諂 富而無驕>이라 쓴 안중근의 유묵 1점을 얻는다. 무려 5년이 지난 후, 로
카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좌측 상단에 남겼다.

15) 일반에게 ‘秋水書院’이라 알려진 것은 전후(戰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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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묵 그림 13. 德富蘆花
의 안중근유묵 논평
<貧而無諂 富而無驕>
그림

12.

안중근

16)

題
す

大正2년(1913년) 가을 10월 남만(南蠻)을 만유(漫遊)했을 때 뤼순소학교(旅順小學校)
히시다 키쇼(菱田基正)가 기증(寄贈).

16) [ ]는 草書 解讀에 異見이 있는 글자이다. 解讀에는 일본의 林雄介 明星大学 教授, 韓
國 弘益大學의 金興洙 敎授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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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論語)에 자공(子貢)이 “가난하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뽐내지 않
으면(貧而無諂 富而無驕)면 어떠냐”고 물었다. 공자(孔子)가 “가난해도 즐기고 부유해
도 예를 사랑하는 사람(貧而楽 富而好禮者)보다는 못하다”고 답했다. 안중근[安子]이
이 말[子貢의 질문]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가 공자(孔子)
의 빈락부예(貧樂富禮)의 경지에 이르렀더라면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죽이는 자객(刺
客)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도다. [ ]는 필자.
大正7년(1918) 가을 10월4일 徳富健次郎 씀

초서로 된 이 논평에 대한 정확한 탈초와 제대로 된 번역이나 논평이 없다. 마
키노 에이지(牧野英二)가 이 논평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한글 번역이나 일어 모두
무척 애매하다.
안시(安子)[안중근]가 이 글을 얻고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했다. 그[안중근]가 가난해
도 도의(道義)를 즐기고 부자라도 예를 즐긴다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춘묘옹(春畝翁, 이
토 히로부미)의 자객이라는 인물로만 만족시키게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키노 에이지, 2010, 217)
安子のこの書を得て、その通りだと思った。彼に､この貧しくても楽しみ､金持ちで

も礼を好むような境地に達せていたのなら､必ず春畝翁［伊藤博文公］の刺客と
いうだけの人物に甘んじさせるのは､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る。(牧野英二, 2014,
210).
마키노의 해석은 애매하지만, 전반적인 취지로 보면 1) 안중근이 공자가 말하는
“貧而楽 富而好禮”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2) 사람들이 안중근을 이토를 죽인 자객
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3) 로카가 극히 애석하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렇다면 안중근
과 로카는 완전히 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공자와 자공의 이 대화는 논어의 제1편 ｢학이(學而)｣ 15장에 나오는 구절로
한·중·일 지식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카가 이 쉬운 구절에 대해 논평을 다는데 왜 5년이 걸렸을까? 단지 우연일까? 그
것은 나름 사연이 있다고 생각된다.
논어｢선진｣ 18장에 보면 자공(子貢)은 경제에 대한 예측 능력이 뛰어나 돈을
많이 벌었다17)고 한다. 이런 자공이 자신처럼 부자이면서도 뽐내지 않으면 대단하
지 않은가 자랑스럽게 스승 공자께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예상외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가난해도 즐기고, 부자여도 예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답
했다. 로카가 내내 궁금했을 대목은 안중근이 왜 가장 좋은 금메달감인 공자의 답
17) 子曰 “回也 其庶乎 屢空, 賜[子貢] 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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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아닌, 그것보다 수준이 낮다고 한 자공의 질문을 유묵으로 남겼는가 하는 점
이다.
안중근은 일본어를 하지 못했고, 일본인들에게는 한문 고전이나 경전의 구절 등
을 써주면서 필담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소통
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중근의 유묵을 일면적으로 분석하여 모두 그의 사상
운운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컨대 안중근이 <極樂>이라는 유묵을 남긴 것은 받는 사
람이 불교도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안중근을 불교도라 할 순 없다. 그는 독실
한 가톨릭 신자이다.
이 <貧而無諂 富而無驕>도 안중근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게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안중근은 자공의 질문을 빌려서 자신이 이
토를 죽인 행위를 어떤 일본인에게 설명한 것이다. 즉 ‘일본/이토는 부자인데도 교
만하나, 조선/안중근은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토를 죽였다’
이런 소회를 밝힌 것이다. 안중근도 자공의 “貧而無諂 富而無驕”보다 더 좋은 것이
저 유명한 공자의 “貧而楽 富而好禮”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안중근은 자공의 질문을 통해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던 자신의 행위를 설명한 것이
다.
로카의 논평은 안중근이 자공(子貢)의 질문을 빌려 자신의 거사를 설명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 말을 선택한 것이 자연스럽다(安子
の斯語を擇し自然と謂ふべし)”에서 “이 말”은 공자의 답변이 아니라 자공의 질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로카가 이해한 부분은 여기까지이다. 그리하여 그는 안중근이 공
자(孔子)의 빈락부예(貧樂富禮)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논평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로카는 한일병합에 반대하였지만, 이토를 죽이는 자객(刺客)의 무력
행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가 구명운동을 한 슈스이와 차이가
있다. 슈스이는 이토를 죽인 안중근의 행위도 의(義)롭다고 상찬하였다.
로카의 이러한 논평은 그가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것과 연
결된다. 때문에 로카와 톨스토이의 특별한 인연을 주요한 근거로 안중근-도쿠도미
로카-톨스토이, 나아가서 간트(1724~1804)로 연결시키는 평화사상의 직선적 확대
(마키노 에이지, 2010, 218, 222; 牧野英二, 2014, 21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칸트가 톨스토이로 연결되고, 톨스토이가 로카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로카와 안중
근은 일치하는 면과 더불어 중요한 차이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관계는 적대적 대
치와는 다른 평화전선에서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할 수 있겠지만.

4. 이시카와 다쿠보쿠: <코코아 한 스푼>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1886~1912)는 안중근보다 7살 아래인 일본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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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요절시인이다. 다쿠보쿠 사망 이후 3달이 채 안되어 태어난 조선의 청년 백기행
(白夔行, 1912~1996)은 그의 시를 무척 좋아하여, 이시카와(石川)의 석(石)을 자신
의 필명으로 삼아 시인 백석(白石)이 되었다. 현재 한국인들은 백기행은 거의 모르
지만, 시인 백석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이처럼 이시카와는 한국 문학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그의 시와 단가(短歌)도 번역되어 있다(이시카와 다쿠보쿠, 1996; 이시
카와 다쿠보쿠, 1998).
1994년 다쿠보쿠의 시, 그것도 상당히 저명한 <코코아 한 스푼>이란 시가 사실
은 안중근을 기리는 것이라는 야심찬 주장이 제기되었다(오영진, 1994). 이후 이러
한 주장은 대환호를 받았으며,18) Asia News의 ｢한일교류｣에는 ｢조선의 은인들: 일
본인 독립운동가｣로 다쿠보쿠의 이 시가 소개되어 있다.19) 타쿠보쿠가 1911년 6월
15일에 쓴 <코코아 한 스푼>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을 나눌 수 없는
단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려 하는 마음을, 나와 내 몸을 적
(敵)에게 던져버리는 마음을
그리하여, 그것은 진지하고 열성 있는 사람이 늘
지닌 슬픔이리니

그림 14. 東京朝日新聞(1910.
8. 30) 第３面의 일본제국 지도

끝없는 논의 끝에
식어버린 코코아 한 스푼을 홀짝이며
그 쌉사래한 혀끝에서
나는 아네, 테러리스트의
슬프고 슬픈 마음을.

오영진은 이 시에서 “슬프고 슬픈 테러리스

트”가 바로 안중근이라는 것이다(오영진, 1994). 다쿠보쿠가 한일합병에 비판적이었
던 것은 사실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으로부터 11일째 되는 밤, 다쿠보쿠는
「구월구일밤(夜)」이라는 제목의 단가 34수를 남기는데, 그중 8수가 한일합병을 비판
18) 일본인 軍事評論家인 前田哲男(まえだ てつお) 敎授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윤기, 2005), 재일조선인 서경석은 이러한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서경식, 2015,
95~96). 마키노 에이지는 이 시를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이시카와가 안중근의 숭고하
정신에 감동을 받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주장하였다(마키노 에이지, 2010, 212; 牧
野英二, 2014, 214).
19) 【日韓交流】 朝鮮の恩人達：日本人の独立運動家/ 【한일교류】 조선의 은인들: 일본인
독립운동가. ASIA NEWS, 2015.3.31(http://asianews.seesaa.net/article/416573827.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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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8. 지도 위의 조선국, 검디검도록 먹칠하면서 가을바람 듣는다20)

한일합병 다음날인 1910년 8월 30일, 도쿄아사이신문은 제３면에 조선이 검
게 칠해져 일본제국의 영토로 새롭게 편입된 지도를 실었다(그림 14). 다쿠보쿠는
조선이 일본 제국의 영토로 검게 칠해진 이 지도의 이미지를 단가(短歌)로 노래하였
던 것이다(近藤典彦, 2010). 나아가 그는 마지막 34수에서 고토쿠 슈스이의 ‘대역사
건’ 이후 메이지시기를 “시대폐색(時代閉塞)”으로 비판하였다.
34. 폐쇄적 현상(時代閉塞の現状)에 염려되는 이 현상 어이하리오. 가을에 접어들어
이 같은 생각이 드네.

요컨대 다쿠보쿠가 한일합병, 나아가 메이지시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었
을까?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 한일병합
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8수 바로 앞, 7수에 이토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7. 누구라도 총으로 내 가슴을 쏘아도 좋다. 이토 히로부미처럼 죽어주리(誰そ我に
ピストルにても打てよかし伊藤の如く死にて見せなむ)

이 구절은 이토의 죽음을 환호한 것이 아니다. 다쿠보쿠는 이토를 매우 존경하
였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마저도 찬양한 것이다. 그는 1909년 10월 5일~11월 21일
『이와테닛뽀(岩手日報)』에 시론(時論) 「백일통신(百日通信)」을 총 28회 연재하였는
데, 이 기간에 하얼빈 사건이 일어났다. 제16~19회 「백일통신」에서 이토의 죽음에
대한 다쿠보쿠의 감정을 자세하게 들어다 볼 수 있다.
제16회(10월 27일 집필)에서 그는 이토의 죽음을 듣고, “슬프다, 이또공(伊藤公)
이 돌아가셨다！” “한국혁명당청년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복부에 2발의 총알을 맞은
후 30분 만에 기차안 객실에서 돌아가셨다” “잠시라도 쉴 틈 없이 신일본의 경영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용감하게 고동치던 심장은 이제 홀연히 이역에서 첫눈이 내리
는 아침, 그 활동을 영원히 멈추게 되었다”(石川啄木, 1980, 191)고 애도하였다. 그
는 이토를 “메이지 일본의 오늘이 있게 한, 생애를 일관했던 온건한 진보주의(進歩
主義)”로 평가하였다.
이토가 생애를 일관한 “온건한 진보주의”라는 평가는 제17회(10월 28일 집필)에
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石川啄木, 1980, 192; 近藤典彦, 2010). 여기서 다코보쿠
20) 단가의 번호는 近藤典彦(2010), 한글번역은 한기련(1999, 218~221)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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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토의 돌연한 죽음으로 그 손해는 의외로 크지만, 나는 한인(韓人)의 가련함
(愍むべき)을 알아, 아직도 진정으로 미워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 관대한 마음에 정
(情)을 아시는 이토 공작도 나와 함께 한인의 심사를 슬퍼(悲しみ)하실 것이다”(石川
啄木, 1980, 191)라며 이토의 죽음과 한인의 가련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제
18회에서 다시 반복된다.
나의 아픔은 깊다. 게다가 이토 공작으로서는 죽음의 장소를 잘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국사에 몸을 받친 고인도 은근히 만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인의 심사를 가련하다(愍む)고 해야 할까.(한기련, 1999, 213; 石川啄木, 1980, 193)

이시카와 다쿠보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일병합을 비판적이었고, 식민지가 되
어버린 조선인의 비애와 안중근의 분노를 “가련하게(愍む)”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가련함”의 이면에는 “온건한 진보주의자”인 이토를 죽여 비극을 초래한 한인(韓人)
의 몽매(蒙昧)함에 대한 “자비로운(悲しみ)” “관용(寛容)”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련함”은 이토가 자신을 저격한 사람이 한국청년이란 말을 듣고 어리석은 “馬鹿
な奴(ばかなやつ, 바보 같은 놈)!”라 했다는 구전과도 일맥은 상통하는 것이다. 다쿠
보쿠의 “가련함”이나 이토의 “바보 같은 놈” 구전이 지니는 정치경제학적 독해는
한일합병보다는 이토가 주도한 보호국이나 통감부 체제가 합리적인데, 이토의 사망
으로 합병을 자초하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다쿠보쿠는 이토에 대해서는 죽음마저 영웅적으로 생각하여 “이토 히로부
미처럼 죽어주리” 노래한 것이다. 안중근은 이러한 이토의 영웅적 최후를 만들어준
가련한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모두에서 소개한 <코코아 한 스푼>은 안중근
에 대한 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쿠보쿠도 존경한 또다른 인물 고토쿠 슈스이에
대한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한기련, 1999, 213~218)

5. 나쓰메 소세키: 문(門)과 <한만(韓満)소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안중근보다 12살 위의 문호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06년) 등 그의 대표작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의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16년, 한국에서는 그의 소설 전집 14권이 번역·출간되었
다(나쓰메 소세키, 2016).
나쓰메 소세키는 이토를 이어서 천 엔 권 지폐의 인물로도 선정된 바 있듯이,21)
21) 伊藤博文는 1963~1986年, 夏目漱石는 1984~2007년 천 앤 권의 인물이었다. 이토 천
엔 권 지폐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등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마찰을 빚게 되자
일본정부에서 나쓰메 소세키로 교체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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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와 묘한 인연이 있다. 그의 장인 나카네 시게카즈(中根重一, 1851~1906)가 제
２차 이토 내각(1892~1896年)의 내각서기관장(内閣書記官長)이었고, 이토와 이토의
사위 쓰에마츠 겐초우(末松謙澄)의 비호를 받았다.22)
또한 소세키는 1909년 9월 22일, 그러
니까 이토 보다 한 달 여 전에 하얼빈역 플
랫폼에 내린 적이 있다.23) 그를 초대한 사
람은 그와 동갑이며 대학예비문(大学予備門)
시절 하숙동료였던 나카무라 오시코토(中村
是公)24) 만철(満鉄) 총재(総裁)였고, 이 당시
같이 찍은 사진(그림 15)25)도 남아 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나카무라는 이토를
수행하여 하얼빈역 현장에 나갔고, 안중근의
총탄 2발이 그를 스쳐 간 적이 있다. 소세
키는 1909년 11월 28일 베를린에 있는 친
구 데라다 토라히코(寺田寅彦)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도 저격당했으면 위병으로 고
통 받지 않아서 좋았을는지 모른다”26)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림 15. 中村是公(좌), 犬塚信太郎
(중), 夏目漱石(우)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소세키가 1909
년 10월 26일 안중근의 이토 저격에 대해
많이 언급할 것 같지만, 그의 소설에는 의외

로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그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인생을 관조하는, 이른
바 ‘테이카이슈미(低徊趣味)’27)를 표방하는 ‘요유와(余裕派)’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
22) 夏目鏡子述・松岡譲筆録 『漱石の思ひ出』에는 그 시절 기세 좋았던 생활이 회상되어
있다(http://www.asahi.com/articles/ASHB47JFQHB4UCVL01Y.html). 소세키가 1895
년 12월 28일 밤 구마모토에서 상경해서 부인 中根鏡子를 소개받았던 장소가, 麴町区
（現 千代田区）内幸町에 있는 장인 中根重一의 内閣書記官長 官舍였다.
23) 소세키는 1909年 9月 2日~10月14日 満州・朝鮮을 여행하였고, 그 기행문 「満韓とこ
ろどころ」를 10月 21日일부터 아사히신문에 연재하였다. 연재도중 하얼빈사건이 발생
하여 그 보도 때문에 몇 차례 중단되었지만, 12월 30일까지 총 51편 연재되었다. 「満韓
ところどころ」는 1910年（明治43年）5月、「夢十夜」 「永日小品」 「文鳥」とともに春陽堂
刊の『四篇』に収められ、出版された。
24) 中村是公（なかむら よしこと、通称: なかむら ぜこう、1867~1927年)는 일본의 官
僚・実業家・政治家。南満州鉄道株式会社(満鉄)総裁、鉄道院総裁、東京市長、貴族院議
員 등을 역임했다.
25) 犬塚信太郎(いぬづか のぶたろう, 1874~1919)는 明治-大正時代의 経営者. 1906년 満
鉄 理事가 되었다.
26) http://www.asahi.com/articles/ASH9X52K0H9XUCVL021.html. 寺田寅彦（てらだ
とらひこ、1878~1935年)는 戦前 日本의 物理学者、随筆家、俳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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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런데, 소세키의 작품 문(門)에 이토 암살사건이 잠간 등장한다. 『문』은
1910년 3월 1일~6월 12일 아사이신문에 연재되었으니,28) 연재 중인 3월 26일 안
중근이 사형당하고, 6월 1일 고토쿠 슈스이가 유가와라에서 체포되었다. 문에서는
하얼빈 사건 5일후인 일요일(31일), 고로쿠(小六)가 주인공인 형 소스케(宗助)와 형
수 오요네(御米)를 찾아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누는 대화에 이토 살해 문제가
잠간 등장한다.
“어떻게 하여 살해당한 걸까요?”하고 오요네는 호외(號外)를 보았을 때 소스케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고로쿠에게도 던졌다.
“권총을 탕탕 연발한 것이 명중된 것이지요”하고 고로쿠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해당한 걸까요?”
고로쿠는 요령부득인 표정이었다. 소스케는 차분한 어조로,
“역시 운명이겠지”라고 하며 찻잔의 차를 맛있게 마셨다. (나쓰메 소세키, 2015, 36)

이토의 죽음에 대해 소스케(宗助)가 “역시 운명이겠지”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
일까. 마키노 에이지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주인공[소스케]의 “역시 운명이다”라는 말에는, 작자 나쓰메 소세키의 이토 히로부미
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상으로, “이토가 사살된 것은 그의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냉
담한 평가마저 읽어낼 수가 있다. (마키노 에이지, 2012, 11; 牧野英二, 2014, 212)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부인 오요네가 “역시 운명”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
하자, 쇼스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같은 가난한 월급쟁이는 살해당하는 게 싫지만, 이토씨 같은 사람은 하얼빈에
가서 살해당하는 게 나아”하고 소스케가 비로소 우쭐해하며 말했다.
“어머, 그건 왜요?”
“왜라니 이토씨는 살해당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
냥 죽어보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나쓰메 소세키, 2015, 36)

이 구절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다쿠보쿠의 다음 구절과 취지가 동일하다.
게다가 이토 공작으로서는 죽음의 장소를 잘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후의 순간
까지 국사에 몸을 받친 고인도 은근히 만족했을 것이다.(石川啄木, 1980, 193; 한기
련, 1999, 213)

27) 低徊趣味(ていかいしゅみ)는 夏目漱石의 造語(出典: 「高浜虚子著 『鶏頭』 序」)로, 世俗
에서 거리를 두고 느긋한 기분으로 自然과 芸術을 즐기는 것.
28) 『門』은 1911년 1月 春陽堂에서 刊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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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키에게는 다쿠보쿠와 마찬가지로 이토 찬양은 볼 수 있지만 안중근에 대한
찬양은 있을 수 없다. 이토는 죽음마저 극적이며 영웅적이라는 찬사의 일환이 “역
시 운명이겠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다쿠보쿠가 “누구라도 총으로 내 가슴을 쏘아도
좋다. 이토 히로부미처럼 죽어주리”라고 하였듯이, 소세키도 “나도 저격당했으면 위
병으로 고통 받지 않아서 좋았을는지 모른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역시 운명이겠지”를 오해하여, “실제로 도쿠토미 로카, 나쓰메 소세키,
이시카와 다쿠보쿠 등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지식인은 대부분 안중근의사의
높은 뜻과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고, 강한 감명을 받고 있었던 것”(마키노 에이지,
2012, 11)이라는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909년 11월 4일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이토히루부미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난 바로 다음인 5~6일, 소세키가 만주일일신문(満州日日新聞)에 기고했
던 「한만소감(韓満所感)」(상~하)이라는 글이, 2013년 구로카와 소우(黒川創)에 의해
발굴되었다. 여기서 소세키는 이토의 죽음,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
내고 있는데,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두 군데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9)
어젯밤 오랜만에 약간 쉴 틈에 만주일일에 뭔가 소식을 쓰기로 하고 두세 줄 쓰
고 있는데, 이토 공이 하얼빈에서 저격되었다고 하는 호외가 왔다. 하얼빈은 내가 전
에 구경 갔던 곳으로, 이토가 저격당한 플랫폼은 한 달 전에 내가 내려 발로 밟았던
곳이니, 희한한 흉변(凶變)라는 사실 이외에 장소의 인연(因緣)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느낀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행운이
라는 것이다. 일본 내지(内地)에만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는 일본인만큼 가련한 국민은
세계에서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종 압박되었지만, 만주에서 조선으로 넘어와 우리
동포들이 문명사업의 각 방면에서 활약하여 크게 우월자(優越者)가 된 상태를 목격하
고, 일본인도 대단히 믿을만한 인종이라는 인상을 깊이 머리에 새기게 되었다. 동시에
내가 중국인이나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눈
앞에 두고 승자(勝者)의 기개로 일을 처리하는 일본 동포는 운명의 총아(寵児)라고 해
야 할 것이다.

