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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안중근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생애사 연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중근 가문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이며, 한국

보훈 사상 가장 서훈을 많이 받은(15인) 가족들이다.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가족들이며, 특히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종교를 넘어선

영성과 동양 평화를 주창한 인본주의적 철학과 동양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방

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중근과 가문이 독립운동과정에서 겪은 고

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안중근과 가문의 가족 레질리언스

의 본질을 찾아내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는 기초연구, 단행본, 위인전, 서평 등이었

으며, 연구의 관점은 생애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용하는 시간성, 맥락성, 관계성,

정보 정확성을 근거로 하였고, 가족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의 분석은

Walsh(1988)의 분석내용과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안중근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 생애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중근 집안은 전통적으로 상무정신으로 무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

력해 온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안중근은 동학운동과 을미사변, 러·일 전쟁을 경

험하면서 외세침략에 대한 경각심과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안중근이 독립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 피폐해진 민족의 삶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조선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현되었으며, 향후 교육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의 활동

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둘째, 안중근은 독립운동과정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조부·아버지의 죽음, 종교와의

갈등, 독립운동과정에서의 한계적 상황 등 많은 역경과정을 겪었으나, 그 역경에 대

해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승화시켰다. 안중근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족의 지지였다.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은 평생 동반자였으며,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누구보다도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부인 김아려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안중근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불만을 제기

하지 않고 묵묵히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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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족 레질리언스의 Walsh(1988)분석 방법에 의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가족신념체계 중 초월적 영성과 긍정적 의미부여가, 조직체계에서는

연결성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서는 명

료성과 개방적인 정서 공유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또한 가

족 레질리언스를 증진하는 요소였다.

넷째, 안중근 가족은 많은 가족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열정을 바친 가문이다. 이

토 히로부미 저격을 바탕으로 갖은 역경 속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를 멈추지 않

았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독립운동 최고의 가문으로 남겨져 있다. 안중근의 가문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중근 집안이 갖고 있는 상무적 정신과 가족의

협력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에 기인한다. 상무정신이 아무리 뛰어났다

고 하더라도 이들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의 뜻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안중근과 안중근 가족의 생애사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

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을 통해, 향후 다른 위인들의 생애분석과 가족 레질리

언스와 역경 극복과정과 가족의 힘의 중요성을 근거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생존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과거 역사적 인

물을 통해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족 레질리언

스 연구는 현존하고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이 향후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가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모들에게 가족 레질리언스가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필요

성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

게 살았던 위인들의 스토리 전개를 통해 가족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 부모교육프로

그램이나 학습도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서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안중근, 역경,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 생애사,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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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가족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산업화 및 정보화, 세계화 등을 단시간

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때로는 전통지향으로 때로는 근대지향으로 변화를 외부환경에 의해

강요받아 왔으며, 그 결과 현존하는 가치에 비해 가족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가족의 변화는 항상 있어왔지만, 지금의 가족변화

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 도전 받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족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학자들은 이러한

가족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가족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 깊은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며, 반대로 이것은 오히려 가족이 새로운 사회구조적 환경에

적응하여 재구조화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이러한

양 시각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나, 명백한 사실은 한국의 가족은 현재도 변화하는

과정 중이며 사회의 급변동이라는 현대적 상황이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성 및 복합성은 일련의 사건, 상황을 유발시키고, 이는 다

양한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행복에 위협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

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와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위기·취약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승권, 2012).

따라서 현대사회는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

이되,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개인은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처능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정연, 2011).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각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의하여 규정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려고



- 2 -

노력하는 능력, 즉 가족 레질리언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레질리언스란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개편할 수 있는 회복능력을 의미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로의 접근

은 가족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문제의 원인이나 현상보다는 해결가능성, 즉 가족

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순옥, 2011).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은 가족의 위기나 문제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므로, 특히 위

기에 처한 취약한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은 중요한 개념적 지

도가 된다(양옥경 외, 2002). 또한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가족단위로 해결한

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구성원 개인들의 레질리언스

는 가족 안에서 상호 지지하게 되면 가족 레질리언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

기 때문에 역경극복 중심의 가족 레질리언스로 대처한다면 위기와 도전을 더욱 쉽

게 극복할 수 있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는 안정과 변화를 균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순옥, 201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 극복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병리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의 연구경향은 무엇이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하고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하는지 그 요인을 밝히는 방향

으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과거의 결점 관점(deficit Perspective)중심의

연구에서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으로 가족 적응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탄력성을 적용하여 가족적응을 설명한 연구들에서(김미옥,

2001; 이은희·손정민, 2008; 정현주, 2008)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과 유의미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한 힘으로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가족원이 살고 있는 가족 거시 체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과 환경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일련의 순환작용으로 구성하고 있다(정

민자와 장현희, 2018).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

고, 면 대 면으로 매일 경험하는 미시체계에서부터 다양한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

는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환경과 상호 호혜적인 반응을 계속해 나간다. 오

늘날 환경과 자원을 배려하는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정연, 2011). 그러므로

역동적인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가족에게 개인 및 생

태체계 환경에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단편적·일시적으로만 도움을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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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기보다는 가족의 강점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결가

능하게 해주는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방법으로 현대 가족의 문제해결에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한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으로 업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퀴리부인을 비롯한 현 세대 이전 위인들의 경우 그들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없었다면 그들의 재능이 발휘되지 못할 가

능성도 존재한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가족 레질리언스와 개인의 강점, 위기를 극

복하는 능력을 통해 성취를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최근

에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윤경원, 2017).

창조적 성취자와 그들의 부모를 탐색하는 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진 부모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문윤희·한기순, 2010). 그러나 위인

개인을 분석한 연구에 비해 위인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위인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첫째 위인예정설

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위인들과 본인과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인들의 간접경험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위인

들이 겪은 다양한 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정민자·윤경원, 2016). 특히 둘째 관점에서 접근한 연

구경향은 위인의 생애를 분석한 백범 김구(유숙희, 2004), 이순신(허진, 2012; 조신

호, 2015; 정치영, 2007), 신사임당(임선택, 2005; 강민수, 2011; 김지현, 2018), 안중

근(김갑득, 1975; 오도열, 2015), 퇴계 이황(박종용, 2012) 등이 있다. 또한 위인 가족

에 관한 연구로는 문윤희·한기순, 2010; 권문희, 2009; 정민자·윤경원, 2016; 김지현,

2018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인들이 주변 환경(미시적·거시적)의 위기상황을

가족의 힘이라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바탕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이 시대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연구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위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위인을 분석한 연구(정민자·윤경원, 2016)를 참고

로 역경을 잘 견디고 성장한 위인들 가운데서 첫째, 인류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 둘째, 자녀와 손 자녀 등 가족에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셋째, 가족생활 주기 과정을 거친 사람, 넷째,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삶을 산 사람으

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안중근이 가족 레질리언스을 향상할 수 있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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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인으로 생각되었기에 선정하였다.

이는 첫째, 안중근이 제국주의 시대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이라는 가치아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써 세계에 한국의 민족 자긍심을 심어준 대표적인 인물이기

도 하지만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사상적 근거를 옥중의 한계적 상황에서 만

들어내어, 동양평화에 바탕을 두고 한국,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를 아우를 통합과

연대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동양

평화론(서문)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협력 구상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 목표의 사상적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사촌동생 안명근,

안봉근을 비롯한 그 후손과 가족들은 독립투쟁을 한반도, 만주, 중국, 홍콩, 러시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과 노선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

운동 명문가로서 활동을 하였다. 셋째, 안중근은 가족생활 주기 과정을 거친 사람으

로, 가정생활, 자녀교육, 옥중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로인 가족생활 주기를

불완전하지만 모두 경험하였다. 넷째, 안중근은 부친 안태훈, 모친 조마리아를 통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으며, 그 자신 또한 가족을 구성하며

일제 강점기의 다양한 역경의 삶을 경험하였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가장 많은 역

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에 최선을 다한 것은 당연 안중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에서도 위대한 위인의 반열에 올라 있고,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델로서 안중근을 선택하여, 안중근이

현대 가정에서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성장배경, 특히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힘들고 어두운 환경을 대처하는 안중근의 사상

적 근거가 어디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안중근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형성과정을 보고자

한 것은 양적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구자가 연

구대상에 대해 보는 관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애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며, 생애사적 관점이란

가족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틀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활 사건과 개인의

발달, 관계의 발달, 사회적·역사적 사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리고 생애

초기 시기가 후기의 시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David L. M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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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et T. Spanish, 1985).

안중근에 대하여 생애사적 접근을 함으로써, 안중근을 포함한 가족의 경험이 생

애주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족 생애

사적 접근으로 보게 되면 가족관계와 역할, 구조 등을 시간, 공간, 주기별로 구분지

어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생애에 걸쳐 일어난 경험

들이 시간과 과정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며, 따라서 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 관점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생애사적으로 어떤 가

정환경과 맥락, 시공간들과 서로 연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의 힘(가족 레질리

언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한계적 상황에서 뛰어

난 사상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동생 안공근을 비롯하여 안공근의 사위

한지성, 조카 안미생에게 이르기까지 훌륭한 독립운동가로서의 가족상을 제시하는

등 안중근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의 영향력은 가족환경과 맥락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철

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모교육의 긍정적 근

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안중근의 생애사를 통해 ‘역경 후 성장’ 이야기 속에서 안

중근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고, 안중근 가족의 독립운동 생애사를 분석함으로

써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를 위해 우선 안중근의 독립운

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역경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

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안중근의 생애사를 성장기와 결혼 이후 과정을 나누어

설명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안중근 가족

의 독립운동 과정의 생애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대

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해체 및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다양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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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족 관련 문제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건강한 가족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레질리언스와 가족의 강점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관계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대 사회에서 자주 보여지고 있는 부정적 가족관계의 영향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물림

의 요소로 가족 레질리언스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안중근의 생애사를 통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안중근 생애에 나타난 역경은 어떠한가?