소세키는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희유의 흉변(兇変)”이며, 중국인이나 조선인으
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고”고, “승자의 기개로 일하는 일본 동포”는 “진실로
운명의 총아(寵児)”라 하였다.
소세키의 이러한 소회는 안중근과는 거의 반대의 극적 지점에 있다. 안중근은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한국 인민들과 함께 하고자,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내 죄
는 다른 죄가 아니라, 어질고 약한 한국 인민인 죄이다’(我果大罪人也 我非他罪 我
29) 이 글은 200자 원고용지 14매 분량인데, 나스메 소세키의 전집에도 대체로 누락되어
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https://ameblo.jp/205102/entry-11444375167.html>에서 발췌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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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仁弱韓國人民之罪也)“라고 고백하였다. 안중근이 ‘죽음’으로서 아무 죄 없이 죽어
야 하는 어진(仁) 패자(敗者)인 한국 인민들과 기꺼이 같이하고자 하였다면, 소세키
는 승자(勝者)인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축복으로 안도했다. 때문에 안중근
과 나쓰메 소세키을 동류(同類)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맺음말: ‘사이비’와 ‘화이부동’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그 국제적 연계가 중요할수록 더욱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 즉 ‘사이비(似而非)’와, 다르지만 서로 조화
할 수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감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만년의 「점두록(点頭錄)」(1916년)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군국주의가 얼마나 인류에게 파멸과 희생을 가져오는 것일
까”라고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세계평화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안중근과 이토의 하얼
빈 사건 당시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뚜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문에서
이토의 죽음을 “역시 운명이겠지”라 표현한 것은 안중근과 비슷한 입장으로 보이지
만, 아니다(似而非). 그의 시선에서 안중근은 이토의 죽음을 영웅적으로 만드는 배
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는 일본 국내에서도 소세키와는 반대 벡터(vector)
의 국민의식, 말하자면 주류 국민의식에 대한 저항으로서 기능했다. 그는 메이지 시
대를 패색의 시대로 비판적으로 보았으며, 한일합병을 반대했다는 측면에서 한일간
평화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토의 죽음을 영웅적으로 보는 것은
소세키와 마찬가지였고, 또한 한일합병을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한국의 보호국 체제,
통감부 체제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안중근은 다쿠보쿠의 한계를 비추
어 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의 시 <코코아 한 스푼>은 안중근에
대한 시가 될 수 없다.
보잘 것 없는 갈대 꽃(蘆の花)을 사랑하는 도쿠도미 로카(德富蘆花)는 당시 약자
인 조선과 안중근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신봉
하는 그의 원칙은 안중근의 이토 사살과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안중근의 유묵,
<貧而無諂 富而無驕>에 쓴 그의 논평에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살인을 금하는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어, 안중근
본인에게도 최대의 고민거리였고, 안중근과 대부(代父)인 빌렘신부와의 의견 차이에
서도 핵심이었다, 안중근은 이토 저격을 한일 국가 간의 ‘전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벗어나 스스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였지만(도진순, 2010b; 도진순,
2016), 이 문제는 안중근의 평화사상이 국제적으로 연대되는 과정에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안중근과 로카의 관계는 적대적 대치와는 다른 평화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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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이부동라 할 수 있다.
안중근과 가장 긴밀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역시 고토구 슈스이(幸徳秋水)였으며,
그 증좌로 사진엽서가 남아 있다(②~④). 이 사진엽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안중근과
고토쿠 슈스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제적 평화 연대를 보여주는 귀중한 징표이며,
동아시아 평화 전선에서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남산에 있
는 안중근기념관에서 ‘만고의 안듕근공“이란 제목의 사진(③)이 숨어 있는 듯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신한민보 신문뿐만 아니라, 사진도 잘
보이게 확대 전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그 사진엽서의 모본이
되는 ①를 비하물로 단정하고 ‘사진전쟁’의 도구로 방송한 MBC는 으뜸선비들에게
비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사진과 한시는 안중근과 고토쿠 슈스이의 놀라운 연대관계
를 보여주지만, 두 사람의 사상에서 차이 또한 적지 않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
다. 그 차이를 목도하는 것이 국경을 사이에 둔 역사와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는 것
이기도 하며, 이를 직시해야 연대에서 현실의 다이내믹스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안중근은 순국 직전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은
의로운 전투행위의 일환이며, 그래서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천국에서 듣고자 하는 최고의 복음(福音)은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 조국의 독
립이었다.
반면 고토쿠 슈스이는 사회주의 도입 초기에 흔히 그러하듯이, 아시아 후진 민
족의 독립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국제주의적 민중 연대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설파
에 주력하였다. 슈스이를 비롯한 평민사의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한 세력이었지만, 조선이 독립 문제에 대해서
는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石母田正, 1953; 고토쿠 슈스이, 2011, 583).
두 사람의 더 큰 차이는 국제평화의 연결되는 국내 체제의 문제였다. 슈스이는
국제주의적 계급 연대에 의한 사회주의적 평화를 설파하였지만, 안중근의 국제 평
화는 현 제국(帝國)을 기초로 하는 한·중·일의 평화였다. 그 단적인 예가 1910년 2
월 17일,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과의 특별 면담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 자리에서 안중근은 “당신이 내 의견을 어리석다고 비웃을지 모
르나 이것은 어제 오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몇 해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서, “한중일 세나라 대표(황제)가 로마교황을 만나 평화를 명세한다. 로마교황을 통
해 세계 민중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다면 대단한 힘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안중근은 이처럼 ‘대한제국’이 ‘독립’된 상태에서 동양평화를 구상하였다. 이점
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과도 결정적 차이가 된다. 칸트의 ｢
영구 평화를 위한 제1의 확정조항｣ 세 가지 중에서 제1의 기초조건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共和政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정체”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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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의 지배” “삼권 분립” “대의 제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임마누엘 칸트, 2008, 26~32).
마지막으로 슈스이의 안중근 찬양 한시도 역시 ‘역사적 단계’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 혁명의 수단으로 암살 등의 대항 폭력을 “19세기 전반의 유물”
이라 하여 단호히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과 운동을 중시하였다(고토쿠
슈스이, 2011, 572). 그러나 노동 운동의 미숙함과 국가 권력의 가혹한 탄압으로 침
체에 빠지자, 혁명의 주체를 계급대중보다는 어질고 의로운 지사에서 찾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토쿠 슈스이, 2011, 576). 안중근 찬양의 한시에는 이러한 고토쿠
의 한계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안중근이 지향한 평화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오늘
날 국제연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10월 26일 그의 ‘죽임’보다는 3월 26일 그의 ‘죽
음’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도진
순, 2010b). 때문에 안중근을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전쟁’이라는 틀로 회귀시키는
편향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역사와 현실의
차이와 쟁점을 무시하고 손쉽게 국제평화로 일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다. 현실이 거세된 평화는 힘을 가질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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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安重根と日本の知識人たちの平和論比較
「和して同ぜず」「似て非なるもの」
千葉十七・幸徳秋水・徳富蘆花・石川啄木・夏目漱石
都珍淳(昌原大学校 史学科)
“不笑不足以爲道”
“God/Devil is in the detail”
＜目次＞
巻頭言：「高潔の士」を捜し求めて
1. 千葉十七: <為国献身 軍人本文>
2. 幸徳秋水: 絵葉書と漢詩
3. 德富蘆花: 安重根 遺墨の論評
4. 石川啄木: <ココアのひと匙>
5. 夏目漱石: 『門』と ｢韓満所感」
結論：「似て非なるもの」と「和して同ぜ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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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一覧＞
図１～２. 安重根の <為国献身 軍人本分> 遺墨と碑
図３. 安重の遺墨, <志士仁人 殺身成仁>
図４. 安重根写真①： 日語 付記
図５. 安重根写真②： 英語 付記
図６. 安重根写真③： 『新韓民報』(1910. 3. 30), ハングル付記「万国の義士 安重根公」
図７. 安重根写真④： 幸徳押収品(1910. 6. 1), 英文付記
図８. 逮捕直後の安義士
図９. 伊藤公を暗殺せる凶漢安應七(『大阪每日新聞』 1909. 11. 10)
図10. 安重根 遺墨 <貧而無諂 富而無驕>
図11. 德富蘆花の安重根遺墨についての論評
図12. 『東京朝日新聞』(1910. 8. 30) 第3面に掲載された日本帝国地図
図13. 中村是公（左） と犬塚信太郎（中）、夏目漱石（右）

巻頭言：「高潔の士」を捜し求めて
道を訪ね求めることについて、最も高潔な人たちはそれを熱心に行い、中間層の人々は半信半疑
に行い、最下級の人々はあざ笑うが、あざ笑われるようでなければ、道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
（上士聞道, 勤而行之, 中士聞道, 若存若亡, 下士聞道, 大笑之, 不笑不足以爲道）
これはトルストイも好きな老子の「道徳経」41章に出てくる一節だ。1909～10年に起こった安
重根の「暗殺事件」と「彼の死」についても、当時、そして現代の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を築く
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多くの誤解や嘲笑があったであろうし、また起こりうること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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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今から約１世紀前に安重根が決起した当時も、道を開いて実践しようとした「最上の高
潔の士」は存在した。特に、互いに一度も会ったことはないけれど、安重根の深い苦しみと内面を
理解した、日本の「高潔の士」たちは、東アジアの平和戦線における貴重な存在だ。彼らを通じて
国境と時間を超えた知性の力を発見する時、わたしたちは紆余曲折があっても歴史は必ず前進する
と信じることができる。
今日の発表は東アジアにおけるこのように貴重な因果関係と知性に対して述べようと思う。この
ことについて考える時に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安重根に対する2つの偏った評価について、
筆者の経験を中心にまず申し上げたいと思う。その一つは、安重根と伊藤博文の関係について、韓
国においても、日本の愛国主義または民族主義の枠組みの中でだけ考えるということだ。韓国の場
合、例えば2005年、筆者は韓国のMBC放送から、「日本人が安重根の『憔悴した写真』に『呪い
の文面』を書き加えて作成した『死んだ安重根を再び殺そうとした絵葉書』のコピーを入手したの
で、これを8・15解放特集で放映したい」という提案を受けた。私はこの写真が、後にお話する幸
徳秋水とかかわりのある貴重な写真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印象を受けた。そこで「私は直接写真を
見ていないので断定はできないが、おそらくその写真は安重根を再び殺すという意味ではなく、日
本人であっても勇敢に安重根を高く評価したという貴重な写真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言い、この
機会に「安重根を支持する日本の友人たち」(仮題)という形の特集に変えたらよいのではないか」
と提案した。その後MBCからは何も言って来なかった。
本発表のための論文をほぼ整えた後、偶然にもMBCが2014年の8.15解放特集で、いわゆる「写
真による戦争記録」を中心にして「安重根105年 終わらない戦争」（演出：キム・ファンギュン
プロデューサー）1という番組を放映したことを知った。韓国国家報勲署、国史編纂委員会、独立
記念館などいくつかの機関と日本の龍谷大学などが協力して、安重根の弟安定根の妻パク・テジョ
ン女史、また韓国で安重根の研究をしている多くの著名な研究者たちが出演しているこの放送を見
ても、民族を超えて平和を模索した安重根が、相変わらず韓日両国の敵対的感情の間で不当な扱い
を受けているという印象は否めなかった。この問題については後に再び言及する。
もう１つの偏った評価とは、安重根の平和思想が民族を超越したものであるからと、過去の歴史
と現実社会との間にある明確な違いを考慮せず、拡大解釈しようとする弊害だ。安重根の「暗殺事
件」と「彼の死」を理解する日本の知識人たちの平和論は、「下級の思想家」たちがあざ笑うほど
までに、より丁寧に研究・実践しなければならない貴重な宝物のような論評であるが、真実からそ
れた瞬間には「高潔の士」たちにもあざ笑われる毒のようなものである。つまり、安重根の平和思
想と、その国際的関連性が重要であるほど、それを理解することはより真実で正確でなければなら
ないということだ。だから、似ているけれども違う、すなわち「似て非なるもの」と、違うけれど
も互いに調和できる「和して同ぜず」をしっかり区別することが必要だ。韓日両国間の敏感な問題
であるほど、「神(悪魔)は細部に宿る(God/Devil is in the detail)」という考え方が大切であろう。

1. 千葉十七: <為国献身 軍人本分>
安重根と日本の知識人たちの平和論との関係を本格的に考察する前に、日本との麗しい関わりと
して有名になった、安重根の遺墨「為国献身 軍人本分」について、少々言及しよう。
とうしち

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この遺墨の所有者は旅順監獄の日本人看守だった憲兵千葉十七(1885～
1934)で、彼は安重根の没後も生涯安重根を尊敬していたという。1979年、安重根義士生誕百周年
を迎えた時、千葉の遺族たちはこの遺墨を「安重根義士崇慕会」に寄贈し、1981年には千葉十七
たいりん じ

の墓がある宮城県の大林寺に遺墨の碑と、その由来を刻んだ顕彰碑が別途建設された2。

1

<https://www.youtube.com/watch?v=hQ0crrK-xuY>で見ることができる。
韓日両国語の顕彰碑の碑文は「1981年3月26日、宮城県知事山本壮一郎」が書いたものが彫られてあるが、
崔書勉が草案を書いたと言われている(2010.1.17～18日チェ・ソミョン インタビュー)。ハングル翻訳は斎藤
泰彦(2002),32ページと33ページの間に挿入された写真の後に収録されてい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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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遺墨を広く知らしめたのは、
さい とう たい げん

大林寺の住職斎藤泰彦が書いた
『わが心の安重根:千葉十七・合
掌の生涯』であり、筆者も深い感
動を受けた。 この本によれば獄
中で安重根と千葉は1909年12月
下旬の「ある日」、「二人は時の
経つのも忘れて語りあった」とい
う。
「安重根の姿はなぜか寂しく見え
た。初めて見る表情だった。その
日は年も暮れようとしていた12
月下旬のある日曜日で、千葉が久
しぶりに当直に立つ日だった。」
(斎藤泰彦、2002,171).
1909年12月下旬の日曜日とは2
4日か31日のことだ。安重根は聖
職者にも比肩するくらい熱心なカ
図１～２
トリック信者であるが、24日はク
安重根の「国のために身を献ぐるは軍人の本分」の遺墨と碑
リスマスイブ、31日は年末であり1
月1日「天主の聖母マリア大祭」の
前日だ。 このような日に安重根の姿が「なぜか寂しく見えた」というのは腑に落ちないが、とに
かくこの日安重根は、千葉に生命をくれたご両親に親孝行しなさいと言いながら、次のような感動
的な言葉を言ったという。
「生命というのはじつに不思議です。私の両親に生命を与えたご先祖たちを30代さかのぼっただ
けでも10億7千万人にもなりますね。真に絶え間ない生命の流れというでしょう。人として生まれ
たことだけでもすごいことだが真にありがたいことですね。」
(斎藤泰彦、2002,173).
このような獄中対話で感銘を受けた千葉は安重根を、伊藤博文を殺した殺人犯でなく生命を大切
にする平和の使徒として尊敬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１人の生命を誕生させるために両親が必要
で、両親2人の誕生のために次に4人の先祖が必要だというこのやり方で筆者が計算をしてみると、
30代をさかのぼるのに果たして1,073,741,824人になった。ところで人１人が誕生するために30代
前までさかのぼっていくと、何と10億7千人余りの先祖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安重根は果たして知
っていたのか、また知っていたとしてもどのように知ったのだろうか？気にかからずにはおられな
かった。
さらに安重根は「口のきけない者が演説して、耳の聞こえない者が傍聴する」裁判だと批判した
通り日本語で話すことができず、千葉も日本からすぐに中国、満州に行って旅順監獄の看守として
勤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当時韓国語を話せなかった。それなのに２人が「時の経つのも忘れて」こ
のように奥深い対話を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ろうか？
筆者は2010年5月27日（木）に大林寺を訪問して、斎藤住職に上の一節について質問したことが
ある。住職は「これは仏教経典に出てくることで自身が書き加えたこと」だと言って、急いでイン
タビューを終えた。 それなら獄中で「二人が時の経つのを忘れて話し合った」という記録も、特
に1910年3月26日、安重根が処刑場に連れて行かれた時、それも「処刑5分前」に「催促するよう
に急いですずりと筆、絹地の布を持って来させて」「為国献身軍人本分」と揮毫をしたためて千葉
に与え、「親切に対してくださって心よ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挨拶した（斎藤泰彦、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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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0～32,214～215）ことはどこまで事実であろうかと疑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
要するに安重根と千葉十七との関係については大学で仏文学を専攻した斎藤住職が書いた本『わ
が心の安重根:千葉十七・合掌の生涯』以外の信じるに足る資料でまともに検証されたことがない。
もちろん安重根は獄中自叙伝である『安応七略伝』の獄中生活の部分でも千葉に全く言及していな
い。
斎藤によれば千葉が「関東都督府陸軍憲兵上等兵の身分」で安重根事件に接し、「安重根をハル
ビンから旅順へ護送し、旅順に来てから死刑執行までの5ヶ月間、旅順刑務所に収監された安重根
の看守を気が進まぬままに引き受けることになった」と明らかにしている。千葉は最初、安重根を
「日本の最も偉大な政治家」を殺害した殺人犯と考えていたが、「取り調べが始まった11月13日
以後3 安重根に対する考えが少しずつ変わり始めた」と言っている(斎藤泰彦、2002,17～18)。
この言葉どおりなら千葉が取り調べに同席したという話だが、取り調べ記録のどこにも彼の名前
は登場しない。旅順監獄の正式名称は関東都督府監獄署であるが4、憲兵がなぜ看守を担当したの
か、看守名簿に千葉が存在するのか、憲兵や看守が取り調べに参加できるのかなど基礎的なことも
調査されたことがない。 それにもかかわらず、斎藤住職の本から伝わった美談は広く知られてい
る。筆者が訪問した2010年5月27日も朝総連系ガイドが何人かを連れて来て、しばらく説明をして
いた。
韓国に帰ってから斎藤住職の本を再び読んでみると、おかしな個所は1カ所や2カ所ではなかっ
た。今日はこの本の分析が目的ではないが、ある一節についてだけは言及したい。本をよく読むと
上記の12月下旬の「ある日」の感動的な出会いは他の部分でも繰り返されるが、その日千葉は
「日本人のひとりとして心より謝罪したい」と明言し、安重根も次のように千葉に謝罪したという。
「私は明らかに殺人罪を犯したがその罪は自分自身の仁が不足したためです。仁が不足したこと
は韓国国民全体の罪です。」(斎藤泰彦、2002,29～30)
この一節はきっと安重根が獄中自叙伝『安応七歴史』で言及した「仁弱」からの引用であろう。
1910年2月14日死刑判決を受けるまで、安重根が裁判で主張した核心は朝鮮統監伊藤博文や明成皇
后を殺害した三浦悟楼などと比較して自身の行為は「義」であり、「無罪である」というものだっ
た。ところで2月14日死刑宣告を受けたこの時の心情を『安應七歴史』はこのように記録している。
「しかし今日私のしたことを見るに、たとえば個人の殺人罪といっても三浦の罪と私の罪のどちら
が重くてどちらが軽いのか？ 真に頭がつぶれて胆嚢が裂けるほど悩ましいことだ。 千万回考え
てふと気づいて手をたたいて笑った。『私は本当に大罪人だ。私の罪は他でもない、私が善良で弱
い韓国人民であるということだ』こう考えた時、すべての疑問が解けて心も平安になった。」
然 至於今日 我事論之則 雖曰個人間殺人罪云之 三浦之罪與我之罪 雖輕雖重乎 可謂腦碎膽裂處
也. 千思萬量之際 渾然大覺後 搏掌大笑曰 我果大罪人也 我非他罪 我爲仁弱韓國人民之罪也 乃解
疑安心焉5
まずここで「仁弱」とは「仁が弱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文弱」が「文は強いが国は弱い」
という意味であるように、「仁弱」も、韓国人が「仁は強いが国は弱い」という意味である。上の
引用文のように安重根が「仁が不足したことは韓国国民全体の罪」という意味には絶対にならない。

3
4
5

旅順での溝淵孝雄検事による尋問は11月14日から始まった。
参考までに当時の関東都督府の都督は大島義昌大将だが、安倍晋三首相の高祖父である。
シン・ヨンハ編、1995, 97～98ページ(ハングル),163～164ページ（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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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判決以前の安重根は「義に徹した無罪」を主張していたが、死刑
判決以降、何の罪も無く死んでいく数多くの韓国人民の立場と比較して自
身の死が当然であると潔く受け入れて、韓国人民は武力的には弱いが道徳
的には正しいという意味で「仁弱」と表現したのだ。このように安重根は
帝国の暴力の犠牲になった善良な大衆の仁によって自身が死ぬ意味を再び
発見し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安重根が水野吉太郎弁護士6に「志士であ
る人は身を殺して仁を成す（志士仁人殺身成仁）」を書いたのも同じ意味
だ。安重根は死刑判決を受けたが、この揮毫を通じて武力や法より、大衆
と共に仁に帰結し、死を越える平和を獲得し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
これは実は、「国のために身を献ぐるは軍人の本分（為国献身軍人本
分）」と同じ意味である。すなわち人を殺すことはしてはならないが、安
重根自身は大韓義軍の参謀中将、つまり軍人として国のために自分の職責
を果たしただけである、ということだ。すなわち「為国献身軍人本分」が
安重根の「暗殺事件」に関することだとすれば、「志士仁人殺身成仁」は
自身の「死」に関することなので、互いに一そろいになっているといえる。
これが死刑判決を受けた1910年2月14日以後、安重根の精神世界で起き
た最後の飛躍であり、それ以前は義に徹した無罪闘争をしていた。斎藤が
安重根と千葉が会ったと主張する1909年12月の「ある日」とは安重根が
渾身の力で「義に徹した無罪」を強調した時期であった。しかし「仁」を、
それも「不足していた」と謝罪したということは、そう見えるけれど全く
そうではない「似て非なるもの」に当た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わが
心の安重根』が『自分の心のままの安重根』になってはいけないだろう。

図３ 安重根の遺墨「志士仁の人、身を殺して仁を成す」

2. 幸徳秋水: 絵葉書と漢詩
1) 「安重根を貶める？」絵葉書の正体
先に述べた通り韓国のMBC放送で、2014年8・15解放特集で「写真による戦争の記録」を中心
に「安重根105年、終わらない戦争」を放映したが、問題の写真は日本の社会主義平和運動家幸徳
秋水（1871～1911年）と深い関連がある。秋水は安重根より八歳年長であり、1903年日露戦争の
開戦に反対し、週刊の『平民新聞』を創刊して非戦論を主張した。1904年日露戦争当時トルスト
イは日露両国政府がどちらも強盗に過ぎないという内容の「悔い改めよ!」というパンフレットを
発表し、秋水はこれを全文翻訳して『平民新聞』（1904年8月7日号）に掲載した。これと前後し
て日本の知識人の平和主義者たちは戦争と植民地政策に反対する平和運動を展開した。また秋水は
1907年7月21日『大阪平民新聞』と『社会新聞』に発表された「朝鮮問題に科する非帝国主義的決
議」を主導して、朝鮮の独立を支持した（幸徳秋水、2011,464）。
このような秋水が、安重根の写真がついているハガキに、安重根の偉業と殉国を称賛する漢詩を
書き残したこと（図５～７）は、日韓両国において「高潔の士」として特に記憶するだけのことは

6

水野吉太郎弁護士はその後故郷の高知に帰ってから「安重根は偉大な人」と語り、アジア侵略を主導する軍
閥に反対する自由民権運動も行った。 中尾ヤスオ、1995,240～241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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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４ 安重根写真①：日本語付記

図５ 安重根写真②：英語付記

図６. 安重根写真③： 『新韓民報』(1910. 3. 30),
ハングル付記「万国の義士安重根公」

- 88 -

図７. 安重根写真④：
幸徳押収品(1910. 6. 1), 英文付記

ある。安重根の肖像の背景にこのように称賛句が入っているのは中国人張亜馨の詩が書かれている
写真（ユン・ビョンソク、2011,巻頭＜写真6＞）の他には、これだけだろう。
ところで秋水が安重根に献げた漢詩が書かれている図５～７（写真②～④）は、それが書かれて
いない図４（写真①）と同じ写真だ。図４～７（写真①～④）は写真の縦の長さが少し違うが、図
４（写真①）は右手の親指まで見えていて、日本語の説明が加えられており、図５～７（写真②～
④）は右手が見えないほどに写真が切られていて、英語とハングルで説明が加えられている。した
がって総合的に見ると、日本語の説明がある図４（写真①）が最も時期的に早く作られ、これに秋
水の漢詩を上段に追加し、下の部分をもう少し切って下段に英語説明を追加したのが図５（写真
②）であり、図５（写真②）からさらに図６(写真③)と図７(写真④)が派生したと思われる。
すでに述べたことであるが、MBC放送が電話で「安重根を再び殺した」「貶めた」という写真が
まさに図４（写真①）だ。「安重根105年、終わらない戦争」の中心テーマは日本帝国主義が安重
根を貶めるために図４（写真①）を製作したが、図５（写真②）で秋水の漢詩が追加されることに
よってその試みが頓挫したというように図４（写真①）と図５（写真②）の写真を扱ったのだ。し
かし、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
この放送が図４（写真①）を「安重根を貶めるもの」として見る根拠の一つは、安重根のみすぼ
らしい姿を「彼が憔悴している」と解釈していることだ。放送は安定根の嫁であるパク・テジョン
女史がこの写真を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始まり、市中での世論調査、各界専門家たちの論評等
につながる。筆者もかつてパク・テジョン女史のお嬢さんであるアン・キスから同じ話を聞いたこ
とがある7。安重根の憔悴した姿を嫌う遺族たちの心情は理解できるが、安重根の写真には必ず気
品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真実をごまかすことである。まず1910年2月23日付『満洲日日
新聞』の「安重根の体重」という記事を見てみよう。
入監後に五百目增加す
安重根は刑事被告人として旅順監獄に收監せられたる當時は十四貫四百匁[54kg]8なりしに一昨
日體量を檢査したるに十四貫九百四十匁[56.025kg]な[あ]りたりと云へば五百四十匁を增加したる
勘定なるが 普通一般の在監人は入監當時@るしく體重を減するが例にて殊に死刑宣告を受けたる
場合は宣告後に於て一層甚だしき減少を示し爾後敎誨師其他の 慰安に依りて多少恢復する由なる
が 安の如き宣告の當日＠さが食慾を減じたる模樣なりしも一周日にして舊に復し目下は宣告前に
ならざる由彼の覺悟にも依るべし＠＠とも獄中の取扱ひの極めて寬大なるを知るべし(キム・ドヒ
ョン編, 2008, 236) [＠は文字不明]
これは死刑判決も意に介さず、平常心に戻った安重根の偉大な内面を垣間見ることのできるでき
ごとだが、新聞報道が狙った点は旅順監獄当局が死刑囚安重根にきわめて寛大だということを宣伝
することだった。すなわち日帝当局はできるだけ安重根の元気な姿を外側に発信しようとした。反
対に図４～７（写真①～④）は54kgの憔悴した姿で、ハルビンから旅順監獄へ移監された直後、大
変でつらい安重根の監獄生活を掛け値なしに見せている真実で貴重な写真だ。

7

2009年、筆者はアン・キスさんに会ってインタビューしたことがあるが、アン・キスさんは私が編集した
『注解白凡逸誌』にのせられた安重根の写真②が「とても憔悴してかわいそうな姿」であるので良い写真に
交換してほしいと要請してきた。しかし私はこの写真が秋水の漢詩が書かれている貴重なものであると知っ
て、交換はしなかった。
8 １貫は1000匁に当たり、明治時代には1貫=正確に3.75キログラム(kg)と定義された。
最初はMBCからの電話は唐突だと思ったが、どうも関連する著書や研究ができそうなので、いろいろ調べ
てみることにした。すると果たしてそこには安重根研究と記念の中心となる機関や人々が関連していた。ま
ず安重根記念館館長(キム・ホイル)が編集した『大韓国人安重根』に収録された「逮捕直後の安義士」(図8)
を見てみ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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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８ 逮捕直後の安義士

図９ 伊藤公を暗殺せる凶漢安應七
(『大阪每日新聞』 1909. 11. 10)

上の写真の背景は旅順監獄ではなくてハルビンの日本領事館だ。すなわち1909年10月26日～11
月1日、安重根がハルビン日本領事館で拘禁された時に撮られたものだ(ユン・ビョンソク、巻頭
写真４～５)。まだ安重根の正体も把握できなかった時期のことで、韓国などに問い合わせて捜査
に利用するために使われたと見られる。
日帝はハルビン事件のいわゆる「犯人」を「韓人」=>「ウン・チアン」=>「安應七」=>「安重
根」の順で明らかにした
1) 1909年10月26日事件発生当日『朝鮮日日新聞』が号外で「伊藤博文が韓人に暗殺された」と
報道した。
2) 「ウン・チアン」が「安應七」として国内新聞(『大韓毎日新報』)に初めて報道されたのは事
件発生4日後の1909年10月30日だ9。
3) アン・ウンチルが「犯人」として報道された9日後の11月9日、『大韓毎日新報』は「安應七
は偽名で、本名は安重根」と報道した。
そこで（図８）の写真はハルビンで「犯人」が安重根と明らかになる以前に撮影されたものだ。
ところで『大阪毎日新聞』1909年11月10日付では、図8の下段の部分を切り取る「加工」を経て、
下段に「伊藤公を暗殺せる兇漢安應七」というタイトルをつけて（図9）報道した。名前が「安應
七」になっているのは原本である図8の説明が「安應七」となっており、本名が「安重根」と明ら
かになったことをまだ認知できなかったためだと推測される。安重根義士記念館館長キム・ホイル
は図8に対してこ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
日本人写真家が安重根義士を貶める目的でこの写真を利用してハガキを製作・配布したが意図と
は違って飛ぶように売れるとすぐに日帝当局が販売禁止措置を下し、あたふたとハガキを回収した
(キム・ホイル編 2010,150)。

9

『大韓毎日新報』 1909年10月30日: 「犯人ウン・チアン(旣電は歐文)は『ウンチラン』なのだが、歐文書
式で名前を姓より先に書くゆえに、このようになる。韓国式に読むと「アン・ウンチル」となり、漢字では
「安應七」となる。安應七は有名な李範晋仲間で、ウラジオストックに在住していた 28日発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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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い引用文だが疑問点が多く、つじつまが合わない。例えば「安重根義士を貶める目的でこの
写真を利用してハガキを製作・配布」したとあるが、その根拠が示されていない。また、貶める目
的で作ったのなら、たくさん出て行くことを喜ぶべきなのに、かえって日帝当局はこれを販売禁止
にしたということも解せない。
『大韓毎日新報』の関連記事（1910.3.29,3.31）を見れば、日本人も韓国人も皆、安重根の絵葉
書を発売したことがあり、多くの人がこれを購入し、警視庁で治安妨害であるとして発売を禁止し
て原本まで押収したことがあるそうだ。重要なのは貶めるために発売を始めたということはどこを
見ても確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安重根の絵葉書を発売したり、購入したりすることは、概して
安重根と独立運動に対する支持を意味する。日帝の立場では安重根事件を国際的に波紋が広がらな
いように静かに処理することが基本方針であったため写真を発売する理由がない。また安重根の写
真を公開する場合には写真をひそかに「加工」して「殺人犯」安重根を人道的に厚遇しているとい
うことを見せようとしていた。
民族運動や平和運動を支持する人々が安重根の絵葉書を作って発売したが、幸徳秋水の平民社が
代表的だ。彼は1910年5月26日大石誠之助に送る手紙で「日本で作った安重根絵葉書が発売禁止処
分を受けてすぐ、サンフランシスコ平民社で再び製作した」と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日本で発
売禁止処分を受けた絵葉書がどんなものか特定できないが、サンフランシスコ平民社で製作した図
５（写真②）の模本になる図４（写真①）である可能性が高い。
図４（写真①）の写真が最初に報道されたのは『大阪毎日新聞』1909年11月28日であり、下段
に「兇漢安重根の薬指」とタイトルが入っている。当時安重根の実名がわかり、11月24日第6次新
聞で安重根の断指同盟が主要な争点になった(李起雄、2000,123)。だからこの写真のテーマは「安
重根の薬指」となる。この写真から「兇漢」という単語をなくして下の説明をつけた写真ハガキが
まさに図４（写真①）だ。
伊藤公を暗殺せし(る)安重根
韓人は古來より暗殺の盟約として無名指(薬指)を切斷するの舊慣ある右[左]手を撮影せしものな
り10
やや憔悴した姿にも見えるこの写真を、日本人は下段に「韓人は古くから暗殺の盟約として薬指
を切るという慣習がある」という呪いの文面を添付してハガキを作り、彼を貶める目的で販売した
りもしたのだ（ユン・ビョンソク、2011. 巻頭＜写真８＞）。
ここで「貶める」という根拠は、安重根の先にお話した「憔悴した姿」と、下段に付記された
「呪いの文面」の二つだ。すでに言及したが「憔悴した姿」とは貶めることとは関係なく、かえっ
て旅順監獄収監中の初期の安重根の実際の様子を証言する貴重な写真である。この写真の撮影時期
は具体的に特定できないが、安重根がハルビンから連行され、受難の末に旅順監獄に投獄された直
後だと考えられる。この写真と服装・ポーズ・手の形がよく似た張亜馨の顕詞の写真に「旅順口の
獄中にあって1ヶ月後の様子」とある説明を参考にすれば,この写真は旅順監獄に投獄された直後か
ら1ヶ月以内の写真と推測される。
次の「呪いの文面」は当時争点になっていた断指同盟に関する説明をするために追加しただけで、
貶め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かえってこの絵葉書を購入する者には民族運動の象徴で称賛になり

10

下段部が切られて日本語が多少不明な部分がある。読解に錯誤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きたい。この絵葉書
図４（写真①）についても対しても安重根を貶め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いう主張がある。韓国で安重根につ
いて最もよく研究された元老歴史学者が書いた本の巻頭写真で図４(写真①)に対してこのように紹介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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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ることだ。それが図５(写真②)だ。ここにも断指に対する説明がある。
2) 安重根の絵葉書と幸徳秋水の漢詩
絵葉書図５(写真②)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民社で作ったものであるが、それを主導した人は岡繁
樹であった。彼は高知出身で安重根より1才年上であり、1902年アメリカに渡ってサンフランシス
コ平民社を創設し、幸徳秋水に心酔して非戦論を発表した。秋水が日本で図４(写真①)の発売禁止
処分を受けたので、岡は英文説明を付記した図５(写真②)を作り、その時秋水の称賛漢詩「秋水
題」を上段に追加した。おそらく日本国内で作るならばこのような説明と献詩を記載することは不
可能だったであろう。
まず図５（写真②）はいつ作られたものだろうか？ 図６（写真③）は、サンフランシスコで韓
国独立運動系列の『新韓民報』1910年3月30日付に「万古の人・安重根公」というタイトルで掲載
された写真であるが、英文説明がハングルに交換された以外は図５（写真②）と全く同じだ。すな
わち図５（写真②）は少なくても3月29日以前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
上段に記載された秋水の漢詩の内容と下段の英文説明を見れば、図５（写真②）は1910年2月14
日安重根死刑判決以後に作られたと見られる。下段の英文説明を見てみよう。
AN JUNG-KEUN The Korean Martyr who killed Prince Ito at Harbin As seen this pict
ure, the cut off Ring-Finger of the left hand represent the oath of a regicide[시해].
The characters of the upper corners of the pictiure[picture] is facsimile of the Poem wr
itten by Dr. KOTOKU, a prominent Japanese Arnarchist, prasing the brave conduct of t
he martyr.
この英文説明は絵葉書製作を主導した岡繁樹が書いたものだ。
1) 安重根を「殉教者（Martyr）」と呼んだ。これは安重根が死刑囚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
2) 図４（写真①）では「伊藤公を暗殺した安重根」と表現したが、ここでは「暗殺する（assass
inate）」でなくさらに広義の「殺す（killed）」で表現した。
3) 「卓越した日本の無政府主義者幸徳秋水が朝鮮の殉教者（martyr）の勇敢な行動を称賛して
いる」として写真上段に秋水の漢詩を入れた理由を明らかにしている。
4) また、漢詩が秋水の写本（facsimile）であるとし、文字も秋水の筆跡である。
安重根の殉国直前である1910年3月22日、秋水は日帝の弾圧で平民社を解散して簡単に荷をまと
め、湯河原温泉に身を隠していたが、その時この絵葉書を取りまとめ、逮捕される時までおよそ7
0日間携帯していた。6月1日、天皇暗殺を謀議したという、いわゆる「大逆事件」で秋水が神奈川
県湯河原温泉で逮捕された時、彼のカバンから上記の安重根の絵葉書が出てきたという。
図７（写真④）が、秋水が携帯していた絵葉書と関係のあるものだ11。秋水のカバンから押収さ
れたという安重根の絵葉書は永らく実物が発見されなかった。1960年代末に明治学院大学図書館
沖野岩三郎12 記念文庫に保存された巻物の中に発見され、神崎清が『革命戦線』第3巻（芳賀書店、
1969）で初めて紹介した。ところで図７（写真④）で安重根の姿は写真でなく模写された絵のよ

11

＜安重根肖像繪葉書に題する＞ <<證據物寫>> 四三押第一號一六（幸徳秋水）, 2011, 466
沖野岩三郎（おきの いわさぶろう、1876～1956）は、日本の小説家、牧師。和歌山県生まれ。明治学院
神学科卒。和歌山県で伝道中に大逆事件に巻き込まれる。1917年大逆事件をモデルとした小説『宿命』が大
阪朝日新聞の懸賞に当選した。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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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だ。アメリカ・サンフランシスコで作られた図５（写真②）が日本の秋水に伝えられて模写され
たものなのか、そうでなければ図７（写真④）は、秋水が携帯したというハガキの実物ではなく、
それを模写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なのか、研究がさらに必要だと考えられる。しかし図７（写
真④）の原本が図５（写真②）であるという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い。
図５(写真②)～図７(写真④)の最も大きな特徴は、幸徳秋水の自筆による16字の漢詩が書かれて
いることだ。漢詩の全文は下記のとおりだ。
舍生取義
殺身成仁
安君一擧
天地皆振