2. 안중근 생애에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3. 안중근 가족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가족 생애사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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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족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태어나면

서부터 속한 나의 가족은 사르트르가 말한 어쩌면 “던져진 존재”라는 또 하나의 현

상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던져진 현실이며, 내가 겪고 내가 구성해 가야 하는

삶의 구성현실인 것이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어린 시절일수록 가족은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비가 내리면 맞아야 하는 숲 같은 자연의 삶이다. 적당한 시

기에 오는 비는 풍요로운 영양분으로 작용하겠지만 장마같이 지루한 비는 그쳐야

할 영양분이듯 가족은 우리에게 적절하면 아주 훌륭한 성분이나, 어떠한 때는 장애

물 같은 그 무엇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아버지를 두었거나,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악역을 담당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이는 내 인생에서 도전하는 가족,

넘어야할 가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가족생활 경험을 하면서 가족의 시련

을 이겨나간 그들의 지혜 원천은 곧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가족규칙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가족생활은 생물학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우리와 깊

이 연결되어 있고, 가족원은 서로 닮아있다. 어떤 면에서 버릇이나 순간들을 함께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든,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든 간에, 우리는 가

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가족이 그들의 특정 역사 속에서 독특성을 보이지만,

가족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유사하다. 모든 가족은 시간, 계층, 문화적 장벽을 뛰

어넘어서 생사를 함께 경험하며, 사랑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기본방식을 공

유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시대와 가족의 상황은 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적응하는지, 그때의

삶의 결정과 판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의연한 영웅으로서 행동하는지를

분석할 때 생애사와 가족의 힘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위인에게 가족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본다면, 앞으로 자녀

및 부모를 교육할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관점과 부모 자녀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은 가족이 처했

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안중근의 역경을 바라보는 이론적 근거, 가족 레질리

언스 분석 요건, 생애사적 관점에서 안중근 가문의 시간, 공간, 관계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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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경과 성장

1.1 역경과 역경 후 성장 개념

충격적이고 삶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스트레스를 지금까지는 외상이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되고 연구되어 왔다. 외상을 유발하는 외상사건에 대해 PTSD를 진단으로

도입한 DSM-Ⅲ에서는 극단적인 삶의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전쟁, 강간, 지진과 같

은 일상의 범주 밖에 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DSM-Ⅳ에서는

외상사건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말한다(지혜경, 2011). DSM-Ⅴ(APA,

2013)에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난 외상적 사건 이야기를 듣는 것, 외상

적 사건의 끔찍한 세부 내용에 반복적이고 극심하게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포

함하여 외상사건의 기준을 더욱 폭넓게 확장하였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trauma)을 지진에 비유하였으며,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사건, 그로 인해 부정적,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심각한 수준

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

상사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서영석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경험하는 당사자의 자기개념 및 관계패턴, 대응기제 및 대

처능력 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일 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Joseph와 Linley(2006)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이란 ‘삶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결과 얻게 되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

리적 변화’로서 생애 주요 위기나 외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

적 변화 또는 변화의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자들마다 제각기 사용하고 있는 트라우마(trauma), 역경(adversity), 스트레스

(stress) 등이 고통을 야기하면서도 극복하고 성장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에, 가장 적

합한 우리말이 역경(逆境)이라 판단되어 ‘역경 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임선영, 2013), ‘외상 후 성장’이라고 표현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SM정

의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외상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암시될

수 있다(민지원,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외상,

위기, 스트레스 등을 포괄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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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으로 정의한다.

역경 후 성장(PT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개념을 정리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사건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사건, 그로 인해 부정

적,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사건으로 정의

하였으며 외상경험은 이러한 사건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성장’이란 외상 이전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이며 새로운 그 무엇을 의미하

고 있다.

Joseph와 Linley(2006)에 따르면 성장이란 개인의 경험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

존의 기준과 상충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대항적 긴장의 결과로 자신과 세

상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즉, 역경 후 성장이

란 ‘삶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

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이다.

따라서 역경 후 성장은 개인의 이전의 적응 수준, 심리적 기능 수준, 또는 삶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지각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성의 변화, 삶에 대한 철학의 변화, 영성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임선영,

2013). 역경 후의 성장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삶의 방식의 토대가 된

다. Joseph & Linley(2006)에 의하면 외상 생존자들은 비극적 역경의 맥락 속에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받아들이고 체험적으로 인생의 굴곡과 인간 삶의 유한

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 진실하고 긍정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기도 한다.

1.2 역경 후 성장과정과 성장요인

Calhoun & Tedeschi(2006)에 의하면 지진처럼 삶을 뒤흔드는 역경사건은 개인이

인생 전반을 통해 형성한 자신만의 신념체계와 판단과 이해의 근거가 되어 온 내적

도식(세계관, 인생이야기 등)과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신념과 목표, 인

생관 등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때 개인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살아

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

태는 도전이 된다.

이러한 도전은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사고 과정이지만 역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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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적응적이고 성숙한 도식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가 있게 된다. 이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내적 신념과 목표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이전의 신념과 목표를 단념하고 변화된 역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정으로 이어져, 역경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기존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에 대

해 반성하는 건설적인 사고활동은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역경사

건은 기존의 이야기 틀을 벗어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기존의 삶의 이

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개인은 사건 이전의 삶과 현재, 미래를 하

나로 이어주는 의미 있는 견해를 제시할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필요하게 된다.

역경 후 성장 요인들에 대한 연구(Park, Cohenm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에서는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역경 사건 자체

의 특성이다. 역경 사건의 종류, 역경 사건의 충격심각도, 역경 사건으로부터 경과

된 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Peterson, Park, D'Andrea와 Seligman(2008)의 연구

에서는 역경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역경 후 성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격적 특

성이 분명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경이나 외상사건은 예상치 않

게 혹은 기대치 않게 일어나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 이전의 성격특성을 객관적

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성별, 낙관성, 사회적 지지자원이다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또한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경에 대한 처리과정이다. 역경에

도달했을 때는 인지적으로 역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성찰과정으로 나아간

다. 역경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기존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에 대해 반성하는 건설적

인 사고활동은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alhoun과 Tedeschi(2006)

의 연구에서, 생의 주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인지처리

과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일기쓰기

의 효과연구에서 사건에 대한 정서적 처리보다 인지적 처리 과정이 있을 때 성장이

더 높았다. 안중근의 경우는 사형 선고 후 자신의 생애사를 반추하는 자서전과 자

신의 사상을 서술하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다 생을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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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레질리언스

2.1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

가족학자들은 90년대 후반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positive adaptation) 가족

을 발견하고, 이들 가족이 고위험 상황에서 생존하는 개인 탄력성 개념과 유사하다

고 간주하여 가족 탄력성이라 명명하게 되었으며(신미숙, 2013), 그 외에도 가족 회

복력, 가족 복원력, 가족기능 회복력, 가족적응 유연성, 가족 극복력, 가족의 내재된

힘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혜란·전귀연, 2012).

레질리언스란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와서 더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Walsh, 1998). 또한 레질리언스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

으로 견디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며, 중대한 환경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의 영향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가족에게 적용되

면서 학대나 폭력, 이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바꿔 놓았다.

즉, 질병, 사망, 경제적 빈곤, 이혼,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역경에 직면했음에도 어

떤 가족들은 탄력적이며, 이러한 역경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회복한다는 것이다(Coyle, 2005; 김경순, 2010).

이처럼,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본다(McCubbin & McCubbin, 1988; Hawley 외

1996; Walsh, 1998). 특히 가족 레질리언스는 강점관점에서 변화를 위한 하나의 도

전으로 간주되며, 강점관점은 현재(here & now)를 기반으로 한 미래를 강조한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복합적인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가족이 위기상황

에 직면하여 적응할 수 있고 변화에 직면하여 분열을 방지하도록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다(McCubbin & McCubbin, 1988). 둘째, 가족이 처

한 역경에 대응하는데,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다(Hawley, 2010). 셋째, 불리

한 조건이나 처지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다(Valentine &

Feinauer, 1993). 넷째, 고난을 견디어 내고,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해 내는 능력(김

경순, 20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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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첫

째, 곤경에 직면했을 때 표면화되며, 둘째, 탄성의 속성을 지니며, 셋째, 건강 관점

으로 가족을 조명하는 개념이다(Hawley & DeHaan, 1996).

또한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를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신념체계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과정에서 세

계를 바라보는 렌즈로써, 가치, 확신, 태도, 편견 등이 포함된다. 신념은 행동을 유

발하며, 행동의 결과는 다시 신념을 강화시키거나 변화시키게 된다. 신념체계의 핵

심 하위요인으로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조직유형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

며, 위기와 역경을 다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가족의 내․외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조

직유형의 핵심 하위요인으로는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가족 기능을 말하

며, 의사소통 과정의 핵심 요인은 명확성,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강점관점, 생태체계관점, 발달적 관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가진 체계로서, 삶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는 잠재력

을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김진희, 2011).

2.2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

McCubbin, H.I. & McCubbin, M.A.(1993)은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으로 가

족형태와 가족도식,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

였다. Barnard(1994)는 가족측면에서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요인들로 부모-자녀의

적합성의 본질과 정도, 가족의식의 보유 및 유지, 문제 또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와 대응, 부모-자녀 역할 전환의 부재, 유아기 동안의 가족 갈등의 최

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부모의 부재, 부모-자녀 간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 연구가인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신념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세 가

지 구성요인에 유념하면 취약성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역경으로부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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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가족 레질리언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가족 레질리언스

의 틀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예방과 개입 노력을 안내하

는 유용한 개념적 지도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Walsh(1998)의 가족 레질

리언스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요소와 그 하위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다(Walsh, 1998). 신

념은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우리가 누구이고, 경험을 어

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본질이다. 가족이 문제와 대안을 바라보는 관점

에 따라 대처와 정복, 또는 역기능과 절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신념체계에는

가치와 확신, 태도, 편견 및 가정이 포함되는데 유익한 신념은 문제해결, 치료, 성장

의 대안을 증가시키지만, 무리한 신념은 문제를 영속시키고 대안을 제한한다.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체계의 첫 번째 하위요소인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가족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

족은 역경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과제이자 발판으로 인식하여 역경을 수용하

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

각으로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며

역경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서로에게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다(변영인, 2006).