命を捨てて義を選び
わが身を殺して仁を成し
安重根君の義挙に
天地皆奮い立つ

秋水は東洋の古典に明るかったが、第1行、第2行はそこから来ている。第1行は『孟子』の「告
子章句(上)」十章に出てくる一節、「生もまた私が望むもの、義もまた私が望むもの、どちらとも
得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生を捨てて義を選ぶ」(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舎生而取義者也)から来ている。秋水が、明治憲法を制定し、首相を4期、7年7ヶ月歴任した自国
の元勲伊藤博文を殺した安重根を「正義である」と称賛したことは驚くべきことだ。当時中国では
孫文、蒋介石、周恩来等、安重根の偉業を「義挙」と称賛した人は少なくないが、日本人としては
非常にまれなことだ。
第2行は『論語』の「衛霊公」に書かれている孔子の話「志士で正しい人は命を惜しんで仁を破
ることなく、かえって己を殺して仁を成し遂げる(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から来て
いる。先にお話したことであるが、安重根は死刑判決を受けて以降、殉国するまで最後の40日間珠
玉のような遺墨を残すが、その中の一つが「志士仁人 殺身成仁」だ。この時、安重根の精神世界
は義を越えて仁を指向していた。秋水の上記漢詩の第1～2行は、安重根が伊藤博文を殺した行為が
義であるだけでなく、己の死をもって仁を成し遂げたという、安重根が到達した最後の精神世界の
中心点へとつながっていくのだ。

3. 德富蘆花:安重根の遺墨についての論評
幸徳秋水が安重根の写真の背景に自身の漢詩を入れたとすれば、彼の友人である徳富蘆花は安
重根の遺墨について自身の論評を残した。おそらく安重根の遺墨のうちで他の人の論評があるのは
これが唯一だろう。
1911年1月18日幸徳秋水等が「大逆事件」で死刑判決を受けた時、死刑執行を阻止しようと渾身
の努力した人が徳富蘆花(1868～1927)だ。彼は秋水よりも３歳年上で、秋水と同じようにトルス
トイを尊敬し、1906年6月17日、ロシア・ヤスナヤポルリャナで老年のトルストイを直接訪問して
数日間滞在した。一方で、日帝の植民政策に賛成する国家主義者で、1910年の日韓併合以降、朝
鮮総督府の機関紙京城日報社の監督として就任した兄徳富蘇峰(1863～1957)とは絶縁した。
1911年1月、蘆花は幸徳秋水の死刑を阻止しようと兄徳富蘇峰と桂太郎首相に嘆願した。続いて
天皇宛てに送る公開直訴文を東京朝日新聞社に送ったが、その日幸徳など大逆事件に関わった11
人の死刑が執行されたという報道を見ることになった。
2月1日、蘆花は第一高等学校の講堂で「謀叛論」という主題で講演し、「秋水らは死んでも復
活した」「謀叛を恐れてはならん、新しいものは常に謀叛である」と主張した。そして蘆花は自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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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家に新しい書院を作り「秋水書院」と命名した13。彼の死後、彼の邸宅は東京市に寄贈されて、
現在「蘆花恒春園」という名前で開放されている。「蘆花恒春園」に行けば東京都指定史跡である
かやぶき屋根の住宅、「秋水書院」を見ることができる。
この蘆花恒春園に安重根の貴重な遺墨１点が保管されている。この遺墨も蘆花の死後、夫人の意
向により3万点の他の遺品と共に東京都に寄贈された。安重根義挙100周年を迎え、この遺墨は韓
国、ソウルに渡ってきて2009年10月から2010年1月まで3ヶ月間「芸術の殿堂」の書院で展示され
たことがあり、現在、安重根記念館ではその写本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遺墨で特筆すべきこと
は、所蔵者であった蘆花が、安重根の揮毫左側上段に自身の論評を細筆で記録したという点である
（図11,12）。
蘆花は1913年9月2日～11月30日満洲・朝鮮・九州を旅行した、この時旅順で「貧而無諂 富而
無驕」と書かれた安重根の遺墨1点を入手した。そして約5年後に蘆花は次のような所感を左側上
段に残した14。
大正二年 秋十月 南満漫遊の際 旅順小学 菱田正基子の所贈
論語,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子曰 可也 未若貧而楽
富而好禮者也. 安子の斯語を擇し自然と謂ふべし. 彼をして
貧楽富禮の境地を[ニ]達せしめば 必春畝翁の刺客を以て甘んぜ
ざりし[しかし]あひ可惜天[夫] 大正七年 秋十月 四日 徳富健次郎 題す

図10 安重根遺墨
＜貧而無諂 富而無驕＞
13
14

図11 徳富蘆花の安重根
遺墨についての論評

一般に「秋水書院」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戦後のことである。
[ ]は解読には日本の林雄介明星大大学教授、韓国弘益大学のキム・フンス教授が助け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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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2年(1913年) 秋10月 南満州に漫遊した際、旅順小学校の菱田基正が寄贈
『論語』に、子貢が「貧しくてもへつらわないで裕福でも誇らない(貧而無諂 富而無驕)生き方はどう
か」と尋ねたとあるが、その時、孔子は「貧しくても楽しんで裕福でも礼を重んずる人(貧而楽 富而好
礼者)にはかなわない」と答えた。
安重根[安子]がこの話[揮毫で使った子貢の話]を選択したことは自然なことといえるが、彼が孔子の貧楽
富礼の境地に達したならば伊藤博文を殺す刺客で満足しなかったはずなのに、残念なことだ。[ ]は筆者
大正7年(1918)秋10月4日 徳富健次郎

草書で書かれたこの論評に対する正確な脱草と正しい翻訳や論評はない。牧野英二がこの論評を
取り上げ論じたことがあるが、ハングル翻訳や日本語全体が非常に曖昧だ。
彼が､この貧しくても楽しみ､金持ちでも礼を好むような境地に達せていたのなら､必ず春畝翁
［伊藤博文公］の刺客というだけの人物に甘んじさせるのは､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る。
（牧野英二, 2014, 210ページ）
牧野の解釈は曖昧だが、全般的な趣旨から見れば、
1) 安重根は孔子が言う「貧而楽 富而好礼」の境地に到達したが、
2) 人々が安重根を伊藤博文の刺客とだけ理解している
3) 蘆花が極めて残念に思っている、という趣旨であるようだ。それなら安重根と蘆花は完全に同
じ考え方であるといえる。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
孔子と子貢のこの対話は『論語』の第1編「学而」15章に出てくる一節で韓・中・日の知識人な
ら誰でも皆知っているあまりにも有名な一節だ。それにもかかわらず蘆花がこの容易な一節に対し
て論評を加えるのになぜ5年もかかったのだろうか？ 単なる偶然であろうか? そこには理由がある
と考えられる。
『論語』の「先進」18章によれば、子貢は経済に対する予測能力が優れており、お金をたくさ
ん儲けた15そうである。このような子貢が自分のような金持ちでも、それを自慢しないことはすご
いではないかと誇らしげに師匠孔子に尋ねたのだ。しかし孔子の返事は意外なことに、それよりさ
らに高い水準が「貧しくても楽しみ、金持ちであっても礼を重んずることだ」というものだった。
蘆花がずっと気になった大きな課題は、安重根がなぜ最も良い、金メダルの価値がある孔子の返事
でなく、それより水準が低いと言われた子貢の質問を遺墨で残したのかという点だった。
安重根は日本語を話せなかったので、日本人たちとは漢文の古典や経典の一節などを書いて筆談
で意思を疎通するほかはなかった。誰に向かってそのメッセージがなされたかということがコミュ
ニケーションの時にはとても重要なので、安重根の遺墨を一面的に分析して、その全てが彼の思想
であると考えるのは危険だ。例えば安重根が「極楽」という遺墨を残したということは、それを受
け取った相手が仏教徒だったからだ、これを見て安重根は仏教徒だ、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彼
は敬虔なカトリック信者である。
この「貧而無諂富而無驕」も、安重根が最も好きな一節だったわけではなく、受け取る人に何か
を説明するために書かれたものだ。すなわち安重根は子貢の質問を借りて自身が伊藤博文を殺した
ことについてある日本人に説明したのだ。すなわち「日本/伊藤は金持ちで傲慢だが、朝鮮/安重根
は貧しいが卑屈にはならない」だから「私が伊藤を殺した」とこのような所感を明らかにしたのだ。
安重根も子貢の「貧而無諂富而無驕」よりも、あの有名な孔子の「貧而楽 富而好礼」が良いとい
うことは十分に知っていただろう。しかし安重根は子貢の質問を通して、避けること
のできない次善策だった自身の行為を説明したのだ。
蘆花の論評は安重根が子貢の質問を借りて、自身の偉業を説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は気づいた
が、そこまでだった。そして安重根が孔子の貧楽富礼の境地に達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が残念

15

子曰 “回也 其庶乎 屢空, 賜[子貢] 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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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と評した。すなわち蘆花は日韓併合には反対したが、伊藤博文を殺した刺客の武力行使には同意
しなかったのだ。この点彼には、安重根の助命運動をした幸徳秋水との違いがある。幸徳は伊藤を
殺した安重根の行為にも義があったと称賛した。
蘆花のこのような論評は、彼がトルストイの「非暴力平和主義」を信奉していたことに由来する。
だからといって蘆花とトルストイの特別な縁を主要な根拠として、安重根-徳富蘆花－トルストイ、
ひいてはカントまで結びつける平和思想の拡大には明らかに問題があると考えられる。カントがト
ルストイに結びつき、トルストイが蘆花に結びつくといっても、蘆花と安重根には一致する面と同
時に重要な違いもある。もちろんこの関係は敵対的対立とは違い、平和戦線における和而不同とい
えるだろうが。

4. 石川啄木: <ココアのひと匙>
石川啄木（1886～1912）は安重根より７歳年下である日本の著名な夭折詩人だ。朝鮮の青年白

夔 行（1912～1996）が彼の詩が非常に好きで、石川の石の字をもらって自身のペンネームを白石
といった。現在の韓国人は詩人白夔 行についてほとんど知らないが、詩人白石は非常に有名だ。こ

のように石川は韓国文学とも関係が深く、現在彼の詩も短歌も翻訳されている（石川啄木、1996;
石川啄木、1998）.
1994年、啄木の詩、その中でもとても有名な「ココアのひと匙」という詩は、じつは安重根を
称えているのだ、という野心に満ちた主題が提起された（オ・ヨンジン、1994）。以来この主張
は大きな歓呼の声で迎えられ16、Asia Newsの「韓日交流」には「朝鮮の恩人達:日本人独立運動
家」として、啄木のこの詩が紹介されている17。
啄木が1911年6月15日に書いた「ココアのひと匙」の全文は次のとおりだ。
われは知る、テロリストの
かなしき心を
言葉とおこなひとを分ちがたき
ただひとつの心を、
奪はれたる言葉のかはりに
おこ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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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て、そは真面目にして熱心なる人の常に有つかなしみなり
はてしなき議論の後の
冷めたるココアのひと匙を啜り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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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ヨンジンはこの詩で「悲しくて悲しいテロリスト」がまさに安重根のことだと言っている
（オ・ヨンジン、1994）。啄木が日韓併合に批判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だ。1910年8月29
日、日韓併合から11日目の夜、啄木は「九月九日夜」という題名の短歌34首を残すが、その中の
８首が日韓併合を批判したものである。
8. 地図の上朝鮮国に黒々と墨をぬりつつ秋風を聞く

16
17

日本人軍事評論家である前田哲男教授もこのような立場を取っていて（イ・ユンギ、2005）,
在日朝鮮人ソ・ギョンシクはこのような主張を紹介している（ソ・ギョンシク2015,95～96）.
【日韓交流】朝鮮の恩人達：日本人の独立運動家/ ASIA NEWS, 2015年03月31日
(http://asianews.seesaa.net/article/416573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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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併合翌日の1910年8月30日、『東京朝日新聞』
は、第3面に朝鮮が黒く塗られて日本帝国の領土に新
しく編入された地図をのせた（図12）。啄木は朝鮮
が日本帝国の領土に黒く塗られたこの地図のイメージ
を短歌に歌ったのだ。彼は幸徳秋水の「大逆事件」に
しても、以後明治時代を「時代閉塞」と批判すること
でこの短歌を終える（34首）。
34. 時代閉塞の現状をいかにせむ秋に入りてことに
かく思ふかな

図12. 『東京朝日新聞』(1910. 8. 30)
第３面に掲載された日本帝国地図

要するに啄木が日韓併合、ひいては明治時代自体を
否定的に見ているのは明らかだ。それなら、伊藤博文
と安重根についてはどんな考えであったのだろうか?
これはまた、別の問題だ。それを象徴的に表現して
いるのが、上記、日韓併合を否定的に描写した８首の
直前に伊藤の死に対する歌として作られた７首である。

7. 誰そ我にピストルにても打てよかし伊藤の如く死にて見せなむ
この一首は伊藤の死を歓呼したものではない。啄木は伊藤を非常に尊敬しており、彼の悲劇的な
死さえも称賛したのだ。彼は1909年10月5日～11月21日『岩手日報』に時論「百日通信」を合計2
8回連載したが、この時期にハルビン事件が起きた。第16～19回「百日通信」で伊藤の死について
の啄木の感情を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る。
第16回（10月27日執筆）で彼は伊藤の死を聞き、「噫、伊藤公死せり！」という題をつけ、
「韓国革命党青年の襲ふ所となり、腹部に二発の短銃丸を受け、後、半時間にして車室の一隅に眠
れる也」と記し伊藤の生涯を描いた。「寸時の暇もなく新日本の経営と東洋の平和の為に勇ましき
鼓動を続け来りたる心臓は、今や忽然として、異城の初雪の朝、其活動を永遠に止めたり」（石川
啄木, 1980, 191）と哀悼の意を表した。彼は伊藤を「明治の日本の今日ある、誰か公の生涯を一
貫した穏健なる進歩主義に負う所、その最も多きに居るを否むものぞ」と評価している。
伊藤が生涯一貫した「穏健な進歩主義」という評価は第17回（10月28日執筆）でも再び言及さ
れている（石川啄木、1980,192;近藤典彦、2010）。この第17回で、伊藤の死と韓国人の心情を対
比する。
「（伊藤の突然の死という）其損害は意外に大なりと雖ども、吾人は韓人を愍むべきを知りて、未
だ真に憎むべき所以を知らず。寛大にして情を解する公も亦、吾人と共に韓人の心事を悲しみしな
らん。」（石川啄木、1980,191）。
第18回で啄木は伊藤の死については次の通り表現した。
吾人の痛悼は深し。然も亦藤公にしては能く其死処を得たりとすべし。最後の一瞬時に至るまで
国事に身を挺（ぬき）んでたる、故人また潜かに満足とせざらんや。而して韓人の心事また愍れむ
べきかな。(石川啄木, 1980, 193)
石川啄木は先に言及したとおり、日韓併合に批判的であったし、植民地になってしまった朝鮮
人の悲哀と安重根の怒りを「気の毒だ」と考えていた。この「気の毒だ」の裏面には「穏健な進歩
主義者」であった伊藤を殺して悲劇を招いた韓人の愚かさに対する「哀れみ」や「情け深さ」があ
る。だからこのような「気の毒だ」は伊藤が、自分を撃ったのが韓国の青年だったという話を聞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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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バカなヤツ、バカなヤツ!」と言ったという言い伝えとも一脈相通じることだ。啄木の「気の
毒だ」も伊藤の「バカなヤツ」という口伝も、政治経済学的に読むならば、日韓合併よりは伊藤主
導の保護国や統監府体制が合理的なのに、伊藤の死で合併を自ら招いてしまったのだという考えに
基づいている。
反面、啄木は伊藤について死まで英雄的に考えて「伊藤博文のように死んでみせよう」（伊藤の
如く死にて見せなむ）と詠った。だから紹介した「ココアのひと匙」は安重根についての詩になる
ことは絶対にない。それは啄木も尊敬した、また違う人物幸徳秋水に対する詩で見ることが妥当だ
ろう（ハン・キリョン、1999,213～218）。

5. 夏目漱石: 『門』と｢韓満所感」
夏目漱石（1867～1916）は安重根より12歳年長の文豪で『吾輩は猫である』（1905～06年）等
彼の代表作は韓国でも良く知られている。特に彼の死後100周年になる2016年、韓国では彼の小説
全集14冊が翻訳・出版された（夏目漱石、2016）。
夏目漱石は伊藤博文の後に千円紙幣の人物にも選ばれたことからもわかるように、伊藤と妙な縁
がある18。彼の義理の父中根重一（なかねしげかず、1851～1906）は第二次伊藤博文内閣（1892
～1896年）の内閣書記長官であり、伊藤と彼の婿末松謙澄の庇護を受けていた19。
また、漱石は1909年9月22日、つまり伊藤より１ヶ月あまり前にハルビン駅のプラットホームに
おりたことがある20。彼を招いた人は彼と同い年であり大学予備門時代同じ下宿の仲間であった中
村是公21満鉄総裁であり,この当時一緒に取った写真（図13）が残っている22。
これより１ヶ月の後、中村は伊藤に随行してハルビン駅現場に出て行き、安重根の銃弾2発が彼
をかすめて行った。漱石は1909年11月28日、ベルリンにいる友人寺田寅彦23にあてた手紙で、
「僕も狙撃でもせ［ら］れゝば胃病でうんうんいふよりも花が咲いたかもしれない24（私も狙撃さ
れたら胃病で苦しむことなく良かったかもしれない）」と書き送ったそうである。
このような事情もあり漱石が1909年10月26日の安重根の伊藤狙撃についてたくさん言及してい
そうなものであるが、彼の小説中にこの事件への言及を見つけ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これは彼が
世俗を忘れて人生を観照する、いわゆる「低徊趣味」25を標ぼうする「余裕派」であるためだと思
われる。