두 번째 긍정적 시각,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려, 희망과 낙천주의, 적극적 정복은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견디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들이다.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나

실패를 도전으로 보며 그들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고 도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

극적으로 위기에 접근한다. 가족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는 경향이 있고, 희망

을 유지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깊은 절망의 시기일수록, 희망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희망은 동력 에너지원이며, 삶을 재구축하고,

꿈을 갱신하고, 애정을 되찾기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긍정적인 유산을 창조한다(Wals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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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체계의 세 번째 하위요소는 초월과 영성이다. 초월적 신념은 삶에 대한 명확

성과 고통으로부터의 위안을 준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변화

시킬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족에게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가치와 신념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며 두려운 현실

을 희망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김미옥, 2001).

Werner와 Smith(1992)는 영성적 연대성에 의한 의미부여가 장기적 레질리언스에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할 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

와 평안함을 주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지해 주고 회복, 치유, 레질

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 된다(Walsh, 1998).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안에 안주하지 않고, 친지나

사회적 지지체계, 종교 또는 전문가 자원을 찾는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초월과 영성은 보다 큰 가치와 삶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와

평가, 확인 등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2.2.2 조직유형

가족의 패턴이자 조직유형은 가족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적․외적

규범을 유지하고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가족기능의 조직유형

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김안자,

2009).

첫째, 융통성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에 그 초점이 있다. 가족은 안정성과 변화의

역동적인 균형으로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적인 가족구조를

유지한다. 가족은 기능상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과 역할, 상호작용

패턴 등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며 가족 내의 구성원들은 약속을 따르도록 기대되고

있다. 융통성은 특히 가족 생활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혼란의 시기에 중요하

며 가족 내의 규칙과 역할 변화에도 필요하다(Walsh, 1998). 건강한 가족에서 구성

원들의 규칙은 융통성 있고 인간적이며 적절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가

족체계 안에서의 융통성은 개인과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

재조직된다(Sixbey, 2005).

둘째, 연결성이란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하며 연합,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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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분리와 상호 협력,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Olson, 1993).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이면서 지지적인 가족은 상당한 정서적 분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성원

들 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위기 시에는 서로 협력하며 연대한다(천혜정·임유미,

2007). 즉 기능적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자신들의 사고 및

감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연결성이 역경의 시기에 소진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재연결을 시도하기 위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나타내며 상처

입은 관계를 조정하고(Sixbey, 2005), 이러한 재연결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레질리언

스의 구성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Walsh, 1998).

셋째, 사회·경제적 자원이란 가족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친지

나 확대가족까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정민

자·박무성, 2015). 사회·경제적 자원은 가족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적·외적인 환경 자

원을 얼마만큼 잘 조직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에는 친구

와 이웃, 동료, 고용주, 교사, 상담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 성직자, 종교집단의 지원,

지역사회의 조직체 등이 포함된다(Walsh, 1998). 가족 레질리언스로서 경제적인 자

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또한 가족에게 짐

이 되는 여타의 사회적인 문제와 부족한 자원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가족 간 사회적 네트워크는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Walsh,

1998).

2.2.3 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과정은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

이다(Epstein et al., 1993; Walsh, 1998 재인용).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

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의사소통과정에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

적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역경의 시기에 더욱 더

확대 된다(Sixbey, 2005).

첫째, 명료성이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애매한 정보를 분

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위기의 순간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명료화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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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지속성이나 이혼의 가능성, 또는 자살 사실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대처와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진실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고,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양옥경 외, 2002).

둘째,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기쁨, 고통, 희망과 두려움까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서로의 의견 차

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 간에 사랑, 감사, 존중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 표

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홍정애, 2007). 위기 상황의 현실을 인정

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생활을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

하다(Walsh, 1998). 개방적 정서표현은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감정이입적인 반응, 시

간경과에 따른 감정의 동요와 폭넓은 관용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Walsh, 2007).

셋째,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란 가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다 함께 공유된 의

사 결정 과정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

결 능력은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유순희, 2013; 정민자 외, 2014, 2015). 위기상황에서 개방적이고 명

확한 의사소통은 가족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기능하는 가족이란 문제

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함께 잘 다루어 나가는 가족을

말한다(Sixbey, 2005).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다. 가족 구성원이 문제해결

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할 때 그것이 곧 본질적인 성공을 형성하는 동안 가족의 목표

를 향한 구체적인 진보이며, 실패로부터 배움을 획득하는 것이다(Walsh, 2007).

2.3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동향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

기 시작한 이래 최근 10여 년간 가족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심

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혜란·

전귀연, 2012).

연구주제도 초기에는 장애아 및 장애가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좀 더 다양화되어 치매․만성질환가족, 한부모가족,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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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가족, 빈곤가족, 다문화가족, 위인들의 생애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정신장애인의 가족

탄력성 연구(김미옥, 2001; 김수정, 2012; 김연수, 2010; 서명석, 2004; 석말숙, 2003;

송순인, 2010; 신미숙, 2013; 이유리, 2008; 이진옥, 2010; 전혜성, 2007), 치매노인 부

양가족의 탄력성 연구(유용식, 2007; 윤수희, 2005; 조영선, 2004; 최정희, 2012), 다

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 연구(김미진, 2010; 김송미, 2012; 박서윤, 2013; 이미애,

2012; 이혜선, 2011),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김고은,

2011; 김은정, 2013; 민현순, 2007; 이승현, 2008; 이인수, 2004; 이현희, 2012; 양옥

경․김연수, 2003; 최정숙, 2009; 홍정애, 2007) 이혼여성, 아이돌보미, 조손가족, 위

인들의 가족(유순희, 2016; 정민자 외, 2016; 김정자, 2012; 김지현, 2018; 윤경원,

2017) 들의 연구들이 있다.

외국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는 1980년대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과 정신의학 분

야에서 역경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는 아동에 대한 개인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발전하였고, 90년대 후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Walsh, 2003). 특히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93)은 민족과

문화에 초점을 둔 가족 레질리언스를 연구하였고, Patterson(1991)은 장애아동 가족

과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적 연결을 시도한 연구로 만성질병을 가진 아동의 탄력

적인 가족특징을 제시하였다.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신념

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설명하였다(이인수, 2004).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탄력성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주로 고난과 역

경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점차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일

반가족에게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생애사 연구

3.1 생애사 연구의 등장 배경과 개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생애사 연구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에 대

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연구 초점에 맞춰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인 동시에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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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참여자가 말하거나 작성한 문서와 기록물, 사진 등에서 발견되는 한 개인

과 그의 경험에 관한 연구로써 개인의 관점이나 개인의 삶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의 기원은 20세기 초에 쓰인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자서전에서 발

견 할 수 있다(김영천·한광웅, 2012). 1980년대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으로 서

술, 내러티브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생애사 연구가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

으며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jermark,

2007; Roberts, 2002). 생애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내

러티브에 기초한 연구방법론이다. 연구방법은 전기, 자서전, 사례사, 구술사, 생애사

와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용어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Roberts,

2002). 이에 내러티브에 기초한 연구방법론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Denzin(1989)은 전기는 연구되는 개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관하는 문서나

기록을 사용해 저술하며, 이를 타인에 의해 서술된 삶의 일대기 형식으로 이해하고

재현하는 방식이며,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기초하여 자신의 역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한 개인의 삶의 전환점을 기술하는 인생 기록물에 대한 의도

된 사용이며 수집’이라고 정의하였다(박성희, 2004, 재인용). 개인적인 전기, 자서전,

생애사와 구술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장르의 전기 저술(Smith, 1994)을 일컫는

다. 생애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시간성에 중점을 두어 1인칭 또는 3인칭 주

인공 시점에서 내러티브적 설명과 해석을 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시간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파악하고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으로써 주로 공간보다는 시간에 중점을 두어 탐구하고 맥락성과 재해석에 중점을

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으로

보며,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Alheit, 1990).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공적인 맥락을 시간의 전경 속에서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생애사(Life history)에서 연구자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해 보고하며, 그 삶이 어

떻게 사회 문화적 주제, 개인적 주제, 제도적 주제와 사회 역사를 반영하는지를 보

고한다(Cole, 1994). 생애사(Life History)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생

애 과정(Life Course)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다. Biesta(2011)는 생애사와 생애과정의 접근 방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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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애사는 회고적 접근인 반면에 생애과정은 실시간 접근이

다. 생애사는 현재시점의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과거 기억으로 구성되

어있다는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생애사 연구는 ‘생애사는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삶의 이야기’, ‘생애사 연구의 초점

은 삶의 이야기의 전경인 시간성’,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사회학적 안목으로 해석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애사 연구는 현상의 기술,

분석, 해석의 세 층위를 갖고 있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시간, 공간, 사회 중에서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셋째, 생애사 연구

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구술 면담하는 연구방법이

다(김영천·한광웅, 2012).

경험의 일차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차적 분석과 해석 자료

의 활용에서도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박재홍, 1999). 연구 참여자가 과거의 사

실과 경험을 재구성된 삶의 이야기로 연구자에게 들려준 것을 연구자가 다시 한번

사회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조용환, 1999). 삶의 이야

기는 반드시 그 개인적 삶의 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개인이 처했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도 확대되어 전해질 수 있으며(김영천, 2013), 개인적 삶의 특

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Dollard, 1935).

생애사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론으로 포착할 수 없는 평범한 주체들의 일상적

이고 개인적인 삶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변화된 주체들의 소

외와 침묵을 풍부히 재현할 수 있다.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의 특징이 있는 생애

사 연구방법은 사회구성원들의 미시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맥락을 사회문화적, 정치

적, 경제적 맥락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다(이동성, 2015).

3.2 생애사 선행연구

생애사적 접근은 교육과정연구와 교육학분야에서 새로운 주류 연구동향으로 자리

잡았다(김영천·한광웅, 2004). 생애사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애사 이론

의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생애사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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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2006)는 면담과 학교홈페이지, 교육과정, 학교간행물, 신문기사, 저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장의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에 영향

을 준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학교 운영에서 실천적 지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앞

으로 대안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김형찬(2008)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와 신앙을 연구하였는데, 그

의 신앙과 삶이 대한민국의 수립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재임기간 중 그의

지도력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였다.

안성환(2010)은 수영선수의 삶을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문서자료조사 등의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수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스포츠 교육적 의의를 탐색하

였다.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에서 드러난 자연·학교·가정 요인에 의한 스포츠 교육적

성취는 통상적인 스포츠 페다고지 접근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며 스포츠교육 제반문

제는 체육 수업이나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조망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이승만(2011)은 자산 안확의 생애와 체육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생애가 어떠

했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체육사상에 대한 진정성을 살펴 한국 근대

체육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와 안확의 체육사상인 자각론과 개조론을 통해

도덕적 주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문기(2012)는 마라토너 서윤복의 생애가 한국 스포츠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철학적 연구

는 세인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과 역할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연

구이다.

임순재(2012)는 출판사 예림당을 설립한 출판인 나춘호의 삶과 출판 활동을 탐구

하고 분석하였고, 김택중(2012)은 의학자이자 교육자로 산 내과의사인 전종휘라는

인물을 통해 한국의 근대성을 식민지 근대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이승협

(2013)은 학습과 삶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김종서 박사의 생애사를 통해 풀어내어,

초기 문해 교육 연구들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김정화(2015)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생애사를 통해본 유아교육자의 삶을 연구하였다.

한편, 위인들을 대상으로 생애사 연구에서, 정치영(2007)은 이순신의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리더십 모델을 문헌과 자료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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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조신호(2015)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

하여 ‘사람 됨’을 가르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순신을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한 본

보기 인물로 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하여 홍익인간 이념

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오도열(2015)은 안중근으로부터 시

작된 적극적인 항일운동은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으

며, 안중근의 사상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생명존중, 민족애, 인도주의, 평화주

의라고 하였다.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연구로서, 유정은(2013)은 사임당이 예술철학을

할 수 있었던 바탕과 그녀가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 근본

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박세영(2012)

은 조선 중기 여성인 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생애에 대한 연구에서 뛰어난 예술가로

서의 면모가 아닌 현모양처로만 부각된 사임당과 문학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허난

설헌이 재능을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이

유를 분석하고, 두 사람의 삶을 현재의 여성관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강민수

(2011)는 사임당의 정서적 능력의 형성과 계발 과정을 개인과 분야 그리고 영역이

라는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생애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만 홀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사회적 배경과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위인이나 특정한 지위를 가졌던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속해 있었던 사회의 구조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중근의 일대기를 통하여 안중근의 삶에 가족이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가족해체 현상과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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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선정 이유

• 한국 위인전에 나타난 인물(정민자·윤경원, 2016)

• 근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박환, 2013)

• 해방공간의 출판계와 위인전(허혜선, 2016)

• 유아교육현장에서 역사 인물 탐구에 대한 연구(최경애, 2008)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안중근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중근의 본래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 독립운동가라는 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안중근은 쉽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다방면에 뛰어난 예술가이며 사상적인 바탕 위에 가장 위대한 독립 운동가들

을 배출해 낸 훌륭한 애국자이다.

안중근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 안중근 연

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 또는 신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시기 연구는 특히 독립운동가로서의 덕행을 강조했다(윤경로, 2010).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안중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가? 의거 이래

안중근 100년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연구에 의하면 총582편에 달하는 연구 내지 작

품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안중근을 학습하고

있다. 현재 ‘영웅’이란 뮤지컬은 매년 6년 동안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매진을 거듭하

고 있다.

서예가이면서 왕희지체를 새롭게 해석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적 예술가이자,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에 모든 것을 헌신한 인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세들이 본받고 싶

어 하는 한 훌륭한 교육자이자, 자연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는 따

뜻한 감수성과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인격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안중근

을 가장 본받고 싶은 위인으로 꼽고 있으며, 안중근은 사후 109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안중

근의 생애를 선정하였다.

< 표1 > 연구대상자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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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 그림책 주인공이 어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김금희, 2007)

• 초등학교 교과과정서 학습되는 인물

• 총 582편에 달하는 연구와 작품이 발표됨(조광, 2010a)

• 한국 독립운동 가문에서 서훈이 가장 많은 가문(15개의 서훈)

가족 신념 체계 가족조직 유형 의사소통과정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협력 가치, 신뢰, 도전에

대한 인식, 결속감, 역경

의 개념화, 역경의 평가,

인과적인 신념들, 미래의

기대

-긍정적 시각: 용기와 격

려, 적극적인 주도성과 인

내, 희망, 낙관적인 관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

신감, 강점과 잠재력에 초

점두기

-초월과 영성: 보다 큰

가치, 종교적 신념, 창조

성, 역할 모델과 영웅들,

위기로부터의 학습과 성

장, 삶의 우선순위와 변

화, 사회적 책임

- 융통성: 안정성과 변

화의 균형, 시간 경과

에 따른 도전에 적응,

재조직, 혼란 속에서

지속성과 의존성

- 연결성: 상호지지와

협력, 책임을 통한 강

점, 개인적 욕구와 경

계의 존중, 리더십, 가

족내의 협동적 보호와

양육, 파트너십, 재결

합, 용서와 회상

- 사회 및 경제적 자원:

확대 가족, 사회경제적

지지, 모델이나 멘토,

중요한 지역의 사회망,

경제적 지원 등

-명료성: 명확하고 지속적

인 메시지(말과 행동 등),

진실 말하기

-개방적 정서 표현:

다양한 감정 공유, 상호감

정이입, 유쾌한 상호작용,

유머, 자신의 감정 행동의

책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갈등해결, 브레인스토밍,

예방적인 자세, 위기전환,

미래의 도전 준비, 실패로

부터 배우기, 목적에 초점

두기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한 개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과 역경,

그에 대응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원들의 생애사를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

사연구의 특징인 내러티브, 맥락성, 관계성, 인간화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성을 고

려하여 분석하게 된다, 또한 안중근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은 < 표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Walsh(1998)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 분석은 안중근의 가문

을 연구한 정운현·정창현의 안중근家 사람들(2017), 박환의 민족의 영웅시대의 빛

안중근(2013) 등 다수의 단행본과 안중근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종교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 논문과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 문헌과 매체를 참고하였다.

< 표2 >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Wals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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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첫째, 일차적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위인들의 성장과정과 가족관

계, 업적 등을 살펴보아 현대의 우리사회에서 행복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귀감

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위인들 중에서 안중근은 다른 위인

들에 비해 가족과의 연계성이 높고, 가족사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

어 있었다. 또한 대상 선정 기준 < 표1 >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둘째, 안중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에는 안중근이 생애, 철학, 평전 등

의 단행본, 그리고 안중근이 살았던 조선 말기의 시대상황과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분석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포함하였다.

수집한 문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안중근이 살았던 조선 말기의 사회 및 정치적 관

계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안중근의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안중

근 연구가들의 고견을 들었다(안중근 아카데미 15기 전문 강사 강의 등).

셋째, 안중근의 생애를 성장기와 결혼 전후로 나누어 주요 가족사건을 추출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를 Walsh의 이론에 따라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안중근의 성장기와 결혼 이후의 가족사건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안중근의 가족가계도는 장덕환의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라는 책 속에서

발췌하였으며, 서훈에 대한 자료는 오영섭 교수의 강의자료집에서 참고하였고, 가족

생애사의 독특한 부분은 여러 연구논문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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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안중근의 역경

격동과 시련의 한국근대사에서 안중근은 그의 일생을 바쳐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

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한국 근대사의 아픔만큼 안중근의 생애도 다양한 시련과 아

픔을 겪었다. 본 장에서는 안중근 독립운동과정 속에서 나타난 역경과정을 살펴보

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성숙되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역경의 내용

1.1.1 조부, 부친의 죽음

안중근은 어릴 때부터 조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는 집으로 서당 스승을 초빙하여 안중근에게 사서삼경 등의 유교경전과 통감

등을 수학하게 하였고, 당시의 시대 흐름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 및

세계사 등을 두루 섭렵하게 하였다. 이렇게 각별한 관계의 안인수는 안중근의 나이

14세(1892년) 되던 해에 작고하였다. 당시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가 14세 되던 무렵에 조부 안인수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길러 주시던 정을 잊을 수 없어, 심히 애통한 나머지 병으로 반년이나 앓다가 겨우

회복하였다.”1)

또한 1905년 12월, 안중근의 가족들은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에 도착하였는데, 안

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심신의 피로와 더불어 쫓기는 과정에서 얻은 중병으로 세

상을 떠났다. 안태훈은 자상한 아버지요, 사상의 전수자, 그리고 독립운동의 동지로

서 지지했던 아버지의 죽음은 안중근에게 있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다. 안중

근은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몇 번이고 통곡하며 까무러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안중

근은 청계동에 도착하여 가족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지냈다(이강, 1999).

1) 안중근(2018a). 안중근의사 자서전, 범우,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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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외국신부와의 갈등

안중근이 천주교를 믿은 이유는 문명인이 되기 위해서이자 조선을 문명국으로 만

들기 위한 것이었다. 안중근의 선교 활동 중 빌렘 신부는 항의하는 한국인들을 용

납하지 않았다. 또한 안중근은 빌렘 신부에게 대학을 설립하여, 국내에 재주가 뛰어

난 자제들을 교육시킨다면,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며

대학설립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천주교 주교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조선인이 만일 학문이 있게 되면, 천주교 믿는 일에 좋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런 의논을 꺼내지 마시오.”

“우리들이 당연히 한성에 가서 민 주교에게 청원하고, 만일 민 주교가 안 들어주

면 당연히 로마교황에게 가서 품해서라도, 기어이 이러한 폐습은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소.”2)

이에 안중근은 대학 설립에 대해 세 번 권유를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였으며, 안

중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는 분노를 느끼었다.