18

伊藤博文は1963～1986年、夏目漱石は1984～2007年千円紙幣の肖像となっていた。伊藤の千円紙幣が大
韓民国や中華人民共和国などの周辺国らと深刻な外交摩擦を醸し出すことになると、日本政府が夏目漱石に
交換したのだという主張もある。
19 夏目鏡子述・松岡譲筆録 『漱石の思ひ出』には、そのころの羽振りのよかった生活が回想されている
（http://www.asahi.com/articles/ASHB47JFQHB4UCVL01Y.html） 漱石は1895年12月28日夜、熊本から
上京して夫人中根鏡子を紹介された場所が、麹町区（現千代田区）内幸町にある義父中根重一の内閣書記長
官舎であった。
20 漱石は1909年9月2日～10月14日満州・朝鮮を旅行し、その紀行文「満韓ところどころ」を10月21日から
『朝日新聞』に連載した。連載途中ハルビン事件が発生してその報道のために何回か中断されたが、12月30
日まで合計51編連載された。「満韓ところどころ」は1910年（明治43年）5月、「夢十夜」、「永日小品」、
「文鳥」とともに春陽堂刊の『四篇』に収められ、出版された。
21 中村是公（なかむら よしこと、通称: なかむら ぜこう、1867～1927年）は、日本の官僚・実業家・政治
家, 南満州鉄道株式会社（満鉄）総裁、鉄道院総裁、東京市長、貴族院議員などを歴任した。
22 犬塚信太郎(いぬづか のぶたろう, 1874～1919)は明治大正時代の経営者。明治39年(1906年)満鉄の理事と
なる。
23 寺田 寅彦（てらだ とらひこ、1878～1935年は、戦前の日本の物理学者、随筆家。
24 http://www.asahi.com/articles/ASH9X52K0H9XUCVL021.html
25 低徊趣味(ていかいしゅみ)は夏目漱石の造語(出典: 「高浜虚子著 『鶏頭』序」)で、世俗を離れてのん
びりとした気持ちで自然や芸術を楽しむ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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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ころが、漱石の作品『門』に伊藤博文暗殺事件が少しだけ登場する。『門』は1910年3月1日
～6月12日『朝日新聞』に連載された小説で26、連載中の3月26日安重根が処刑され、6月1日幸徳
秋水が湯河原で逮捕された。『門』ではハルビン事件5日後の日曜日（31日）に、小六が主人公で
ある兄宗助と兄嫁御米を訪ねてきて、夕食を共にして交わす会話に伊藤の死についての問題が登場
する。
「どうして、まあ殺されたんでしょう」と御米は号外を見たとき、宗助に聞いたと同じ事をま
た小六に向って聞いた。
「短銃ピストルをポンポン連発したのが命中したんです」と小六は正直に答えた。
「だけどさ。どうして、まあ殺されたんでしょう」
小六は要領を得ないような顔をしている。宗助は落ちついた調子で、
「やっぱり運命だなあ」(と云って)、茶碗の茶を旨そうに飲んだ。（夏目漱石,2015,36）
伊藤の死について宗助が「やはり運命だよ」と言ったのは、どういう意味なのであろうか？ 牧
野英二はこのように解釈した。
主人公の「やっぱり運命だなあ」)という言葉には、漱石の伊藤博文に対する冷静な評価以上に、
「伊藤が射殺されたのは彼の自業自得である」という冷淡な評価すら読み取ることが可能である
（牧野英二, 2012, 11; 牧野英二, 2014, 212）。
果たしてそのように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夫人御米が「やはり運命」という宗助の
話を理解できなくて宗助は次の通り話す。
「おれみたような腰弁は、殺されちゃ厭だが、伊藤さんみたような人は、哈爾賓ハルピンへ
行って殺される方がいいんだよ」と宗助が始めて調子づいた口を利いた。
「あら、なぜ」
「なぜって伊藤さんは殺されたから、歴史的に偉い人になれるのさ。ただ死んで御覧、こうは
いかないよ」
この一節は前述した石川啄木が記した以下の一節と趣旨が同一である。
然も亦藤公にしては能く其死処を得たりとすべし。最後の一瞬時に至るまで国事に身を
挺（ぬき）んでたる、故人また潜かに満足とせざらんや（石川啄木, 1980, 193）。
漱石には啄木と同じように伊藤への称賛を見ることはできるが、安重根に対する称賛はありえな
い。伊藤は死まで劇的であり英雄的という賛辞の一環が「やっぱり運命だなあ」という一言である。
そうして啄木が「誰そ我にピストルにても打てよかし伊藤の如く死にて見せなむ」と詠んだように、
漱石も「僕も狙撃でもせ[ら] れゝば胃病でうんうんいふよりも花が咲いたも知れない」と言及し
たのだ。
しかしそのために「やっぱり運命だなあ」を誤解して、「実際に徳富蘆花、夏目漱石、石川啄木
など近代日本を代表する著名な知識人はほとんど安重根義士の高い志と崇高な精神に感動して、強
い感銘を受けていた」（牧野英二、2012,11）という評価は当然修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1909年11月4日、日比谷公園で伊藤博文の葬儀が国葬として行われたすぐ翌日、5～6日漱石が
『満州日日新聞』に寄稿した「韓満所感」（上～下）という文が、2013年作家黒川創によって発
掘されて各言論に報道された。ここで漱石は伊藤の死、韓国と中国に対する明らかな立場を表わし
ているが、その内容は衝撃的だということができる。二ヶ所抜粋して紹介すれば次のとおりだ[( )

26

『門』は1911年1月に春陽堂より刊行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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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現代表現]27
哈爾浜は余がつい先達て見物（けぶ）に行つた所で、公の狙撃されたと云ふプラツトフオームは、
現に一ケ月前（ぜん）に余の靴の裏を押し付けた所だから、@希有（けう）の兇変（きょうへん）
と云ふ事実以外に、場所の連想からくる強い刺激を頭に受けた.
歴遊の際もう一つ感じた事は、余は幸にして日本人に生れたと云ふ自覚を得た事である。内地に
跼蹐（きょくせき）してゐる間は、日本人程（ほど）憐（あわ）れな国民は世界中にたんとあるま
いといふ考に始終圧迫されてならなかつたが、満洲から朝鮮へ渡つて、わが同胞が文明事業の各方
面に活躍して大いに優越者となつてゐる状態を目撃して、日本人も甚だ頼母（たのも）しい人種だ
との印象を深く頭の中に刻みつけられた. 同時に、余は支那人や朝鮮人に生れなくつて、まあ善か
つたと思つた。彼等を眼前に置いて勝者の意気込を以て事に当るわが同胞は、真に@運命の寵児
（ちょうじ）と云はねばならぬ.
漱石は安重根の伊藤狙撃は「希有の兇変」であり、中国人や朝鮮人に生まれなかったことが
「良かった(善かつた)」ことで、「勝者の意気込みを以て事に当る(わが)日本同胞」は「真に運命
の寵児」であると言っている。
漱石のこのような所感は安重根と正反対の地点にある。安重根は何の罪もなく死んでいく韓国人
民らと一緒になろうと、「私は本当に大罪人だ。私の罪は他の罪でなく、善良で弱い韓国人民であ
るという罪だ(我果大罪人也 我非他罪 我為仁弱韓国人民之罪也)」と告白した。安重根が、自分が
「死」ぬことで何の罪もなく死なねばならなかった仁的敗者である朝鮮人たちと喜んで共にいよう
と思ったとするなら、漱石は勝者である日本人に生まれたことを運命の祝福として安堵した。だか
ら安重根と夏目漱石とをつなげようとする試みは明らかに笑い話といえるだろう。

結論：「似て非なるもの」と「和して同ぜず」
安重根の平和思想とその国際的連携が重要であればあるほど、より一層真実で正確なこととして、
似ているが違っていること、すなわち「似て非なるもの」と、違うけれども互いに調和できる、
「和して同ぜず」をしっかり区別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指摘してきた。
夏目漱石は晩年の「点頭録」（1916年）で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武力で制圧しようとする
軍国主義がどれくらい人類に破滅と犠牲を持たらすだろうか」と軍国主義を批判して世界平和を願
った。しかし安重根と伊藤博文のハルビン事件当時には中国と韓国に対して明確な偏見を有してい
た。『門』で伊藤の死を「やっぱり運命だなあ」と表現したことは安重根と立場が似ていると考え
られるけれど、間違いなく「似て非なるもの」である。彼の視点から見た安重根は伊藤の死を英雄
的にするための配役に過ぎない。
石川啄木は、日本国内でも漱石とは反対のベクトル（方向性：英vector）の国民意識、言うなれ
ば主流国民意識に対する抵抗として機能していた。彼は明治時代をマイナスの時代として批判的に
見ており、日韓併合に反対したという点で日韓両国の平和連携の可能性を残している。しかし伊藤
の死を英雄的に評価しているという点では漱石と同じであるし、また日韓併合を批判的に見てはい
ても、韓国の保護国体制、統監府体制を批判しての上でのことではなかった。この点において安重
根は啄木をお勧めできないもう一つの鏡になる。もちろん彼の詩「ココアのひと匙」は安重根に対

27

この文は400字詰め原稿用紙にして計7枚の量なのに、夏目漱石の全集にも概して脱落していて、研究者の
間でも知られていなかった。＜https://ameblo.jp/205102/entry-11444375167.html＞で抜粋文を見ることが
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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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称賛の詩にはなり得ない。
「取るに足りない葦の花」を愛する徳富蘆花は、当時弱者であった朝鮮と安重根に友好的であった
ことは間違いない。しかし、トルストイの「非暴力平和主義」を信奉する彼の原則は、安重根の伊
藤射殺とは衝突せざるをない。安重根の遺墨である「貧而無諂富而無驕」に書かれた彼の論評には、
この差が反映されている。この問題は敬虔なカトリック信者として殺人を禁じる「十戒」ともつな
がっていて、安重根本人にとっても最大の悩みの種であり、安重根と代父(訳者註：キリスト教会
における入信者の信仰的指導をする立場の人)であるピルレム神父との意見の違いにおいても最大
の問題点だった。安重根は伊藤狙撃を日韓両国間の「戦争」と解釈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ジレンマ
を脱し、自ら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たが(ト・ジンスン、2010b;ト・ジンスン、2016)、
この問題は、安重根の平和思想が国際的に連携していく過程において必ず提起されるべき問題だ。
もちろん安重根と蘆花の関係は敵対的対立とは違う、平和戦線における「和して同ぜず」の関係だ
ということができる。
安重根ともっとも緊密に一致する人物は幸徳秋水であり、その証左である絵葉書が残っている。
この絵葉書はアメリカと日本で安重根と幸徳秋水が国際的に平和連携をしたという貴重なしるしで
あり、東アジア平和戦線において宝のようなできごとだ。そのような側面から見るなら、ソウル・
南山にある安重根義士紀念館で「万古の人・安重根」というタイトルの写真（図３）が隠れるよう
に展示されていることは非常に残念なことだ。『新韓民報』だけでなく、写真も大々的に展示する
ことが必要なことだと思われる。
この一枚の写真と漢詩は、安重根と幸徳秋水との驚くべき連帯関係を見せてくれるが、二人の思
想には違いもまた少なくないということも留意しておく必要がある。その違いを理解しておくこと
が、国境をはさんだ両国の歴史と現実の差を直視するということで、これを直視してこそわたした
ちは、連帯で現実のダイナミックスを追求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
まず、安重根は殉国直前に「大韓独立の声が天国に聞こえて来るならば、わたしは当然、踊りな
がらバンザイを叫ぶ」という遺言を残した。自分は人を殺したがそれは義に徹した戦闘行為の一環
であり、だから自分は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た。また、彼は天国で耳にする最高の
福音は天の声ではなく、地上からの祖国の独立であると考えていた。
反面、幸徳秋水は社会主義導入初期によくそうであるように、アジア後進民族の独立問題を過小
評価して、国際主義的民衆連帯による社会主義階級革命について論破することに力を注いだ。秋水
を始めとする平民社の社会主義者たちは日本でほとんど唯一朝鮮に対する帝国主義的侵略を批判し
た勢力だったが、朝鮮独立問題に対しては弱く非力だったといえる（石母田正、1953;幸徳秋水、
2011,583）。
二人のさらに大きな違いは、国際平和が連結された時の国内体制についての考え方であった。秋
水は国際主義的階級連帯による社会主義的平和を説明したが、安重根の考える国際平和は当時の帝
国主義体制を基礎とした韓・中・日の平和であった。その端的な例が1910年2月17日、関東都督府
平石氏人高等法院長との特別面談で明らかにした内容だ。その場で死刑囚安重根は「あなたは私の
意見を愚かだとあざ笑うかも知れないが、これは昨日今日考えたことではなく数年の間あたためて
いたこと」と言いながら、「韓・中・日三ヶ国代表(皇帝)がローマ法皇に会って平和をはっきりと
訴え、ローマ法皇を通して世界民衆から信用を得ることになるならばすごい力になる」と提案した。
安重根はこのように「大韓帝国」が「独立」した上での東洋平和を構想した。この点、民主主義
を基礎にするカントの「永久平和論」との決定的違いがある。カントの「永久平和のための第１の
確定条項」、この三つの条項の中で第1の基礎条件は、「すべての国家の市民的政治体制は共和制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共和制」とは「専制制」と反対の立場にあって「法の
支配」、「三権分立」、「代議制」を要件としている（イムマヌエル カント、2008,26～32）。
最後に申し上げたいことは、秋水の安重根を称賛した漢詩もやはり「歴史的段階」として見なけ
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だ。彼は社会革命の手段として、爆弾による暗殺などの対抗暴力を「19世
紀前半の遺物」として断固否定し、労働者の階級的自覚と運動を重要視した（幸徳秋水、2011,57
2）。しかし労働運動は、その未熟さと国家権力の過酷な弾圧によって沈滞に陥り、革命の主体を
階級大衆よりも、正しく、義に徹した志士の中に求めようとする様相を見せたりもするようになる
（幸徳秋水、2011,576）。安重根称賛の漢詩には、このような幸徳の限界も反映されているとい
う点も参考に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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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局、安重根の平和思想が、今日国際連帯的に拡大するためには、彼の10月26日の「殺人」よ
りも、3月26日の「死」が、「戦い」よりも「平和」が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ると考えられるので
ある。

＜参考文献＞
MBC, 2014, ＜安重根105年、終わらぬ戦争＞ （演出：キム・ファンギュン）, 2014.8.15.
幸徳秋水, 2011[イム・ギョンファ訳編、パク・ノジャ解説],『私は社会主義者だ:東アジア社会主
義の祈願、幸徳秋水選集』、キョヤンイン
キム・ドヒョン編, 2008, 『大韓国人 安重根資料集』, ソンイン.
キム・ホイル編, 2010, 『大韓国人 安重根：写真と遺墨に見る安重根義士の生涯と夢』, ヌンピ,
2010.07.30.
夏目漱石, 2015[ソン・テウク訳], 『門』, ヒョナム社. 2015年 8月
夏目漱石, 2016[ソン・テウク, ノ・ジェミョン訳], 『小説全巻』（全14巻）, ヒョナム社.
中野泰雄, 1995[ヤン・オッカン訳], 『東洋平和の使徒 安重根』, ハソ,
ト・ジンスン,2010a、「安重根一族の遺墨100年と忘却地帯」『歴史批評』90(2010春)号、
歴史批評社. ISBN:1227-3627.pp. 242-280.
ト・ジンスン,2010b、「安重根の戦争と平和、殺人と死」『歴史と現実』 75(ISBN:1225-6919),
韓国歴史研究会、pp.247-277.
ト・ジンスン,2014,「安重根義士は伊藤を殺して義に徹することになったが、自らの死で偉大にな
った」『プレミアム朝鮮』 10.26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2/2014102203819.html）
ト・ジンスン, 2016, 「トマス安重根の平和:思想と行動、記憶の土台」
カトリック ソウル大教区民族和解委員会・平和の分かち合い研究所
創立1周年記念学術大会発表文（3月31日）.
ト・ジンスン, イ・ハンス記者, 2014, ｢安重根義士, 判こも使いました｣, 『朝鮮日報』 3.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5/2014032504599.html）
李起雄編, 2000, 『安重根 戦いは終わらない』, 悅話堂.
牧野英二, 2010, ｢安重根と日本人:東洋平和の実現のために｣,
『アジア文化研究』20, 嘉泉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
牧野英二, 2012, ｢日本人が見た安重根義士の平和思想（1）: 明治時代 日本人による安重根義士
の評価｣, 安重根記念館 安重根アカデミー第４講（3月27日） 講演原稿
齋藤泰彦, 2002[イ・ソンウン訳], 『わが心の安重根』, ジプサゼ: 原本)
齋藤泰彦, 1994, 『わが心の安重根: 千葉十七・合掌の生涯』, 五月書房.
ソ・ギョンシク、2015,ソ・ウンヘ訳、『詩の力』、ヒョナム社.
安重根, 1910,「安応七歴史」シン・ヨンハ編 1995,『安重根遺文集』ヨンミン社
オ・ヨンジン、1994,「石川啄木文学に現れた韓国観:安重根を詠った詩を中心に」
東国大学・日本学研究所、『日本学』 13冊0号、pp.77-119.
ユン・ビョンソク、2010,「安重根の写真」『韓国独立運動史研究』第37集
独立記念館・韓国独立運動史研究所.
ユン・ビョンソク、2011,『安重根研究:ハルビン義挙100周年省察』 国学資料院、2011.04.20
石川啄木, 1996[ファン・ソンギュ訳], 『悲しき玩具』, 韓国文院
石川啄木, 1998[ソン・スノク訳], 『石川啄木詩選』, ミヌム社
イ・ユンギ, 2005,「秋風、ココア、テロリスト」『ハンギョレ21』第579号(10月06日):
イムマヌエル カント、2008[イ・ハンク訳],『永久平和論:ある哲学的企画』
曙光社.
ハン・キリョン、1999,『石川啄木の悲しみと恨』 ウォリン
近藤典彦, 2010, ｢石川啄木韓国併合批判の歌 六首｣,
＜http://isi-taku.life.coocan.jp/newpage5.html＞

- 102 -

李洙任, 2014,＜序文＞,｢日本の応答責任を果たすために: 東洋平和を願った安重根の実像を知る｣,
『社会科学研究年報』 第45号,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
牧野英二, 2012, ｢日本人から見た安重根義士の平和思想(前半):明治時代の日本人による安重根義
士の評価｣, 安重根記念館 , 安重根アカデミー第４回講演原稿（安重根義士紀念館提供）.
牧野英二, 2014, 「近くて遠い国」の間の対話に向けて: ─日本人の安重根像をめぐって｣,｢日本の
応答責任を果たすために:東洋平和を願った安重根の実像を知る｣, 『社会科学研究年報』
第45号,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
石母田正, 1953, ｢幸徳秋水と中国―民族と愛国心の問題について｣,『続歴史と民族の発見』, 東京
大学出版会.
石川啄木, 1980, 『石川啄木全集』 第4巻, 筑摩書房.

- 103 -

植民地と神社神道

식민지와 신사 신도

新田光子（龍谷大学）

닛타

미쓰코 （류코쿠대학）

はじめに / 들어가는말
１、 「海外神社」の定義 / 「해외신사」의 정의
２、 朝鮮半島における神社の推移 / 한반도에서 신사의 추이
３、 朝鮮半島における神社の特徴 / 한반도에서 신사의 특징
おわりに / 맺음말

〔発表要旨/발표요지〕
本発表は「海外神社」
、とくに朝鮮半島における「海外神社」をとりあげ、そ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
ものである。
본 발표는 「해외 신사」、특히 한반도에서의 「해외 신사」를 들어、 그 특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海外神社」とは、明治以降第二次世界大戦終了に至るまで、日本人の海外移住にともなって各地
に創設された神社のことである。
「日本の神が海を渡った」例は古代、大和朝廷の時代にもあり、江戸
時代にも釜山に神社が創建された事例があるが、ここでは明治以降に創建された神社をとりあげて、
安重根が生きた時代から現代に至るまでの日韓関係を考えるひとつの手がかりにしたい。
「해외 신사」는 메이지시대 이후 제 2 차 세계 대전 종료까지、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함께
각지에 설립 되어진 신사를 가르킨다. 「일본의 신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예는 고대、 야마토
조정의 시대에도 있고、에도 시대에도 부산에 신사가 창건 되어진 사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메이지시대 이후에 창건 된 신사를 들어、 안중근이 살았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고 싶다.
「海外神社」のうち、朝鮮半島の神社は比較的早い時期から創建されて存在した。
安重根も神社の創建を目にし、意識したと思われるが、
「日韓併合」によって増加の一途をたどっ
た。昭和に入ってからの「アジア･太平洋戦争」の時代にはさらに増加して、朝鮮半島を上回る神社創
建地域も存在したが、朝鮮半島地域における神社最盛期を迎えることとなった（
「資料１」
・
「資料 2」
）
。
「해외 신사」중에、 한반도의 신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창건되어져 존재했다.
안중근도 신사의 창건을 눈으로 보고、 의식을 했을거라고 생각되지만、 「한일 합방」으로
인해 신사창건이 증가 일로를 걷고 있었다. 쇼와시대로 들어오고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시대에는 더더욱 증가하여、 한반도를 웃도는 신사 창건 지역도 존재했지만、 한반도 지역에서
신사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자료 1 」· 「자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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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神社」は、植民地かそうでない地域かといった設立地のちがい、あるいは設立主体が民間人
か国家主導かの別等で、かなり神社の性格･特徴を異にするが（
「資料 3」
）
、朝鮮半島における神社は、
他の「海外神社」とは異なる、特異な性格を有していたと思われる。
たとえば「朝鮮神宮参拝者」の統計資料に見られるように、
「朝鮮人」参拝者は昭和初期において
もかなり多かった。昭和十年代においては、
「内鮮人」参拝者数調べであったが、
「朝鮮人」参拝者は、
「強制的」要素を強めて、かなりの人数にのぼったと推定することができる（
「資料４」
）
。
「해외 신사」는、 식민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같은 설립지의 차이、 또는 설립 주체가
민간인 또는 국가 주도였는지는 별개로、상당히 신사의 성격・특징을 달리하고 있으며(「자료
3 」 ) 、한반도에서의 신사는、 다른 「해외 신사 」와도 또다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조선 신궁 참배자」의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조선인」참배자는
쇼와시대 초기에도 상당히 많았다. 쇼와 20 년대에서는、 「내선인」 참배객수를
조사했지만、「조선인」참배객은「강제적」요소가 더해져、 상당한 인원수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자료 4 」).
朝鮮半島における神社の特徴、
「日本人」および「朝鮮人」参拝者の特徴については、概略次のよ
うであった。
한반도에서의 신사의 특징 「일본인」및 「조선인」참배객의 특징에 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１、
「日韓修好条約」
（1876 年）によって朝鮮半島には日本人が多く移り住み、日本人居住者は神社
を設立し、設立した神社に「日本らしさ」や日本とのつながりを強く求めた。
1、「한일 수호 조약」(1876 년)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많은 일본인이 이주하여 살게되면서、
일본인 거주자들은 신사를 설립하고、 설립 한 신사에서「일본 다움 」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
２、
「日韓併合」
（1910 年）
、その後の大正天皇即位の大典を契機に設立された朝鮮半島の神社は、
祭神の多くが明治天皇、あるいは「万世一系」天皇の祖先、天照大神であった。神社が日本国家
のシンボルとの結びつきを強くした。
2

「한일 합방」(1910 년)、 이후의 다이쇼 천황 즉위의 대전을 계기로 설립 되어진
한반도의 신사는、 제신의 대부분이 메이지 천황、 또는 「만세 일계」천황의 선조、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였다. 신사가 일본 국가 상징과의 관계를 강하게했다.