그때 빌렘 신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안중근을 무수히 치고 때리는

상황에 안중근은 분노와 더불어 모욕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1.1.3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죽음의 경험3)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특히 사냥을 즐겨, 언제나 사냥꾼을 따라 산과 들에서 사냥

하며 다녔다. 안중근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하다가 험한 바위가

겹겹이 쌓인 낭떠러지 위에 이르렀다. 꽃이 탐스러워 그것을 꺾으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미끄러졌다. 십수 척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지만 당시 안중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두서너 자만 더 아래로 떨어졌더라면, 수백 척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안중근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 첫 번

째 상황이었다.

또한, 1896년 안중근은 당시 동지들과 함께 산에 가서 노루사냥을 하는데 공교롭

2) 안중근(2018a). 안중근의사 자서전, 범우, pp.11-12.

3) 김삼웅(2009). 안중근 평전, 시대의 창, p.17.



- 27 -

게도 탄환이 총구멍에 걸렸다. 빼낼 수도 없고 들이밀 수도 없어, 쇠꼬챙이로 총구

멍을 뚫으려고 쑤셔대다가 폭약이 터져 쇠꼬챙이와 탄환 알이 함께 안중근의 오른

손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한 번은 남이 잘못 쏜 엽총 산

탄 두 개가 안중근의 등 뒤를 맞혀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1.1.4 독립운동과정에서 고행4)

1.1.4.1 동학운동 토벌 과정 속에서의 고난

1894년 동학운동이 발발하자 안중근은 부친 안태훈과 함께 동학군 토벌에 나섰

다. 동학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안중근은 전투 후 무서운 병에 걸려 두서너

달을 고통스럽게 보낸 끝에 겨우 죽음을 면하고 소생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군량미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탁지부대신 어윤중과 민영

준 두 사람이 잃어버린 곡식 포대를 찾을 욕심으로 부친 안태훈을 추궁하였다. 특

히 민영준은 세력가라 대항할 수도 없어 가계가 위급한 상황이 되자 부친 안태훈과

함께 천주교회로 몸을 피하였다.

1.1.4.2 의병 투쟁 과정에서 고난

1908년 안중근은 김두성과 이범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참모중장의 직책으로

의병과 군기 등을 비밀히 수송하여 두만강 근처에서 모인 다음 큰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함경북도에 이르러 일본군과 몇 차례 충돌하여 서로 죽거나 다치고, 사로잡

은 일본군도 있었다. 그때 사로잡은 일본 군인과 장사치들을 풀어주는 일이 발생하

였다(김우종·리동원, 1998).

이 과정에서 일본인 포로를 놓아주는 바람에 은거지가 탄로나서 대패배를 하였

고, 병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얼마나 죽고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삼

일이나 먹지 못하고 추위를 면하지 못했다. 안중근은 흩어진 병사들을 찾고 다녔으

나, 복병을 만나 저격을 받고는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흩어져 재차 병사들을 모으

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4) 오도열(2015). 안중근의 의리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8 -

연해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맛비가 그치지 않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나머

지 길을 헤매는 과정에서 밥 한 끼니도 못 먹어 배는 고프고 발에는 신조차 신지

못해, 춥고 배고픈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또한 귀향길에 어느 마을 길목을 지

나게 되었는데, 일본 병사가 파수를 보고 있다가 안중근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며

쫓아왔다. 산속으로 피한 안중근은 큰길로는 가지 못하고 산길로만 다니는 과정에

서 굶주림은 전보다 더 심하게 이어졌다. 어느 산 외진 곳에서 노인의 도움으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전까지 12일 동안 두 끼로 견딘 적도 있었다(장석홍, 1992).

1.1.4.3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과 투옥5)

1909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후 10월 26일 일본

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헌병에게

잡힌 안중근은 일본 법원으로 넘겨져 십여 차례의 심문을 받았고 가끔씩 능욕당하

고 모멸당하는 과정을 겪었다. 1909년 2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선고를 받았다.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우덕순은 3년 징역, 조도선, 유동하는 각각 1년

반 징역에 처한다.”6)

1.2 역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

안중근은 역경에 직면하여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된다. 역경에 대처하는 정서적 반

응으로 분노, 충격, 단절, 갈등, 불안, 자존심 손상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도 있는

반면, 그러한 정서들로부터 회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성찰로 가는 긍정적 정서

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1.2.1 분노, 충격, 단절, 갈등 등 부정적 반응

먼저, 안중근은 조부 안인수, 부친 안태훈의 죽음에 충격적 반응을 일으킨다. 즉,

5) 김갑득(1975). 안중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박환(2013).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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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안인수의 죽음을 통해 반년이나 병으로 앓다가 회복되었으며, 부친 안태훈의

죽음 소식을 듣고 통곡하다가 몇 번이고 까무러치기도 하였다.

또한 안중근이 천주교에 입교한 후, 조선인의 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빌렘 신부에

게 대학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구했지만 빌렘 신부에게 거절을 당하자 심한 분개

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당시 배우던 프랑스 말도 그만두는 것으로 분노를 표

현했다.

“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심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내가 만일 프랑스 말을 배우다가는 프랑스 종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만둔 것이다. 만일 우리 조선이 세계에 위력을 떨친다면 세계 사람들이 조선말을

통용할 것이니 그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게.”7)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위중하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친구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풀려나지 못하고 겨울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생을 한다는 생각

에, 이렇게 피눈물이 솟아오르는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와 같이 악한 정부를 한 주먹으로 두들겨 개혁한 뒤에, 난신적자들을 쓸어버리고

당당히 문명 독립국을 이루어, 명쾌하게도 민권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8)

또한 1905년 말 안중근은 상해로 건너가 민영익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

고, 상인 서상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민영익의 냉대와 서상근의

무관심은 안중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안중근은 의병을 모집하여 국내로 진격하여 후치령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범도 부

대와 강원도의 민긍호 부대 등 국내외 의병 세력을 결집해 일본을 몰아내는 의병운

동을 계획하였다. 안중근이 거병을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인물은 간도관리사 이범

윤이었다. 안중근은 당시 의병 지도자로 명성이 높았던 이범윤에게 의병을 일으켜

일본을 물리치자고 했다(김삼웅, 2009). 끝내 이범윤을 움직이는데 실패한 안중근은

크게 실망하였다.

영산전투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안중근은 말로 다 할 수 없

는 심신의 고통을 겪었다.

7) 황병훈(2010). 안중근을 보다, 해피스토리, p.98.

8) 황재문(2010). 안중근 평전: 평화를 위해 총을 겨눈 인간의 다면적 초상, 한겨레,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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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어보니 옷이 거의 다 썩어서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이가 득실거려 셀 수

조차 없었다. 출전한 뒤로 전후 날짜를 헤아려 보니 무릇 한 달 반인데, 집안에서

자 본 일이 없이 노영으로 밤을 지냈고, 장맛비가 그침 없이 퍼부어 그동안의 백

가지 고초를 붓 한 자루로는 적을 수가 없다.”9)

1.2.2 인내, 수용․성찰 긍정적 반응10)

안중근은 14세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경치를 구경하다가 미끄러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절망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가 동료들

이 밧줄을 구해 끌어올려 주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한계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였으며 구해지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천명을 감사하였다.

안중근이 만인계 사장에 피선되어 출표식에서 표인이 5, 6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수만 명이 돌멩이와 몽둥이가 내쳐지는 상황에서도 안중근은 침착하게 생각하

고, 안중근은 총 한 자루를 꺼내 들고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가, 군중을 향하여 크게

외쳤다. 그는 군중들을 타이르며 의연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오? 당신들이 시비곡직도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

고 난동을 부리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야만의 행동이 있을 수 있소. 그대들이 비

록 나를 해치려하지마는 나는 죄가 없소. 어찌 까닭 없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이오. 나는 결코 죄 없이 죽지는 않을 것이오.”11)

또한 의병전투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리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동료들이 괴로운 나머지 탄식을 할 때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스스로와 동료들을 격려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너무 걱정할 것이 없소. 사람은 비상한 곤란

을 겪은 다음에 비상한 사업을 이루는 것이오. 죽을 땅에 빠진 다음에라야 살아나

9) 안중근(2009). 안중근, 예술의 전당, pp.192-193.

10) 오도열(2015). 안중근의 의리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윤병석(2011). 안중근 문집, 선인, pp. 5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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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오. 하늘에 뜻에 맡기고 기다려 봅시다.”12)

안중근의 역경 중에 최고는 역시 투옥과 사형선고이다. 이에 대한 안중근의 수용

과 성찰은 놀랍다. 10여 차례의 심문과정에서 대응하는 안중근의 논리와 처연함이

안중근의 인품과 레질리언스가 최고조임을 나타낸다.

안중근은 이후 사형선고에도 “일본에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는가?”라고 반문하

여 안색에 전혀 미동도 없이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자신의 일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안중근은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

던 것이다. 그리고 구리하라 형무소장이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안중근에게 최후

의 유언을 묻는 상황에서도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13)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일․한 양국인이 서로 일치협력해서 동양평화의 유지를 도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양평화 만세를 부르자.”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

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

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1.3 역경 극복의 힘

역경으로 인한 도전, 즉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도전은 정서적으로 또는 인지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삶에 대해 성숙한 도식을 재건하는 사고처

리과정을 갖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역경에 대한 성찰은 삶에 대한 철학

과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요인들은 안중근에게는 가족의 지지, 종교적 영

성, 목표와 희망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가족의 지지에는 부모를 비롯한

형제자매의 도움, 배우자의 희생, 친척의 지원 등이 있으며, 종교적 영성에서는 천

주교의 믿음과 활동 및 실천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의 길로 가고 있었다. 목

표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욕구와 신념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힘은 결국 죽음을 승화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었다.

12) 이수광(2009). 안중근 불멸의 기억, 추수밭, p.159.

13) 박도(2010). 영웅,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의 자취를 찾아서, 논빛 pp.25-29.



- 32 -

1.3.1 가족의 지지

위기 경험에서 가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

서 안정과 긍정적 힘을 갖도록 서로 노력하였다.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은 평소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공근에게는 열심히 공부

하라는 얘기를 자주했지만, 장남 안중근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면에

서 볼 때 부친이 안중근의 호연지기를 알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안중근의 상무정신

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성장기의 안중근은 향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또한 안중근이 독립운동에 매진할 때 안정근은 안중근을 대신하여 집안 일을 챙

겼다. 자기집안 소유의 농토에 대한 농사감독을 맡았고 진남포 시절에는 사업차 바

쁜 형을 대신해 삼흥학교 운영과 집안의 토지 관리를 전담했다. 또한 부인 김아려

는 안중근을 대신해 가족을 챙겼으며 묵묵히 참고 견디어 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장렬하게 죽을 것을 권했다.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

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

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

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 하고 받은 형이니 비

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미는 현세

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14)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에게는, 당당함과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안중근에게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

1.3.2 종교적 영성

안중근이 영세를 받은 것은 부친 안태훈의 영향으로 19세에 받았으며, 그 이후

14) 박환(2013).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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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부님과 함께 황해주 전역을 다니며 전도와 강연을 하였다. 성당의 미사집전

시에는 복사역할을 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다졌다. 그의 천주를 향한 교의는 그가

죽음의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후,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몸무게가 현저

하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안중근은 입감될 당시 54.5kg이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56.5kg으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만주일보는

특이한 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의 체중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죽

음을 앞두고서도 그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15)

이는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키라는 천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천당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남긴 편지들에서 마지막 부분을 한결같이

“천당에서 만나자”라는 말로 마무리했다.16)

< 사진1 >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방문 시 내부 촬영 사진

(2019.05.01. - 2019.05.04.) - 사진 제공: 한복희

15) 최병영(2015). 안중근 평화프로세스의 모형정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 하얼빈 안중근기념관(2019). 용정의 역사와 항일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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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목표와 희망

안중근은 안태훈이 작고하자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직접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립학교를 인수·운영하는 등 근대 교육 보급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1906년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을 미리 대비하여 훗날을 위한 준비를 하고, 갖가지 일에

힘을 써서 실력을 기른다면 대사라 해도 쉽게 이룩할 것이다.”17)

또한 영산전투 참패 후 안중근은,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미국 독립의 영웅이 된

워싱턴을 경모하였던 것은 당시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전진하고자 하는 안중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산전투 참패 이후 안중근은 내면의 고통을 이겨내고, 단

지동맹을 조직하게 된다. 이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그들은 결의를 다지고, 대한독립

을 혈맹한 것을 볼 수 있다. 피로써 대한독립을 쓰고, 만세 삼창을 하고 그들은 흩

어졌다. 이에 대한 자료는,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기념관 동상 뒤에 확대되어 남

아있다.

“이듬해 기유 연추 방면으로 돌아와 동지 12인과 상의하되, 우리들이 전후에 전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으니 남의 비웃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 오늘 우리들은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같이 지어 증거를 보인 다음,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

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떻소.”18)(안중근, 2018b).

하자 모두가 그대로 따르겠다 하여 마침내 열두 사람이 각각 왼편 손 약지를 끊

어 그 피로써 태극기 앞면에 글자 넉 자를 크게 쓰니 대한독립이었다. 쓰기를 마치

고 대한 독립 만세를 일제히 세 번 부른 다음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흩어졌다.

1.4 소 결

안중근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역경의 분석, 역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 역경 극복의

힘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7) 안중근(2018b). 안중근의사의 삶과 나라사랑 이야기: 의사의 옥중자서전, 일곡문화재단.

18) 상게서.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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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중근의 생애에 대한 역경에 대한 경험은 조부와 부친의 죽음, 외국신부와

의 갈등, 각종 사건과 사고 속의 죽을 고비, 독립운동과정 속의 고난 등이 주로 나

타나고 있다.

둘째, 역경을 대응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먼저 부정 정서로 분노, 충격, 갈등으로

보여졌고, 또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인내하여 성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정서도 보

였다.

셋째, 안중근의 역경 극복의 힘은 가족의 지지와 격려, 목표와 희망으로 보였으며

특히 종교적 측면의 영성과 초월성이 삶의 근간을 이룬다.

넷째,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역경으로부터의 학습과 성장,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결합하여 역

경 극복의 힘과 향후 독립운동 활동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

2. 가족 레질리언스

Walsh의 이론을 근거로 안중근의 가족 신념체계를 비롯하여 가족조직유형, 의사

소통패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가족 신념체계

2.1.1 성장기의 가족 신념체계

2.1.1.1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1884년 무렵 박영효가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것을 깊이 걱정하여 정

부를 혁신하고자 청년 70명을 선정하고 외국으로 보내어 유학시키려 했는데 안태훈

도 거기에 뽑혔다(안중근의사기념관, 2018). 그러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기존

기득권의 탄압 대상이 되어 모든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탄압이 강해지자

박영효는 일본으로 피신하였고 함께했던 동지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붙잡혀 멀리 귀

양을 가기도 했다. 결국 안태훈은 나라와 가문의 걱정으로 심하게 시달리고 있던

부친과 논의하여 해주를 떠나 있다가 후일을 도모하기로 한다. 그는 몸을 피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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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신천군 청계동)으로 돌아와 숨어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안중근의 나이가 6-7

세였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당시 상황에 대해 안중근은 그의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서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

하고 있다.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 재산을 정리한 다음, 마차를 준비하여 7-8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신천군 청계동 산중으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비록 지형은 험준하

나 기름진 논밭이 있고, 산수 경치가 아름다워 그야말로 별천지라고 할만 했다.�

또한 당시 안태훈이 할아버지 안인수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님, 지금은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귀공명은

바랄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앞으로 어찌하면 좋

겠느냐?” “차라리 산중에 은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찌감치 깊은 산에 들어

가 구름을 일구고 달이나 낚으면서 세상을 마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을 것 같

지 않습니다.”19)

안인수는 아들 안태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곤 잠시 후 입을 열

었다.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하자꾸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식구들이 안위

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구나.”

이 하나의 대화에 있어 가족의 신념체계 중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초월과 영성

부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갑신정변 하에서 정변에 실패하여 쫓기는 상황에

서도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과 조부 안인수는 이런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

하지 않았다.

부친 안태훈은 이와 같은 역경에 대하여, 넘어가지 못할 고비라고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새로

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안인수 및 안태훈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믿음체

계는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가족에 대

한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위대한 안중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 박은식(1975). 안중근전, 박영문고,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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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초월과 영성

안태훈은 개화 인사들과 친분 유지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도 개화를 통해 조선의 독립을 꾀하고자 하는 인물이었다.

1881년 이후 고종의 개화정책과 조선책략, 이언 등에 실린 현실개혁론의 영향으

로 조선사상계는 동도서기론이 크게 유행하였다(박보리스 드미트리예치·박벨라 보

리소브나, 2009). 구한말에 전개된 동도서기론은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화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도서기론과 개화사상은 근원적으로 북학파의 이용후

생 부국강병 사상을 모체로 하고, 이를 통해 근대화와 국가 존립 유지를 목표로 한

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갑신정변 후 개화 성향의 안태훈이 급진개혁파의 거두 박영효와의 관련 혐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자 안태훈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과 더불어 과감한 리더

십을 통해 그 당시의 어려움을 피하고 향후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

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안태훈의 사상과 생각은 안중근의 집안의 상무정신에

기반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써, 안중근이 어렸을 때부터 무를 좋아하고 배움의 과

정에서 가문의 가풍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또한 진사인 안태훈이 통감을 읽을 때, 선생이 그중 한 글자를 가리키며 묻자, 그

는 “알 수 있습니다. 그자는 필시 천(天)자일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적고 있

다(안중근의사기념관, 2018). 그의 초월적 통찰력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1.2 결혼 이후 신념체계

2.1.2.1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안중근의 결혼생활 이후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신의 항일투쟁 의지에 비추

어 크게 다른 사상적 동지, 해외 항일운동을 하기 전에 국내활동에서 천주교를 바

탕으로 교육적 투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 활동하던 천주

교 신부들에게 있어 자국의 이익중심이라는 이익주의에 의해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안중근은 가정의 경제까지도 책임져야 했다. 이때에 일

어난 생활의 이동은 안중근의 생애과정에서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태어

난 곳에서 유목인처럼 다양한 장소로의 단순한 거리적 이동이 아니고, 정서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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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과거 유년시절과의 단절 그 자체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은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좌절

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표

를 재정비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이

어려움의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많았다. 독립운동으로 인하

여 풍요롭던 가정경제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 조국을 떠나 러시아 중국 등지를 누

비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에 몰두하였다.

또한 안중근을 평생 따라다닌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안중근이 하얼빈

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 문안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

과도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주시니 훗

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20)

안중근은 어머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효와 그리움을 표현하였고 안중근 가슴 속

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사형장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시대를 초월

하여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인물로 남았다.

2.1.2.2 초월과 영성

19세에 부친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기인하고 있다, 신부를 따라 황해주 전교 여행을 다닌 것이나, 그가 여순감옥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자서전을 저술하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는 그의 초월

적 영성은 대단히 놀랍다(정운현·정창현, 2017).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애국애족의 정신은 안중근이 죽음을 초월하여 수 없

는 생사의 길목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넘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자 했

던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3애 정신(三愛精神) 역시 애국 애족 사상에 기초

20) 박도(2010). 영웅,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의 자취를 찾아서, 논빛,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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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

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

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규칙’에 의해 안중근

의 삶과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중근이 자기의 자서전 서두에서 천(天)과 관련된 일을 써놓았던 의미는, 그의

마지막 부분을 빌렘신부와의 만남으로 그의 역사 진술을 마치고자 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그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처음

부터 끝까지 종교적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언행일치를 하고자 하는 신앙의 기초이다. 감옥을 방문했던 빌렘신부는 “감옥에 와

서 미사성제를 거행하고 성체성사로 천주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기 이를

길 없었다.” 하였다. 안중근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천주의 격외(格外)의 특은(特恩)”

이라는 말과 “강복(降福)”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말(안중근기념관, 2018)로 『안응칠

역사』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안중근은 자기의

자서전을 “천(天)”과 “천(天)”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기획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하정호, 2008).