3

朝鮮半島はじめ海外神社を代表する神社は、朝鮮神宮（1912 年から設立準備し、1919 年設立）
であった。祭神は明治天皇、天照大神であり、海外移住者が設立主体ではなく国家が主導して
作った神社である。朝鮮神宮は日本政府によって破格の待遇を得る、
「官幣（かんぺい）大社」
の高い社格を有した。

3

한반도를 비롯한 해외 신사를 대표하는 신사는、 조선 신궁 (1912 년부터 설립 준비를
하고、 1919 년 설립)였다. 제신은 메이지 천황、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이며、 해외
이주자가 설립 주체가 아니고 국가가 주도 해서 만든 신사이다. 조선 신궁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얻게된다、「官幣 (관폐) 대사」의 높은 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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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社格：사격）이 있었다.
４、朝鮮半島には他の海外神社にはみられない「道供進社」
「府供進社」
「邑供進社」そして「無格
社」の社格ヒエラルヒーが作られた。神社は設立者が民間であれ国家であれ、それぞれの社格に
ふさわしい品位を保つよう監督官庁の統制監督のもとにおかれた。
4 한반도에는 다른 해외 신사에서 볼 수 없는「道供
進社：길공진사」「府供進社：부공진사 」「邑供進社：읍공진사」그리고「無格社：무당격사
」의 사격 Hierarchie/히에라르키 계층제가 만들어졌다. 신사는 관청의 통제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５、神社設立のための必要条件を欠く「神祠」は、朝鮮半島に特有なものであった。将来神社に昇
格することを見込んで設立が認められた。
5, 신사 설립을 위한 필요 조건이 결여된 「神祠：신사」는、 한반도에 특이한 것 이었다.
미래 신사로 승격하는 것을 내다보고 설립을 인정 받았다.
６、戦時下において、神社参拝者の増加を当局は「内鮮一体化」
「内鮮融和」の成果ととらえた。
神社参拝を推奨する通達では、神社参拝は宗教を強制するものではなく教育上の理由であること、
あるいは道徳的な配慮にもとづくものであることが示された。
6 전시 하에서、 신사 참배객의 증가를 당국은「내선 일체화」「내선융화」의 성과로
파악했다. 신사 참배를 권장하는 통지에서、 신사 참배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이유로 있으며, 혹은 도덕적인 배려에 기초한 것임이 나타났다.
７、戦前・戦中期の朝鮮半島において、現地の人々に神社参拝を強制しただけではなく、日本人が
植民地神社に「日本らしさ」を求め神社を中心に結びつきを強めたことが、神社や日本人にたい
する敵意反感を増幅させた。
7、전쟁전・전쟁중 기간의 한반도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식민지 신사에 「일본 다움」을 요구하면서 신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한것이、
신사와 일본인에 대한 적대 반감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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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1

타이완 총독부『타이완에서의
신사및종교』1943 년、가라후토청『가라후토청시정 30 년사（상）』（복간판）、
『하라서방』、1973 년、『만주연감』1945 년판、이리에 코우『경신독본』제국재향군인회
경성부연합회분、1941 년、『신사본청 10 년사』1956 년부터 작성（그림 표 2 도 같음）

『大連神社史―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P.15
『 다롄신사사 – 다른해외신사의 사회사』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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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2

『大連神社史―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P.16
『다롄신사사-다른해외신사의사회사』P.16

資料 3

『大連神社史―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P.194
『다롄신사사-다른해외신사의사회사』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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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4

『大連神社史―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다롄신사사-해외신사의 사회사』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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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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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과거청산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식민지지배 : 자의적인 포섭과 배제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병합’ (｢1910년
조약｣(1910.8.22))
“풍속과 인정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異法地域’인 ‘外地’로 취급된 식민지.
-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면서, ｢대일본제국헌법｣은 천황의 신권적 지배에 관한
제1조부터 제4조 전단까지만 당연히 시행된다고 해석됨.
; 상대적으로 입헌주의적인 부분, 즉 제국의회와 신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의
시행 여부는 천황의 뜻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되었으나, 결국 식민지지배가
끝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음.
- 한반도의 인민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고 하면서, 그 신민의 지위를 규정한
｢국적법｣은 시행되지 않음.
; ｢국적법｣의 ‘국적 이탈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면, 한반도 밖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함.
- 전쟁동원을 위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은 시행됨.

II.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에서의 1965년 한일 조약들






｢일본국과의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제4조 (a)
-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의 처리는 양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한다고 규정.
- 한국은 조약 서명국이 아니므로 조약에 구속되지 않지만, 미국의 강한 ‘권고’도
있어서,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이어진 회담 끝에, 1965년 6월
22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이 체결됨.
｢기본조약｣ 제2조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
- 한국 정부의 해석 : “‘무효’라는 용어 자체가 별단의 표현이 부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Null and Void)이다.” ←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
- 일본 정부의 해석 : “병합조약은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 8월
15일에 실효했다”, “‘이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
- ‘무합의에의 합의’, ‘애매성에의 합의’
-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결과.
-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강점’, 일본에서는 여전히 ‘합법지배’.
｢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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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에서 일본이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제2조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의.
해결된 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함.
; 한국 정부 :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었음.
; 일본 정부 : “조선의 분리독립”에 수반되는 청구권 문제가 해결됨.
요컨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이며,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청구권 문제는 애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것임.

III. 대일과거청산소송








선구적 소송
- BC급 전범 석방요구 소송
; 1952년 6월 14일에 당시 스가모(巣鴨)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조선인 BC급
전범 29명이 대만인 BC급 전범 1명과 함께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신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 최고재판소 - ‘전범으로서 형이 부과된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고, 그 후
계속해서 ｢대일강화조약｣ 발효 직전까지 일본 국민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해서는, 일본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형 집행의 의무를 지며,
｢대일강화조약｣ 발효 후의 국적 상실 또는 변경은 위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손진두 소송
; 1969년 일본에 불법입국했다가 체포되고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한 후 수용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건강수첩을 신청했다가 각하당한 손진두가, 1972년에 그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소송.
; 6년 동안 진행된 결과 1,2심 및 최고재판소에서 승소.
1990년대 이후 소송의 ‘분출’
- 냉전 종식,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체제 붕괴, 관련 자료의 공개,
피해자들의 고령.
- 일본 정부의 국회 발언 :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
- 한국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선도, 필리핀, 홍콩, 네덜란드, 중국 등의 피해자들도
소송 제기.
- 2007년 현재 80건 이상, 그 중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40건 이상.
소송의 결과
- 관련법에 ‘국적’ 조항이 없는 피폭관련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소가 잇따름.
- 하지만, ‘위안부’, 군인・군속, BC급 전범, 강제동원 등에 관한 피해의 구제를 청구한
소송에서는, 관부재판 1심과 우키시마마루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3건의 화해
성립이 성과.
- 피해구제소송의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전무.
일본의 논리
- 일본 정부의 논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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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에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청구권협정｣ 해석상 ‘한국 혹은 한국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논리를 변경함.
; 사실상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논리.
최고재판소의 논리
; 관련 조약의 “청구권의 ‘포기’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권에 기초하여 재판상 訴求할 권능을
상실시키는 것에 그친다.”
; 재판소가 구제를 해줄 수는 없으나 권리는 있다라는 논리.

IV. 한국 정부의 대응






1965년 조약들에 관한 1970년대의 조치
- 재산권에 관해서는 신고를 받아 일정한 보상조치를 취함.
- 청구권에 관해서는 ‘피징용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만 신고를 받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함.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결정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한일회담 당시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강제동원’ 관련 조치
- 2004.3.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4.11.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2007.12.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6.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
- 2010.3.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및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폐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족.
- 2015.12.31. 대일항쟁기강제조사 및 국외강제동원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폐지
- 2016.1.1.부터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관리.
-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를 인정하고, 인정된 피해에 대해 동원 중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부상장해의 경우 2천만원까지, 미수금의 경우 1엔당
2천원을 지급.
- 피해 인정의 경우, 2012년 5월 현재 224,835건을 접수하여, 217,004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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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군인 32,645, 군속 36,348, 노무자 147,893, 위안부 22, 기타 96).
위로금 등 지급의 경우, 2015년 9월 17일 현재, 112,555건을 접수하여,
110,523건에 대해 지급 결정(동원 중 사망 15,590, 행방불명 4,926, 부상장해
31,570, 미수금 지원 33,169, 의료지원 25,268)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자리매김됨.

V. 한국 대법원의 2012년 강제동원 판결




소송의 경과
-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의해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법원에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 이후 당해 사건들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선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 기업 상대 소송들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름.
- 피고 일본 기업들이 항소,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논지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됨.
-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무효임.
- 따라서 원고들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의 피해자이며,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음.

VI.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과제






식민지지배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식민지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였음.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실질적인 ‘재심’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음.(아베 코오키)
하지만, 식민지지배 책임은 식민지지배국인 일본의 재판소에 의해 거듭 봉인되었음.
그래서 ‘법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식민지지배 책임은, 한국에서의 법적
추급의 결과 다시금 ‘법의 장’의 한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음.
한국에서의 / 한국으로부터의 법적 추급을 식민지지배 책임 일반으로까지 확산시켜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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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海愛子氏の講演へのコメント―

法的観点から見た韓日過去清算
金昌禄（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I．植民地支配：恣意的な包摂と排除



「相互ノ幸福ヲ増進シ東洋ノ平和ヲ永久ニ確保セム」という名目で「併合」（｢一九一〇年
条約｣（一九一〇．八．二二））
「風俗・人情が異なる」という理由で「異法地域」である「外地」と取り扱われた植民地
- 韓半島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されながら、｢大日本帝国憲法｣は、天皇の神権的支配に
関する第一条から第四条前段までのみ当然施行されると解釈された。
; 相対的に立憲主義的な部分、つまり帝国議会と臣民の権利に関する部分の施
行如何は天皇の意に任されていると解釈されたが、結局、植民地支配が終わ
るまで施行されなかった。
- 韓半島の人民は大日本帝国の臣民であるとされながら、その臣民の地位を規定した｢国
籍法｣は施行されなかった。
; ｢国籍法｣の「国籍離脱の自由」に関する条項が施行されると、韓半島の外で
独立運動をする韓半島出身者に対する取締りが不可能であったためであると
される。
－ 戦争動員のための「国家総動員法」と「国民徴用令」は施行された。

II．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の下での一九六五年韓日諸条約




｢日本国と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対日講和条約）第四条（a）
- 韓日間の請求権問題の処理は両国間の特別取極によると規定されていた。
- 韓国は条約署名国ではないので条約に拘束されないが、アメリカの強い「勧告」もあ
って、一九五一年一〇月から一四年に近い期間の間進められた会談のすえ、一九六五
年六月二二日｢基本条約｣や｢請求権協定｣などが締結された。
｢基本条約｣第二条
- 「一九一〇年八月二二日以前に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
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already null and void）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 韓国政府の解釈：「「無効」という用語そのものが、別段の表現が附帯されないかぎ
り、原則的に「当初から」効力が発生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すでに」と強調さ
れ て い る 以 上 、 遡 及 し て 無 効 （ Null
and
Void ） で あ る 。 」
←「過去日本の侵略主義の所産」。
- 日本政府の解釈：「併合条約については、韓国の独立が行われた時期、すなわち、一
九四八年八月一五日に失効した」、「「もはや無効である」とは、現在の時点におい
ては、もはや無効となっているという客観的な事実をのべたものに過ぎない。」←
「正当な手続きを経て締結」、「対等の立場で、また自由意志で締結」。
- 「無合意への合意」、「曖昧性への合意」。
- 日帝による三五年間の韓半島支配の性格に対して合意できなかった結果。
- 韓国では依然「不法強占」、日本では依然「合法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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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権協定｣
- 第一条で、日本が韓国に三億ドルの価値を有する「日本国の生産物および日本人の役
務」を無償で供与することに合意し、第二条で、「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
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合意。
- 解決された請求権が何かに対する合意が存在。
; 韓国政府：「領土の分離・分割に伴う財政上および民事上の請求権」の問題
が解決されただけであって、「植民地的統治の対価」は対象ではなかった。
; 日本政府：「朝鮮の分離独立」に伴う請求権の問題が解決された。
- 要するに、｢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のは「領土の分離・分割に伴う財政上お
よび民事上の請求権」の問題であって、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請求権の問題はそもそ
も対象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

III．対日過去清算訴訟








先駆的な訴訟
- BC級戦犯の釈放要求訴訟
; 一九五二年六月一四日、巣鴨刑務所に収監されたいた朝鮮人BC級戦犯二九人が、
台湾人BC級戦犯一人とともに、｢対日講和条約｣の発効によって日本国籍を失った
自分たちを釈放することを求めて提起した訴訟。
; 最高裁判所－「戦犯として刑が科せられた当時日本国民であって、以降継続して
｢対日講和条約｣発効の直前まで日本国民として拘禁されていたものに対しては、
日本国は｢対日講和条約｣によって刑の執行のの義務を負っており、｢対日講和条
約｣発効後の国籍喪失または変更は右義務に影響を及ぼさない。」
- 孫振斗訴訟
; 一九六九年に日本に不法入国して逮捕され収容所に収容されている状態で被爆者
健康手帳を申請したが却下された孫振斗が、一九七二年にその却下処分の取消を
求めて提起した訴訟。
; 六年間続いた結果、一、二審および最高裁判所で勝訴。
一九九〇年代以降の訴訟の「噴出」
- 冷戦の終息、韓国をはじめとしたアジア諸国における権威主義体制の崩壊、関連資料
の公開、被害者たちの高齢。
- 日本政府の国会発言：｢請求権協定｣そのものによっては被害者個人の請求権は消滅さ
れなかった、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の結果にしたがって対処する。
- 韓国人被害者たちが訴訟を先導、フ ィ リ ピ ン 、香港、オランダ、中国などの被害者た
ちも提訴。
- 二〇〇七年現在八〇件以上、うち韓国人被害者たちが提起した訴訟が四〇件以上。
訴訟の結果
- 関連法に「国籍」条項のない被爆関連訴訟では例外的に勝訴が続く。
- しかし、「慰安婦」、軍人・軍属、BC級戦犯、強制動員などに関する被害の救済を求
めた訴訟では、関釜裁判の一審と浮島丸訴訟の一審で一部勝訴、三件の和解成立が成
果。
- 被害救済訴訟の場合、最高裁判所で最終的に勝訴したケースは全無。
日本の論理
- 日本政府の論理変更
; 二〇〇〇年に韓国人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がアメリカで提起した訴訟をきっ
かけに、｢請求権協定｣の解釈上「韓国あるいは韓国人が請求をしてもそれに応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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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義務がない」と論理を変更。
; 事実上｢請求権協定｣によって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論理。
最高裁判所の論理
; 「請求権の「放棄」とは、請求権を実体的に消滅させることまでを意味するもの
ではなく，当該請求権に基づいて裁判上訴求する権能を失わせるにとどまる。」
; 裁判所が救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権利はあるという論理。

IV．韓国政府の対応






一九六五年諸条約に関する一九七〇年代の措置
- 財産権いついては、申告を受け一定の補償措置をとった。
- 請求権については、「被徴用死亡者」の遺族から申告を受け一人当り三〇万ウォンを
支給することにとどまった。
二〇〇五年「韓日会談文書公開後続対策民官共同委員会」の決定
- 「韓日請求権協定は、基本的に日本の植民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四条に基づいて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な債権・債務関
係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
- 「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日本政府・軍など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
行為に対して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と見ることはできず、日本政府の法的
責任が残っている。」
- 韓日会談の当時「政治的次元で補償を要求し、そのような要求が両国間の無償資金算
定に反映されたと見るべきである」、「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本から供与された無償
三億ドルには・・・強制動員被害補償問題解決の性格の資金などが包括的に勘案され
ていたと見るべきである」、「七五年の我が政府の補償の当時、強制動員負傷者を補
償の対象から除外するなど、道義的次元から見て、被害者への補償が不十分であった
と見るべき側面がある」、「強制動員被害者の痛みを癒すためにも道義的・援護的次
元と国民統合の側面から政府の支援対策を用意することにした。」
「強制動員」関連の措置
- 二〇〇四．三．五．「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制定
- 二〇〇四．一一．一〇．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発足
- 二〇〇七．一二．一〇．「太平洋戦争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支援に関する法律」制定
- 二〇〇八．六．一〇．太平洋戦争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支援委員会発足
- 二〇一〇．三．二二．「対日抗戦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
援に関する特別法」制定
;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および太平洋戦争後国外強制動員犠牲者
支援委員会廃止、対日抗戦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
委員会発足
- 二〇一五．一二．三一．対日抗戦期強制動員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
員会廃止
- 二〇一六．一．一．から行政安全部の過去事関連業務支援団が管理。
- 被害者の申請を受け被害を認定し、認定された被害に対して、動員中死亡および行方
不明の場合二千万ウォン、負傷障害の場合二千万ウォンまで、未収金の場合一円当り
二千ウォンを支給。
- 被害認定の場合、二〇一二年五月現在、二二四、八三五件を受付け、二一七、〇〇四
件に対して被害を認定（軍人三二、六四五、軍属三六、三四八、労務者一四七、八九
三、慰安婦二二、その他九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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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労金等支給の場合、二〇一五年九月一七日現在、一一二、五五五件を受付け、一一
〇、五二三件に対して支給を決定（動員中死亡一五、五九〇、行方不明四、九二六、
負傷障害三一、五七〇、未収金支援三三、一六九、医療支援二五、二六八）
ただし、「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支援は、どこまでも「人道的次元」からの支援
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

V．韓国大法院の二〇一二年強制動員判決





訴訟の経緯
- 日帝の｢国家総動員法｣や｢国民徴用令｣に基づいて、三菱重工業と日本製鉄によって
「徴用」された韓国人被害者たちが、二〇〇〇年代に入って、「強制動員」は不法で
あるという理由で当該企業を相手に韓国の法院に損害賠償訴訟を提起。
- 一、二審では原告が敗訴。
- 二〇一二年五月二四日、大法院が破棄差戻し判決を宣告。
- 以降、当該事件に対して高等法院で原告勝訴判決が宣告され、勤労挺身隊被害者たち
が提起した日本企業相手の諸訴訟でも同じ趣旨の原告勝訴判決が続く。
- 被告の日本企業側が控訴・上告して現在係留中。
二〇一二年大法院判決の論旨
- 「請求権協定は日本の植民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協商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
コ条約第四条にもとづいて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な債権・債務関係を政治的な
合意によって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
- 「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不法行為や植民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
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められて」いない。
- 「日帝強占期の日本の韓半島支配は規範的な観点から見て不法的な強占に過ぎず、日
本の不法的な支配による法律関係の中、大韓民国の憲法精神と両立できないものはそ
の効力が排除されると見るべきである。」
- ｢国家総動員法｣や｢国民徴用令｣に基づいた法律関係は無効である。
- したがって、原告たちは植民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である「強制動員」の被害者で
あり、かららの「損害賠償請求権について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個人の請求権が消
滅しなかったことはもちろん、大韓民国の外交的保護権も放棄されなかった」。

VI．植民地支配責任という課題






植民地支配国が主導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は、植民地支配責任を問わない構造であっ
た。
日本での対日過去清算訴訟は、極東国際軍事裁判の実質的な「再審」として、第二次世界
大戦後の国際秩序の正当性を根本的に揺るがすものであった。（阿部浩己）
しかし、植民地支配責任は、植民地支配国である日本の裁判所によってもう一度封印され
た。
それで「法の場」から消え去ったように見えた植民地支配責任は、韓国での法的追及の結
果またもや「法の場」の真ん中に立たされることになった。
韓国での/韓国からの法的追及を植民地支配責任一般にまで拡散させていくことが今後の課
題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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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娜栄氏「フェミニズムの観点から見た日本軍‘慰安婦’運動の意味」へのコメント

日本が問題を解決できない理由を
フェミニスト視点で考える
山下明子（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嘱託研究員）

はじめに
李娜栄氏の発表は、
私自身が韓国のキリスト教界のフェミニスト神学者たちと1980 年代から毎年、
「日本・韓国・在日韓国 女性神学フォーラム」として対話的に関わってきましたので、
「慰安婦」問
題解決運動の歴史的な流れとして非常に分かりやすく、またフェミニスト視点の分析として説得力の
ある内容だと思います。
教会がフェミニズムに親和的だということでは全くありませんが、韓国ではキリスト教が最大宗教
であるために、欧米的な法と正義に対する考え方は日本よりも遙かに強いといえます。逆に日本では
フェミニストの間でも法の価値と正義、法の支配への不信感があります。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
を「法的に解決済み」と主張していますが、この法的とは二国間の日韓請求権協定のことであり、
「慰
安婦」被害者が求めている法的な正義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しかも、日韓請求権協定においても日
本側が「解決済み」と解釈しているにすぎません。
また、日本軍性奴隷制度の被害者は、韓国だけではなく、日本軍が侵略した中国はじめアジア全域
に亘っております。日本が国際的に孤立しながらもなぜこ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のかを、日本の国民
として何よりも問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こで、李娜栄氏の発表の重要ポイントに沿いながら、これに応答するかたちで、日本の問題点を
私のフェミニズムの視点で確認することで、討論とします。

〔討論〕
①（発表者）すでに歴史になっている「慰安婦」問題解決運動
（討論者）歴史になっておらず、意味付けと歴史化が未だにできない日本の「慰安婦」問題の現状。
河野談話（1993 年）から「国民基金」へ、さらに 1996、7 年頃からの「慰安婦」バッ
クラッシュ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ヘイトスピーチの「慰安婦」ターゲット化、朝
日新聞の吉田清治氏の証言についての「誤報謝罪」と日韓政府間の「合意」
。日本のリベ
ラル知識人・文化人は「慰安婦」問題に終止符願望？
②（発表者）韓国の進歩的女性運動へのフェミニズム理論の貢献→1990 年代から性拷問、性暴力の
被害者の声・証言による韓国フェミニズムの成長
（討論者）日本の 1980 年代フェミニズムは 90 年代になって「慰安婦」被害者の韓国および国際的
な出現に応答できなかった。
「国民基金」による女性運動の分裂。フェミニズムの退潮、
「慰安婦」問題解決の女性運動のマイノリティ化、現在に至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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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発表者）
「慰安婦」問題はポスト植民地主義運動において「国家」と「国民になる権利」へ問いか
けのシンボルとなった。
（討論者）日米安保体制下にありながらもポスト植民地主義意識のない日本の女性運動は、ジェン
ダーバックラッシュの最中でも、ジェンダーと民族、階級、サバルタンの問題に歴史転
換的な意識で向き合うことがなかった。
1990 年代から貧困の女性化が進み、性暴力も表面化してきたが、
「慰安婦」問題が民
族と階層をこえて女性運動をつなぐシンボルとなることはなかった。批判的に近代史研
究する女性史家は、むしろ「現在の視点で過去の女性運動を批判する」自虐史観として
揶揄された。朴裕河氏の『帝国の慰安婦―植民地支配と記憶の戦い』へのリベラル派知
識人の肯定的評価はこの流れにおいて一貫している。但し、国内植民地である沖縄では
女性運動は韓国同様に国際化へと展開し、沖縄戦の「慰安婦」問題にも中心的に取り組
んできた。
④（発表者）韓国の「慰安婦」運動の超国家的な連携は、国連への働きかけ、国際的なナビ・ネット
ワーク、水曜集会の意味の深化、そして、
「平和の碑」
（少女像）による被害者との時を
超えた経験の共有と共生の場つくりへと、キリスト教的な真の普遍性へと運動を深めて
いる。
（討論者）日本の「慰安婦」運動は、韓国を中心に国際的な運動および国連や国際社会からの日本
政府への継続的な勧告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た。しかし、日本政府、とくに天皇制国家
主義の右派勢力と結びついた安倍政権が国内のメディアと世論を統制、支配している。
かれらにとって少女像とは「万世一系の天皇の美しい国ニッポン」を汚す象徴であり、
なんとしても排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2000 年の女性国際戦犯法廷が「天皇ヒロヒトは
有罪」を宣告し、被害者は歓喜したが、NHK は事実を歪曲して報道した。この流れは
神道政治連盟の拡大により、今日、より強まってきている。

〔私の意見〕
日本軍性奴隷制度の問題は、日本のフェミニズムにとって「国家」と向き合う試金石となるはずだ
ったと、私は考える。
「慰安婦」問題は女性の普遍的人権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日本の戦争責任の問
題でもあるからだ。両者と向き合うしかない。
では、1970 年代のいわゆるウーマンリブがジェンダーと民族、差別の重層性について認識し、自分
の問題として向き合ったことを、なぜ 1980 年代フェミニズムは引き継がなかったのか。自分の国が
起こした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運動のイニシアティブをと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
上野千鶴子氏は、
「日本のフェミニズムが自ら慰安婦の問題化をできなかったことは歴史的事実に
は違いありませんが、じゃあ他の日本の革新思想にそれができたかというと、日本近代史の研究者も
含めて誰一人できなかったわけで、フェミニズムもその限界の中にあったと言うほかはありません」
と加納実紀代氏との対談中で語っている（
「フェミニズムと暴力—＜田中美津＞と＜永田洋子＞のあ
。しかし、はたして「フェ
いだ」
『リブという革命』加納実紀代編、インパクト出版会、2003、43 頁）
ミニズムの限界」なのだろうか。
私が考える理由は、①戦前の女性運動は国家の精神主義にからめとられて植民地支配とアジア侵略
の共犯者となってしまった。この失敗から、80 年代の主流派フェミニズム運動が民族や国家、宗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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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の問題を避けてしまったこと。②祖先を重んずる儒教思想に加えてキリスト教が多数派である韓
国では、歴史認識が日常的にも思想的にも重要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では仏教の円環的で因縁的な
時間概念が支配的である。
「慰安婦」被害者について「いつまで昔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か」
「兵隊も
大変だったのだから、慰安所があっても仕方がない」という声が今も日本ではふつうに聞かれる。
李娜栄氏はフェミニズム運動の定義を、
「女性が抑圧されている現実を認め、女性が直面した不当な
（経済的、文化的、政治的）条件を変化させようという運動、政治学、としている。具体的には、そ
の国毎の歴史と文化や政治の条件がある。フェミニズム運動はそれらと批判的に向き合うことによっ
てのみ成長できる。東アジアの平和とは、それぞれの国と地域でジェンダー平等が実現し、性暴力に
よってトラウマを抱える人たちが自己アイデンティティを回復できる社会で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近代以降の文化は、歴史を無化するような天皇制の「和」の政治文化に特徴がある。しかも
すべての女性は「女は内を収め、外を治めず」として家制度の中に置かれた。日本の植民地にされた
台湾で、朝鮮で、また沖縄で、帝国日本は女性に皇民化を強いる一方で、逃げる術のない貧しい底辺
女性たちを皇軍の「慰安婦」にした。日本のフェミニズムが再び国家に絡め取られないためには、構
造的に性暴力を被った、あるいは被っている国内外の被害女性の声と証言を共有することが重要であ
る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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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씨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 운동」

일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생각한다
야마시타 아키코
처음에
이나영씨 발표는、제 자신이 한국 기독교계의 페미니스트 신학자들과 1980 년대부터 매년
「일본・ 한국・ 재일한국 여성신학 포럼」에서 상호 대화적인 관계를
해왔기때문에、「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 적인 흐름으로써는 매우 알기 쉽고、또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분석으로서 설득력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페미니즘에 친화적이라다 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최대 종교이기 때문에、 서구적인 법과 정의에 대한 생각은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법의 가치와 정의、 법에의한 지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이 법적이란것은 양국간의 한일청구권 협정의 것이며、「위안부」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법적 정의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해결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는、한국뿐만 아니라、일본군이 침략 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하면서도 왜 이 문제가 해결할 수없는
것인지를、일본의 국민으로서 무엇보다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이나영 씨의 발표의 중요한 포인트을 주목하면서、 이에 응답하는 형태로 일본의
문제점을 저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토론에 임하도록 하겟습니다.

〔토론〕
①（발표자）이미 역사로 되어버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토론자) 역사로 되어 있지 않고、 의미부여와 역사화가 아직까지도 할 수 없는 일본의
'위안부'문제의 현황.
고노 담화 (1993 년)에서 「국민 기금」까지、더욱이 1996,、7 년 무렵부터의
「위안부」백래시와 젠더백래시、헤이트 스피치가 「위안부」를 타겟화한 점、 아사히 신문의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에 대해서「오보 사죄」와 한일 정부 간의 「합의」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문화인은 「위안부」문제에 종지부가 되길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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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표자) 한국의 진보적 여성 운동의 페미니즘 이론의 공헌 → 1990 년대부터 성
고문、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 ・증언에 의한 한국 페미니즘의 성장
(토론자) 일본의 1980 년대 페미니즘은 90 년대 들어 「위안부」피해자의 한국 및 국제화
출현에는응답 할 수 없었다. 「국민 기금」에 의한 여성 운동의 분열. 페미니즘의
퇴조、「위안부」문제 해결의 여성 운동의 마이너리티화등、 현재에 이른다.
③ (발표자) 「위안부」문제는포스트 식민주의 운동에 있어서「국가」와「국민적 권리」에
대한 물음의 상징이 되었다.
(토론자) 일미 안보체제하에 있으면서도 포스트 식민주의 의식이 없는일본의
여성운동은、젠더 백래시가 한창일때도、젠더와 민족, 계급,Subalterne/주변화 문제등에
역사 전환적인 의식에서 마주 대하는것은 없었다.
1990 년대부터 여성의 빈곤화가 진행 되어지면서、성폭력 또한 표면화 되어져
나왔지만、「위안부」문제가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 여성 운동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발전
되어지는것은 없었다. 비판적으로 근대사 연구를 하는 여성 역사가들은、오히려「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여성 운동을 비판한다」자학사관으로써 유희되어져 왔다.
박유하씨의『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에서 진보적인 지식인의 긍정적
평가는 이 흐름에 있어서는 일관 되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국내 식민지로 남아있는
오키나와에서의 여성 운동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문제로 전개되어져、 오키나와
전（戦）의「위안부」문제에도 중심적으로 임해왔다.
④ (발표자) 한국의 「위안부」운동의 초국가적인 연대는、유엔을 무대로한 저극적인
활동、국제적인 내비 네트워크、수요 집회의 의미의 심화、그리고 「평화의 비」(소녀상)에
따른 피해자와의 시간을 넘어선 경험의 공유와 공생의 장을 구축하면서、기독교적인 진정한
보편성으로 운동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토론자) 일본의「위안부」운동은、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운동 및 유엔과 국제
사회로부터 일본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에 의해 지탱 되어져왔다. 그러나、일본
정부、특히 천황제 국가주의 우파 세력과 결합 된 아베 정권이 국내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지배하고있다. 그들에게 소녀상은「만세 일계의 천황의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더럽히는 상징이며、어떻게해서든지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000 년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이「천황 히로히토는 유죄」를 선고해서、피해자들은 환호했지만、NHK 는 사실을 왜곡 해
보도했다. 이 흐름은 신도 정치 연맹의 확대로、현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저 의 의견〕
일본군 성 노예 문제는、일본의 페미니즘에 있어서「국가」와 마주보는 시금석이 될 뻔
했다고、나는 생각했다. 「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서로마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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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1970 년대의 소위 여성 해방운동이 젠더와 민족、차별의 복층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자신의 문제로 마주해온것을、왜 1980 년대 페미니즘은 연계받지 못했을까. 자신의
나라가 일으킨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어째서 운동의 주도권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일까 .
（上野千鶴子）우에노 치즈코씨는、「일본의 페미니즘이 스스로 위안부의 문제 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그럼 다른 일본의 혁신 사상이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하자면、 일본 근대사 연구자 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며、따라서 페미니즘도 그 한계에 있었다고 말 할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加納実紀代）카노 미키요씨와의 대담 중에 말하고있다 (「페미니즘과 폭력 - <다나카
미쓰>와 <나가타 요코> 사이」『리브라는 혁명』「카노 미키요 편、 임팩트 출판회, 2003,43
항). 그러나 과연 「페미니즘의 한계」인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① 전쟁전의 여성 운동은 국가의 정신주의에 묻혀지면서 식민지
지배와 함께 아시아 침략의 공범이되고 말았다. 이런 실패로 부터、80 년 대의 주류 페미니즘
운동이 민족과 국가、종교、 문화의 문제를 외면 해 버렸다 는점. ② 조상을 중요시하는 유교
사상과 더불어 기독교가 다수 인 한국에서는、 역사 인식이 일상적으로도 사상으로도 중요시
여기는 반면、일본에서는 불교의 원형적이고 인연적인 시간 개념이 지배적으로 있다.
「위안부」피해자에 대해서 도「언제까지 과거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군인도 힘들었기
때문에、위안소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지금도 일본에서는 보통으로
들려온다.
이나영 씨는 페미니즘 운동의 정의를、「여성이 억압되어져 있는 현실을 인정 하고、여성이
직면 한 부당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조건을 변화 시키려고 하는 운동、 정치학、이라고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제국가마다 역사와 문화

정치의 조건이 있다. 페미니즘 운동은

그것들과 비판적으로 서로 마주 보는것에 의해서만 성장 할 수 있다．동아시아의 평화란、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양성 평등이 실현되고、성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을 회복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근대이후의 문화는、역사가 아예 없는것처럼 천황제의「화（和）」의 정치 문화에
특징이 있다. 더구나 모든 여성은「여성은（内）안을 다스리고、（外）밖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가족 제도에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에서、조선에서、또한
오키나와에서、제국 일본은 여성에게 황민화를 강요하는 한편、도망칠 방법도 없는 가난한
저변 여성들을 황군의 「위안부」로 만들었다. 일본의 페미니즘이 또다시 국가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구조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또는 피해받은 국내외 피해 여성의
목소리로 증언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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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珍淳「韓国の安重根と日本の知識人たちの平和論比較―『和して同ぜず』
『似て非なるもの』
、千葉
十七・幸徳秋水・徳富蘆花・石川啄木・夏目漱石―」へのコメント

東洋平和論で安重根が示そうとした根源的なテーマとは何か
―都珍淳先生の報告から考える―

重本直利（龍谷大学）
以下、都珍淳先生のご報告内容をふまえながら、東洋平和論における安重根の根源的なテーマを探
ることにする。

１）
「２つの偏った評価」を超える課題
①「民族を超えて平和を模索した安重根が、相変わらず韓日両国の敵対的感情の間で不当な扱いを受
けている」
②「安重根の平和思想が民族を超越したものであるからと、過去の歴史と現実社会との間にある明確
な違いを考慮せず、拡大解釈しようとする」
⇒①では正当な評価を求め、②では正確な解釈を求めている。ここから、
「安重根の平和思想と、その
国際的関連性が重要であるほど、それを理解することはより真実で正確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
そして「似ているけれども違う、すなわち『似て非なるもの』と、違うけれども互いに調和できる『和
して同ぜず』をしっかり区別す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問題提起を行っている。つまり、都珍淳先生
は違いを正しくふまえた上での国際連帯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る。賛成である。
２）３つの論点―「似て非なるもの」とは―
主要な論点は徳富蘆花と幸徳秋水の安重根に対する関係性である。
①「義」から「仁」へ
・
「義に徹した無罪」から死刑判決以降は「大衆と共に仁に帰結し、死を越える平和を獲得した」へ。
・
「仁弱」の解釈、
「
『仁弱』とは『仁が弱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
、
「韓国人は『仁は強いが国は弱
い』という意味である」
。
・
「何の罪も無く死んでいく数多くの韓国人民の立場と比較して自身の死が当然であると潔く受け
入れて、韓国人民は武力的には弱いが道徳的には正しいという意味で『仁弱』と表現したのだ。
このように安重根は帝国の暴力の犠牲になった善良な大衆の仁によって自身が死ぬ意味を再び発
見した」
。
②幸徳秋水の漢詩と安重根の「仁」に基づく平和思想
舍生取義 命を捨てて義を選び
殺身成仁 わが身を殺して仁を成し
安君一擧 安重根君の義挙に
天地皆振 天地皆奮い立つ
・
「安重根は死刑判決を受けて以降、殉国するまで最後の 40 日間珠玉のような遺墨を残すが、その
中の一つが『志士仁人 殺身成仁』だ。この時、安重根の精神世界は義を越えて仁を指向してい
た。秋水の上記漢詩の第 1～2 行は、安重根が伊藤博文を殺した行為が義であるだけでなく、己
の死をもって仁を成し遂げたという、安重根が到達した最後の精神世界の中心点へとつながって
いく」
③安重根の平和思想の国際連帯の今日的拡大
・
「幸徳秋水は社会主義導入初期によくそうであるように、アジア後進民族の独立問題を過小評価し
て、国際主義的民衆連帯による社会主義階級革命について論破することに力を注いだ。秋水を始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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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する平民社の社会主義者たちは日本でほとんど唯一朝鮮に対する帝国主義的侵略を批判した勢力
だったが、朝鮮独立問題に対しては弱く非力だったといえる」
→幸徳秋水および平民社の社会主義者の弱点について考察。
・
「結局、安重根の平和思想が、今日国際連帯的に拡大するためには、彼の 10 月 26 日の『殺人』よ
りも 3 月 26 日の『死』が、
『戦い』よりも『平和』が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安重根の「仁」に基づく「死」の意味づけが平和思想の原点（根源）となる。