또한 안중근의 의거 자체를 천(天)에 대한 응답으로 천명에 순종하는 관점에서

이토의 저격사건을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하정호, 2008). 안중근이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친족과 성직자들에게 남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들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

에 순종하는 자세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오도열, 2015). 이

런 의미에서 볼 때, 안중근은 종교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희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2 가족 조직 유형

가족 조직 유형은 주변 네트워크의 관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내적 외적 가

족 규칙이나 규범을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이 잘 기능하게 되면 가

족의 힘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 가족의 조직 패턴 과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Wals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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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결혼 이전의 조직유형

2.2.1.1 사회경제적 자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요동반도를 둘러싸고 삼국간섭이 시작되자, 조선

왕실 특히 민비세력이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국민

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각처에 을미운동이 전개되자 조선에서 세력 확장을 꾀

하던 러시아는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병 120명을 서울로 데려왔다(신운용,

2008).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Veber, karl Ivanovich)는 을미사변으로 실각한 친러

파와 공모하여 건양 원년에 고종을 러시아 공관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이

른바 1896년 2월에 시행된 아관파천이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이때 친일

내각의 김홍집과 어윤중은 친일파로 지목되어 일반 민중들에게 살해되고 새로이 이

범진·이완용 등의 친러내각이 성립되었다(정운용·정창연, 2017).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 갔다. 이 같은 러시아의 이권획득은 호

혜평등을 주장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초래하여, 조선 정부는 광산·철

도·산림·어장 등의 각종 이권을 빼앗기게 되었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이

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중근은 조부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학문적

소양과 더불어 사냥과 함께 호연지기를 키웠고, 조모와 어머니에게서는 부덕과 효

행, 등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조부는 학문이 깊은 분으로 안중근에게 많은 학문

적 가르침을 주었으며, 어머니는 사랑과 애정을 안중근에게 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모든 가족들이 안중근에게 사랑이 풍부한 좋은 가정환경과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였

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물자가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였던 조선 말기 당시에, 황해도 만석꾼 집안

에서 태어난 안중근 그에게는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및 사회적 지원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안중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안중근의 성장기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풍요로웠던 황금처럼 빛나는 시

절이었다.

2.2.1.2 융통성

안태훈은 혼기가 된 안중근을 보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태훈의 입장에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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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중한 장남이지만, 안중근은 유년시절에 학문보다는 무예에 더 관심을 갖고 있

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문에 장가를 보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체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안태훈은 고심 끝

에 안중근을 황해도 제령의 향반 출신 김홍섭이 딸 김아려와 결혼시킨다. 안중근의

집안으로서는 비교할 수 있는 집안이 되지 못하지만 나름 지방에서 행세하고 있는

집안이라 안중근이 자신의 의지와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결혼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장인이 될 김홍섭과 그의 딸 김아려는 둘 다 성품이

괜찮다고 하니 강직하고 굳은 성품을 지닌 안중근을 특별하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았다(신운용, 2006).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기득권이 있는 집안에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

시 시대적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과 김아려를 혼인시킨 것은 파격적인 선

택이었다. 안태훈은 남들의 이목보다 아들의 앞날을 더 소중하게 판단하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후세에서 볼 때, 안태훈의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안중근을 위대한 민족운동가의 반

열에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며느리 김아려도 그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2.1.3 연결성

안중근의 부모인 안태훈과 김마리아는 혼인 후 별다른 다툼 없이 지냈다. 안태훈

이 바깥 생활에 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조마리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태훈의 그런 생활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오히려 안태훈에 대한 정성은

지극하였다. 이와 같이 안태훈이 바깥 생활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조마리

아와 안태훈 둘 다 모두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그 믿음 속에서 생활해 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중근의 조부와 부친의 형제들은 서로 일가를 이루

고 지냈으며, 하나의 가문으로서 굳게 연결된 가족 조직은 훗날 최고의 독립운동

조직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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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결혼 이후의 조직유형

2.2.2.1 사회경제적 자원

김아려는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의 그늘에서 생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

이 애국지사로 떠받들어지고 그의 가계가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추앙받을 때 안중근

은 가족에게 있어 늘 부실한 남편이자 무심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김아려가 그 불

만을 가지고 안중근과 불화에 휩싸였다고 한다면 안중근이 그처럼 독립운동에 매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족의 중요한 지지자로서 배우자 김아려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안중근의 독립 활동은 아내 김아려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이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빛나는 남편 안중근과 그의 가계의 곁에서 묵묵히 살았

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개척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선

구자적 여성상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대한제국에 남겨진 가족들과 친척들, 특히 동

생들은 독립운동의 파트너로서 사회적 자원이 되었다(정운현·정창현, 2017).

이와 같이 안중근이 국내외 독립운동 및 교육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정생활과 그 가계에 대한 김아려와 친족들의 지원활동은 안중근의 독립운동가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훌륭한 자원이 되어 주었다.

2.2.2.2 연결성21)

안중근은 가정 살림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안중근은 다양한 기록에서 찾

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국 및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으나 아내인 김아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힘들게 고생시켰다. 연로한 시어머니와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 대신 김아

려는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에 정착한 이후 김아려는 시집의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했으며, 가계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밤새워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하였다. 집안의 가계를 지원하는 일도 김아려의 몫이었다.

그러나 김아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아려의 기록이 별

로 없지만 리더쉽이 발휘되었던 부분이다. 비록 몸과 정신이 모두 힘들고, 살림 형

편이 좋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김아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몫까지 챙겨가며 집안

21) 정창훈·정창현(2017). 안중근家 사람들: 영웅의 숨겨진 이야기, 역사인.



- 43 -

문제가 없도록 평화롭게 이끌어 나갔다.

결혼 이후에 김아려의 경우 조직유형면에서는 경제적 자원은 풍족하지 않지만 안

중근의 독립운동을 적극적 지원을 해 준 일면이 나타난다. 시어머니도 원만한 성격

의 소유자로 김아려를 특별히 힘들게 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은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청자와 화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의

사소통과정의 명확성, 개방성, 평등성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생긴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의사소통과정은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중요 요인

이다.

2.3.1 성장기의 의사소통과정

2.3.1.1 명료성과 개방성

조선의 사대부는 유교를 숭상하였으며 안중근家 역시 유교적인 집안이었으나 천

주교를 가족의 종교로 선택한 안중근의 부모님은 비교적 수평적 부부관계를 이룬

편이다. 또한 갑신정변 후 개화 성향의 안태훈이 급진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와의

관련 혐의 때문에 피난처를 물색하다가 안중근 일가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당

시 안태훈은 부친 안인수에게 말했다.22)

“아버님, 지금은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귀공명은

바랄 것이 못 됩니다.” 그러자 안인수는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앞

으로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자, 안태훈은

“차라리 산중에 은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들어가 구름을 일구고 달이나 낚으

면서 세상을 마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태훈의 말을 듣고 안인수는

“네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네 뜻대로 하자꾸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식구들의 안

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구나.”

22) 박은식(1975). 안중근전, 박영문고, p.11.



- 44 -

이후 안태훈 일가는 청계동으로 이사하기에 이른다. 상기의 대화에서 보듯이, 비

록 조선 말기이며 가족의 위계구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는

아들 안태훈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국채보상 성금으로 안태훈이 재산 모두를 성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을 때 조마리

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패물의 종류와 수량이 적지 않은 걸로 보아 당시 조마

리아는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원 모두가 의

사소통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부자 및 며느리가 함께 이러한 애국애족하는 운동을

달성할 수 있었다.

2.3.1.2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남편인 안태훈 역시 조마리아 부인에게 딸로서의 도리 보다는 며느리로서의 도리

가 우선이 아니냐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지 않고 순순히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

인다(정운현·정창현, 2017).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과거 120여 년

전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안태훈과 조마리아 여사는 합리적이고 민주

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에 있어 부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가정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할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읽고 그 과

정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군자로서의 꿈을 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민

주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안중근은 독립운동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서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2.3.2 결혼 이후의 의사소통과정

2.3.2.1 명료성

안태훈이 사망한 후 조마리아는 안중근에게 정신적 기둥이자 절대적 후원자였다.

1907년에 안중근이 해외 망명의사를 밝히자 조마리아는 집안일은 생각지 말고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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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남자답게 싸우라고 격려하였다.

하얼빈 거사 후 안중근이 뤼순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자 조마리아 여사는 몸

소 나서서 한국인 변호사를 수소문하는 등 뒷바라지에 나섰다. 이 일로 조마리아는

일경의 감시대상이 되었다. 하루는 일본 순사와 헌병이 집으로 찾아와 조마리아를

하얼빈 거사와 관련해 조사하기도 하였다.

안중근이 사형선고를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한 것도 조마리아와의 평소 대화를 통

해 전달된 가르침과 전언 때문이었다. 조마리아는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비

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조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중근에게 강하게 전달하였다(오일환,

2013).

2.3.2.2 개방적인 의사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안중근의 평상시 태도는 조용하고 행동은 신중하였으며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의사소통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언어를 주고받는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한 UCLA의 심리학 교수 앨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가 7%, 청각적 요소는 38%, 시각적 요

소는 55%가 차지한다고 한다(다음 백과사전, 2017).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언어보

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주며, 사람은 언어보다는 행위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이지현, 2008). 안중근의 직계 가족들이 각자 자신의 타고난 재능

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비록 궁핍하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며, 부모에 대한 효의 가치를 존중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과 조마리아, 그리고 김아려를 비롯한 안중근 형제들 간의 언어뿐만 아

니라 비언어적 소통과정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안중근의 원가족과 결혼 이후 아내와 어머니, 자녀와의 의사

소통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성장기에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

마리아는 명료한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였고 가족 간의 개방적인 의사표현과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를 보고 학습한 안중근의 결혼생활도 명료

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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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지금까지 안중근의 생애사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삶과 안중근이 살았던 시대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 등을 살

펴보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안중근의 생애에 대한 위기 경험은, 우연한 사건·사고에 있어서 죽음의 문

턱, 조부·아버지의 죽음, 종교와의 갈등, 독립운동과정에서의 한계적 상황 등의 문제

가 있었지만, 안중근의 가족과 안중근은 서로의 신뢰 바탕 위에서 이들 위기에 대

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을 가족 레질리언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가족신념체

계 중 긍정적 시각의 요소가 가장 눈에 띄게 발견되었으며, 조직과정에서는 연결성

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사소통에서는 명료

성과 개방적인 정서 공유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또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증진하는 요소로 발견되었다.