３）安重根本人にとっての最大の悩み
・
「この問題（カトリック教徒として殺人を禁じる）は、安重根の平和思想が国際的に連携していく過
程において必ず提起されるべき問題だ」
→このことは我々の問題でもあるとして受けとめたい。
４）まとめ；平和戦線における「和して同ぜず」
①安重根と徳富蘆花との関係
・トルストイの「非暴力平和主義」との区別と関連
②安重根と幸徳秋水との関係
・朝鮮独立問題の把握が弱い。
・安重根の国際平和は国際主義的階級連帯による社会主義的平和に対して韓・中・日の東洋平和であ
った。
・幸徳秋水の平和思想は「仁」に至らず？
③「
『高潔の士』を探し求めて」
・
「仁」に至る（
「殺身成仁 わが身を殺して仁を成し」
）
・子貢の問いへの孔子の答えである「貧しくても楽しんで裕福でも礼を重んずる人(貧而楽 富而好礼
者)にはかなわない」
５）最後に
安重根が 1909 年 11 月 6 日に獄中で日本の官憲に渡した次の文章が、2017 年の今も胸に突き刺さ
ってくる。また、前述の「貧しくても楽しんで裕福でも礼を重んずる人(貧而楽 富而好礼者)にはかな
わない」の意味もこの文章に含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天が人間を世の中に遣わして以来、人達は兄弟のようになった。各々が自由を守り、生を好み死を
嫌うのは、誰でも持っている天下の情理である。今日、世の中の人達はいうまでもなく文明時代だと
言っているが、私はぽつねんとして、そうではないのを嘆くのである。
およそ、文明と言うのは、東西洋を問わず、偉い人、愚かな人、男女老少に限らず、各自が天賦の性
品を守り、道徳を崇めて、お互いに揉めることなく、生き馴れた土地で安らかになりわいを楽しみな
がら、共に太平を享受するものである。
しかし、この時代はそうではなく、いわば、社会の先進国人たちが、考えるというのが競争であり、
研究するというのが人を殺す機械である。それで、東西洋と六大州には、大砲の煙と弾丸の雨霰が絶
える日もなく降りしきるのである。なんと嘆かわしいことであろうか！」
（安重根義士崇慕会・安重根
義士紀念館編[2013]『安重根義士の生と国を愛するストーリー獄中自叙伝』崋山文化社、108 ページ）
。
安重根の平和思想とその行動の根源にこうした認識があったと思われる。この文章の 5 年後に第一次
世界大戦が勃発し、全体主義（ファシズム）が台頭し、第二次世界大戦へとつながり、人類史上最悪
の殺戮が 20 世紀の地球上で起こった。今も戦火の絶えぬ日々、多文化共生とは相容れぬ排外主義・
国家主義の跋扈、市場経済競争に明け暮れ格差・貧困が拡大する日々、進化する殺戮の兵器開発、
「先
進国・人」とは一体何なのか。今生きる我々もまた、安重根と共にぽつねんとして嘆かざるをえない。
だが嘆くだけでなく、都珍淳先生が述べるように、1910 年 3 月 26 日の「死」において、
「安重根は
帝国の暴力の犠牲になった善良な大衆の仁によって自身が死ぬ意味を再び発見した」ことを「平和思
想」の根源的テーマとして共有したい。
- 126 -

도진순

“한국의 안중근과 일본 지식인들의 평화론 비교：-

「‘화이부동’, ‘사이비’, 치바 도시치・고토쿠 슈스이・도쿠도미
로카・이시카와 다쿠보쿠・나쓰메 소세키―」에

시게모리

대한

논평

나오토시(류코 쿠 대 학 ）

이하 도진순 교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동양 평화론 속에 나타난 안중근의 근원적인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１）「두 가지로 편향된 평가」를 초월하는 과 제
①「민족을 넘어 평화를 모색한 안중근이 여전히 한일의 적대적 감정 사이에 재단
당하고 있다」
②「안중근의 평화 사상이 민족을 넘어선다고 해서, 역사와 현실의 엄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는 폐단이다」
⇒①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며 ②에서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중근의 평화 사상과 그 국제적 연계가 중요할수록 더욱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라 하였으며, 그리고 「비슷하지만 아닌 것 즉 『사이비』와, 다르지만 서로
조화할 수 있는 『화이부동』을 감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도진순 선생은 차이를 정확하게 감별해 낸 후, 국제 연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다.
２）세 번째 논점―「사 이 비 」란
주요한 논점은 도쿠도미 로카와 고토쿠 슈스이의 안중근과의 관계성이다
①「의」에서「인」으로
・ 「의로운 무제」에서 사형 선고 이후「대중과 함께 하는 인(仁)으로 귀결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평화를 얻었다」로
・ 「인약」의 해석, 『인약』이란『인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인은 강하지만 나라는 약하다』라는 의미이다」.
・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한국 인민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죽임이
당연한 듯 흔쾌히 받아들이고, 한국 인민은 무력은 약하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인약』이라 표현하였다. 이처럼 안중근은 제국의 폭력에 희생된 선량한
대중들의 인에서 자신이 죽는 의미를 다시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고토쿠 슈스이의 한시와 안중근의「인」을 바탕으로 한 평화 사상
舍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고
殺身成仁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루었네
安君一擧 안중근의 일거에
天地皆振 온 천지가 들썩이네
・「안중근은 사형선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 순국하기까지 마지막 40일 동안 주옥같은
유묵을 남기는데, 그중에『志士仁人 殺身成仁』이다. 이 단계에서 안중근의
정신세계는 의(義)를 넘어서 인(仁)을 지향하고 있었다. 슈스이의 위 한시 1～2행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행위가 의(義)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서
인(仁)을 이루었다는 것이니, 안중근이 도달한 마지막 정신세계의 정곡에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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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 중 근 평화 사상의 오늘날의 국제연대 와

확대

・「고토쿠 슈스이」
고토쿠 슈스이는 사회주의 도입 초기에 흔히 그러하듯이, 아시아 후진 민족의
독립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국제주의적 민중 연대에 의한 사회주의 계급 혁명 설파에
주력하였다. 슈스이를 비롯한 평민사의 사회주의주들은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한 세력이었지만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 고토쿠 슈스이 및 평민사의 사회주의자의 약점에 관한 고찰
・「결국 안중근의 평화 사상이 오늘날 국제연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의 10월 26일
의 『죽임』보다는 3월 26일의 『죽음』이,『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한 키워
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중근의 「인(仁)」을 바탕으로 한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가 평화사상의 원
점(근원)이 된다.

３） 안 중 근 본 인 의 최 대 고 민 거 리
・「이 문제(카톨릭 신자로서 살인을 금한다)는 안중근의 평화 사상이 국제적으로 연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도 받아들이고 싶다.
４） 마 무 리 : 평화 전선에서 「화 이 부 동 」
①안중근과 도쿠도미 로카와의 관계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주의」와 차이와 관련성
②안중근과 고토쿠 슈스이와의 관계
・조선독립 문제에 대한 파악 미약
・안중근의 국제평화는 국제주의적 계급 연대에 의한 사회주의적 평화에 대한 한・
중・일의 동양평화였다.
・고토쿠 슈스이의 평화 사상은 「仁」에 미치지 못했다？
③「『으뜸 선비』를 찾아서」
・「仁」을 이루다（「殺身成仁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루었네」）
・자공의 물음에 공자의 대답「가난해도 도의(道義)를 즐기고 부자라도
예를 사랑하는 사람(貧而楽 富而好礼者)보다는 못하다」
５） 맺 음 말
안중근이 1909년 11월 6일, 옥중에서 일본 교도관에게 건넨 다음 문장이 2017년
지금에 와서도 가슴에 와 닿는다. 또 앞에서 서술한「가난해도 도의를 즐기고 부자라도
예를 사랑하는 사람(貧而楽 富而好礼者)보다는 못하다」는 의미도 이 문장 속에 내포된
것은 아닐까.
「하늘이 인간을 세상에 내 보낸 이래, 사람들은 형제와 다름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꺼리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는

천하의

정리(情理)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으레 문명시대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음을
혼자 한탄한다.
무릇 문명이란 동서양을 막론하여, 위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가 타고난 성품대로, 도덕을 숭배하고, 서로 다툼없이 정든 땅에서 편안하게 생업을
즐기며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이른바

선진국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쟁이며, 연구한다는 것이 인간을 죽이는 기계이다. 그리하여 동서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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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주에는 대포 연기와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지 않는 날이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안중근 의사 숭모회・안중근 의사 기념관 편[2013]『안중근 의사의 삶과 나라
사랑 이야기ー옥중 자서전』 화산문화사, 108 쪽）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그 행동의 근원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을 쓴 5 년 후,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전체주의(파시즘)가 대두되면서 이것이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육이 20 세기 지구상에서 일어났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 공생과는 거리가 먼 배외주의・국가주의의 발호,
시장경제의 경쟁 심화로 인하로 점점 커지는 격차・빈곤이 확대되는 나날, 진화하는 살육
무기개발, 「선진국 ・ 국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안중근
의사와 같이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진순
선생이 말씀하신 바대로 1910 년 3 월 26 일의 「죽임」에서 「안중근은 제국의 폭력에
희생된 선량한 대중들의 인(仁)에서 자신이 죽는 의미를 다시 발견하였다」라는 것을
「평화사상」의 근원적 주제로 공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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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演・討論者 プロフィール（本書掲載順）
●李洙任（リー・スーイム Lee Soo im） 1953 年生 龍谷大学経営学部教授 龍谷大学社会科学研
究所付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長。教育学、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主な著書に、
『グローバル時代の日本社会と国籍』
（共著､明石書店､2007）
、
『在日コリアンの経済活動―移
住労働者、起業家の過去・現代・未来』(編著、不二出版､2012)、Japan’s Diversity Dilemmas: Ethnicity,
Citizenship, and Education (共編著、iUniverse, 2006)、英語教育関係の本多数。

●李英玉 Lee, Young-Oak

1946 年生 安重根義士紀念館館長

成均館大学英文学科名誉教授

〔学歴〕梨花女子大学英文学学士 高麗大学英文学修士 ハワイ大学アメリカ研究博士
〔主要経歴〕成均館大学英文学科教授 韓国英語英文学会第 26 代会長 成均館大学対外協力処長
翻訳 TESOL 大学院長
〔主要著書〕
『ジェンダーと歴史：少数人種文学の理解』
、
『N.ホーソンと R.P.ウォーレン』
『米国の小説や共同体意識：ロバート・ペン・ウォーレン、トニ・モリスン、チャンレリー』

●新田光子（にった みつこ） 龍谷大学図書館長 龍谷大学社会学部教授
広島市生まれ。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課程（社会学専攻）修了。専門は宗教社会学、戦争・平和
研究。主な著書に『大連神社史―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1997 年）
、
『原爆と寺院』
（法藏館、
2004 年）
、
『戦争と家族－広島原爆被害研究』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叢書)（昭和堂、2009 年）など。

●内海 愛子（うつみ あいこ） 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早稲田大学卒業後、教員を経て日本朝鮮研究所所員、1975 年、インドネシアのパジャジャラン大学に勤める。77 年帰国
後、ジャワやタイにいた韓国・朝鮮人 BC 級戦犯を調査し『朝鮮人 BC 級戦犯の記録』
（勁草書房、1982 年：岩波現代文庫
2015 年）を刊行。1980 年代はＰＡＲＣ（アジア太平洋資料センター）で鶴見良行・村井吉敬らとともに「えび研究会」を
つくり、東南アジアの海辺を歩く。木造船でインドネシアの海を航海し、中村尚司さんとともに船酔いに苦しむ。
（
「揺れ惑
う五十路の海のバンダ海」―中村尚司詠む）
1990 年代以降、朝鮮人戦犯の日本政府への補償要求運動にかかわり、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
ア』
（山川出版社、2002 年）
、
『日本軍の捕虜政策』
（青木書店、2005 年）などをまとめる。最近では共著
『戦後責任―アジアのまなざしにこたえて』
（岩波書店、2014 年）
。現在、戦争捕虜の調査研究をする市民
団体 POW 研究会共同代表。職歴は 文化学院、立教大学などの非常勤講師をへて、恵泉女学園大学人文
学部教授、早稲田大学大学院客員教授（日本アジア関係論）
。現在、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李娜榮 Lee, Na-Young

中央大学校 社会学科教授

〔学歴〕延世大学校英語英文学科卒業

米国 Maryland 大学 Women's Studies 大学院卒業（女性学修

士） 米国 Maryland 大学 Women's Studies 大学院卒業（女性学博士）
〔専門分野〕フェミニズム理論、超国的女性運動、セクシュアリティ、民族主義、脱植民主義（日本軍「慰
安婦」問題、基地村、性売買など）
〔主要経歴〕
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定義を覚え財団理事（2016 年 8 現在）
、韓国女性学会＜韓国女性学＞編集委員長（2015
1-現在）
、‘韓国女性の電話’ 監査（2012-現在） 平和を作る女性会 理事（2014-現在）
ソウル市男女平等委員会政策分科委員長（2016-現在）
、北東アジア歴史財団の諮問委員（2017-現在）など。
〔主要著書〕
『ジェンダーと社会』
（2014）
、
『2015‘慰安婦’合意、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
（2016）
、
『女性主義の歴史を書く：口述史研
究方法』
（2012）など。雑誌『世界』
（岩波書店）に「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を連載中。

●都珍淳 Doh, Jin Soon 1959 年生 国立昌原大学校史学科教授
ソウル大学国史学科卒業、ソウル大学大学院韓国史学科人文科学修士卒業／人文科学博士卒業
（米国）ハーバード大学韓国学研究所（Korea Institute、Harvard University、2001-2003）招聘教授
（中国）北京大学歴史学科（2011.3-8）招聘教授
（日本）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2011.9-2012 8）招聘教授歴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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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年韓国民族主義と南北関係で第 38 回韓国百想出版文化賞を受賞
2002 年『
（注解）白凡逸志』
、
《MBC！‘本を読みましょう’
》に選定
2002 年『分断の明日、統一の歴史』
、文化観光部‘2002 優秀学術図書’に選定
2005 年『
（注解）白凡逸志』フランクフルト国際図書展示会 ＜韓国の本 100 冊＞に選定
2009 年『簡単に読む白凡逸志』
（トルベゲ、2005）東アジア出版人会の‘東アジア 100 冊の本’に選定
〔代表著書〕
『白凡語録：平和統一の第一歩、金九の最後の言葉と文』
（ソウル トルペゲ 2007 年）
、
『壬辰倭乱と平戸、三川内 沙器
匠：世界の宝物を作った拉致朝鮮沙器匠を探して』
（共著）
（ソウル 北東アジア歴史財団 2010 年）
（正本）
『白凡逸志』
（ソウル トルペゲ 2016 年）
現在、韓中日三国の戦争の記憶と記念を平和の礎石に転換させる問題に幅広い関心があり、また、安重根、李陸史、金九
など韓国近現代人物の内面世界に対して深く掘り下げている。安重根の関連論文では次のものが代表的である。
2010 年 「安重根の戦争と平和、殺害と死」
『歴史と現実』75、韓国歴史研究会 pp.247-277
2010 年 「安重根の一家の流芳百世と忘却地帯」
『歴史批評』90（2010 春）号、歴史批評社 pp.242-280

●平田厚志（ひらた あつし） 1944 年生

龍谷大学名誉教授

日本宗教思想史、真宗思想史。主な著書に『真宗思想史における「真俗二諦」論の展開』
（龍谷叢書Ⅸ、同
朋舎、2001）
、
『浄土真宗異義相論』
（編著、龍谷大学仏教文化研究叢書 20、法蔵館、2008）
『西本願寺宗意
惑乱一件史料 第一巻』
（編著、法蔵館、2013）など。

●金昌祿 Kim，Chang Rok

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学歴〕ソウル大学校法科大学法学科卒業（法学士）
、ソウル大学校大学院法学科修士課程卒業（法学修士）
、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修学、ソウル大学校大学院法学科博士課程卒業（法学博士）
〔主要経歴〕 Visiting Scholar、Harvard-Yenching Institute
記念事業審議委員会委員
員会委員

最高裁判所の司法改革委員会専門委員 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

釜山大学校法学研究所所長

慶北大学校法学研究院日本法センターセンター長 法と社会

理論学会会長 法学専門大学院教授協議会共同代表
校法学研究院院長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生活安定支援と

全国国公立大学教授会連合会政策委員 慶北大学

日本軍「慰安婦」研究会会長

〔代表著書〕共著『2015‘慰安婦’合意、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 キョンイン文化史、2016 年
〔代表論文〕 「韓日過去清算の法的構造」
『法学史研究』47 2013 年、
「韓日請求権協定―解決されなかった『植民地支配
責任』
」
『歴史評論』788 2015 年 ほか

●重本直利（しげもと なおとし） 1949 年生

龍谷大学経営学部教授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付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事務局長。経営学、経営組織論。主な著書に、
『改
訂版 社会経営学序説』
（晃洋書房、2011）
、
『社会経営学研究――経済競争的経営から社会共生的経営へ』
（編著、晃洋書房、2011）など。

●山下 明子（やました あきこ） 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嘱託研究員（女性の人権部）
元 NCC（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宗教研究所研究員、奈良大学非常勤講師、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
ョナル日本・
「慰安婦」問題チーム・コーディネーター。
関連著書に『戦争とおんなの人権―従軍慰安婦の現在性』
（明石書店）
、
『アジアの女たちと宗教』
（解放出
版社）
、近刊の共編著に『沖縄にみる性暴力と軍事主義』
（御茶ノ水書房）がある

●崔柄憲 Choi, Byong-Hon

ソウル大学名誉教授

〔学歴〕ソウル大学 文理科学部・大学院 国史学科卒業 韓国仏教史専攻
〔主要経歴〕国史編纂委員会編史研究士、ソウル大学校人文学部国史学科教授、
東京大学インド哲学科外国人研究員、北京大学客員教授、韓国史研究会長
〔最近論文〕 「新羅下代禅宗９山派の成立」
、
「大覚国師義天（ウィチョン）の天台宗の創立と仏教界再
編」
、
「日帝侵略と植民地仏教」など論文多数。
『高麗仏教史研究』
、
『史料で見た韓国文化史』
、
『韓国仏教史
研究入門』
、
『The Ancient Korean Kingdom of Silla』
、
『中国東アジア経済文化ネットワーク』など多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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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者・通訳者＞
●孫ミギョン Son Mikyoung

大阪市立大学都市研究プラザ特別研究員

●裵姈 美

Bae young mi

大阪大学外国語学部准教授

●盧相永

Noh Sang Young

大阪外語専門学校教員、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外部講師

〔龍谷大学社会科学研究所付属安重根東洋平和研究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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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の三幅の遺墨（裏表紙の写真）について
安重根が獄死する直前に書き残したこれら三幅の遺墨は、岡山県にある浄土真宗本願寺派の浄心
寺住職であった本学卒業生の津田康道師が大切に保管されていたものを、その他の関連資料ととも
に 1997 年に本学図書館が寄託を受けたものである。津田師によれば、安重根が処刑された当時、
旅順で教誨師をしていた津田師の大叔父（祖父の弟）にあたる津田海純師が、旅順から持ち帰った
ものとのことである。
それぞれの遺墨の意味は下記のとおり。

「戒慎乎其所不賭」
「
（君子は）其その賭みざる所ところを戒慎かいしんす」
『中庸』の第１章の中にある言葉。
「君子は自分で見聞できないでそれが認められないものに対して
も、いつもわが身を慎んで恐れおののいている」という意味。簡単に言えば、
「君子は、いつも謙虚
な姿勢で物事に接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
」ということ。
出典『論語孟子大学中庸』倉石武四郎ほか訳 世界文学大系 筑摩書房

「敏而好學不恥下問」
「敏びんにして學がくを好このみ、下問かもんを恥はじず」
『論語』の公冶長編の中にある言葉。子し貢こうがおたずねした、
「孔こう文子ぶんし※は、どうし
て文という（おくり名な）のでしょうか。
」先生（孔子）はいわれた、
「利発なうえに学問好きで、
目下のものに問うことも恥じなかった。だから文というのだよ」という意味。簡単に言えば、
「わか
らなければ迅速に調べ、身分でも、年齢でも、自分より下の人に聞くことを恥とは思ってはいけな
い。
」ということ。
※孔文子･･･衛の国の大夫。
出典『論語』金谷治 訳注 岩波文庫

「不仁者不可以久處約」
「不仁者ふじんしゃは以もって久ひさしく約やくに處おらしむ可べからず」
『論語』の里り仁じん編の中にある言葉。
「子曰わく、不仁者は以て久しく約に処おるべからず。以
て長く楽しきに処るべからず。仁者は仁に安んじ、知者は仁を利とす」という先生の教えの一節。
「仁でない人はいつまでも苦しい生活にはおれないし、また長く安楽な生活にもおれない〔道をは
ずれるか、安楽になれてしまう〕
」という意味。簡単に言えば、
「心なき者（不仁者）には、いつま
でも貧しい暮らしをさせてはいけない。きっと悪いことをしでかすから。逆に金を持ち地位や身分
と言った位の高い暮らしが長くても良くない。ということ。
出典『論語』金谷治 訳注 岩波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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