첫째, 가족의 신념체계에 대한 결과이다. 안중근과 그 가족들은 가족이 겪는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위기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결속감을 보여주었다.

안중근 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외세의 심한 관여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독립운

동에 대한 투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안중근 가족들

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거나 외국 유

학을 가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독립운동이라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

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 가족의 종교도 가족위기를 위기가 아닌 또 다른

시각, 즉 희망적으로 조명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가족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역할모델 또한 가족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역할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가족의 모습을 규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둘째, 조직과정에서는 가족연결성과 사회·경제적자원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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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조직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안중근 가족은 그 당시의 다른 가족보다 더

욱 강하고 긴밀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 같다. 안중근 가족에게는 가족이 연대하여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가족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독립운동 과정을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안중근 가족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차이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 더욱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족환경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확대된 안중근 친지와 주변 인물들의 자원은 안중근 가족의 귀중한 자

원으로 안중근 가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중근 가족을

돕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과정 상에서 한계가 있어 사회·경제적 자원의 지원

은 필수적인 것이다. 가족의 융통성에 대해서는 가족이 서로 협력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칙을 갖고 패턴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일으켰다.

셋째,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도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화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안중근 가족은 서로 간의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은 내·외적 위기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협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안중근 가족은 서로 긍정적인 상

호작용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기반한 작용이었다고 보여진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언도라는 죽음 선상에서도 가족은 서로를 신

뢰하며, 깊이 있는 믿음과 협력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슬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 48 -

3. 안중근의 가족 생애사

생애사 연구에서의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조건, 사회적 구조와 행위

자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인 안중근의 과거 사건과 경험, 그리

고 사회적 조건을 ‘시간성’이라는 분석단위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생애사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분석과정은 생애사를 통해 드러

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세계를 연구자가 다시 재해석하는 해석과정이다(David G.

Mandelbaum, 1973). 생애사 분석을 통해 사용된 방법은 세 가지 분석단위에 기초

한 것이며, 즉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참조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원, 전환, 적응”

이라는 분석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차원”은 개인의 삶을 몇 가지 차원이나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며, “전환”은 급작스런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경험을 말한다

(Pedgett, 1998).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방식으로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

화와 연속성의 두 측면을 이해하는 분석개념이다(Denzin, 1978).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개념을 토대로 시대라는 차원과 전환으로서 삶의 사건인 시대적 배경, 이동, 결

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변화하면서도 연속적인 안중근의 적용양식은 ‘독립

에 대한 열정’으로 그 의미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안중근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독립에 대한

경험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드러났는지 가이드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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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안중근 의사 가계 약보

자료출처: 평화주의자 안중근의사, 장덕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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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생(惠生)

창전
(昶田:女)

명근
(明根)

의생(毅生)

양생(陽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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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아려
(金亞麗)

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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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賢生:女)
부 황일청
(夫,黃一淸)

황은주
(黃恩珠)
부 이용문

(夫, 李容文)

태건
(泰健)

봉근
(鳳根)

호생(鎬生)

민생(民生)

창순(昌淳)

창수(昌洙:女)

황은실
(黃恩實)

충근(忠根) 창렬(昌烈)

원생(原生) 성근(性根)

진생(珍生)

정근
(定根)

혜생(惠生:女)
경근
(敬根)

철생(哲生)

미생(美生:女)
태민
(泰敏)

옥생(玉生:女) 명생(明生)

은생(恩生:女) 정생(晶生)

홍생(弘生)

우생(偶生)
형근
(炯根)

의생(義生)

공근
(恭根)

낙생(樂生) 용생(勇生)

지생(志生) 달생(達生)

연생(蓮生:女)
태순
(泰純)

형숙
(炯淑:女)

금생(錦生:女)

성녀(姓女:女)
부 권승복
(夫, 權承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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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1879년) 6세(1884년) 8세(1886년) 11세(1889년) 13세(1891년) 14세(1892년)

9월 2일 안

태훈, 조마리

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탄

생

안씨 일가

해주에서 황

해도 청계동

으로 이주

동생정근

출생

동생공근

출생

여동생 성녀

출생

조부 안인수

별세

3.1 안중근의 생애

3.1.1 안중근의 성장기

< 표3 > 안중근 성장기의 주요 가족사건

안중근은 1879년(고종 16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 광석동에서 태

어났다(이창호, 2018).

안중근의 할아버지인 안인수는 진해 명예현감을 지냈으며, 가문은 지방 무반 호

족으로 대대로 해주에서 세력과 명망을 이어 온 집안이었다(이창호, 2018). 본관은

순흥이고, 고려 때의 유명한 유학자 안향의 26대손이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성균 진사를 지냈으며, 어머니는 백천 조씨 조 마리아였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어릴 때부터 신동 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랄 만큼 영특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안태훈은 전통적인 무반 가문이었지만, 집안의 요청에 의해

과거에 응시해 급제하여 성균 진사가 되었으며 조성녀를 아내로 맞아 3남 1녀를 두

었다.

그는 일찍부터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개화파 박영효 등이 준걸한 젊은이 70여 명

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하려 할 때 유학생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였다(안

중근, 2018a). 안태훈은 개화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독립

을 위해서는 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안중근의 모친 조마

리아는 1862년 백천 조씨 집안에서 태어나 남편 안태훈의 뜻에 따라 온 가족과 함

께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조마리아는 일찍부터 애국활동을 펴 왔으며 구한말 국채

보상운동을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패물을 국채보상 성금으로 내 놓을 정도

로 남다른 국가의식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안중근이 태어날 당시 조선의 상황은 안중근이 출생하기 3년 전인 1876년 2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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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일본과 조선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장에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이 설정되고, 일본화폐가 유통되었다(신운용, 1993). 강화도 조약과 함께

쌀을 비롯한 양곡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조선 백성들은 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

다(이창호, 2018). 얼마 뒤 전국에 방곡령이 내려졌지만, 여러 곳의 항구에서 일본으

로 공공연하게 쌀이 유출되었다.

안중근이 태어난 해에는 일본에서 전파된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하기도 하였다.

콜레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많은 이들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

었다. 안중근이 3살이 되던 해에는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대원군 이하응이 청나라

군대에 납치되어 천진으로 호송되었다(신운용, 1993). 임오군란이란 1882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후원으로 조직한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봉

급미 연체와 불량미 지급에 대한 불만 및 분노로 옛 훈련도감 소속의 구식 군인들

이 일으킨 병란 및 항쟁을 말한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서 상권을 보다 확고

히 다지려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제물포조약과 따로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

다. 이처럼 안중근은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폭풍 전야에 태어난 것이다.

안중근은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 할아버지 안인수와 아버지 안태

훈이 일찍부터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 개화가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진 있는 분들이었고, 또한 지역유지였기 때문에 생활도 풍족한 편

이었기 때문이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였

다.23)

“그곳에서 나는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다가 한문학교

에 들어갔으나 8-9년 동안에 겨우 보통 한문을 깨우칠 뿐이었다. 열네 살 되던 해

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사랑하고 길러주신 할아버님의 정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심하게 앓다가 반년이나 지난 뒤에야 겨우 회

복되었다.”(김우종, 2018)

안중근은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대단히 깊었던 인물이었다. 예로부터 충신 집

안에 효자가 나고 효자 집안에 충신이 난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안중근의 경우에서

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안중근은 글공부에는 그다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

23) 박은식(1979). 안중근의사 자서전, 안중근의사숭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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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대신 안중근은 사냥과 말 타기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무예를 익히는 일

에 열중하였다. 무과 급제자 7명을 배출한 무반 가문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6세 때인 1884년에, 안태훈 일가는 해주를 떠나 신천군 두라면 천봉산

아래의 청계동으로 이사를 했다. 청계동은 삼면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다. 안태훈 일가가 청계동으로 이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갑신정변

후 개화 성향의 안태훈이 급진 개화파의 거두 박영효와의 관련 혐의 때문에 피난처

를 물색하다가 안중근 일가는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사냥을 즐겨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산과 들에서 뛰노

는 것을 좋아했으며, 차츰 성장해서는 총을 메고 산에 올라 새와 짐승들을 쫓아다

니며 사냥을 하느라고 학업은 뒷전이었다(박환, 2013). 이에 그의 친구들과 선생들

이 꾸짖어도 안중근은 쉽사리 말을 듣지 않았다.

안중근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친구 여럿이 안중근을 찾아왔다. 그들은 하루가 멀

다 하고 사냥을 다니는 안중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 부친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너는 어째서 무식한 하등인이 되

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글공부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느냐?”24)

그러자 안중근은 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의 말 또한 옳다. 하지만 옛날 초패왕 항우가 말하기를 글은 이름이

나 적을 줄 알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고 영웅 초패왕의 이름은 오래

도록 남아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학문을 닦아서 이름을 날리고 싶지 않으며,

초패왕도 장수요, 나도 장부다. 너희들은 두 번 다시 나에게 학업을 권하지 말거라

.”25)

안중근은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지식적 감각으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한 동양평화론이나 애국 혼이 넘치는 한시와 수많은 유묵에 나타난 필

력 등은 당대의 석학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의 학문과 식견, 그리고 필

체가 우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오도열, 2011).

안중근은 집안 서당에 초빙된 스승에게서 각종 유교 경전과 통감 등을 배우고,

24) 신용하(1995). 안중근유고집, 역민사, p.52.

25) 윤병석(1999). 안중근 전기전집,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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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와 만국 역사에 대해서도 두루 섭렵하였으며, 또한 활쏘기와 말 타기를 즐겨

숙부와 사냥꾼을 따라 종종 산을 탔고, 그 과정에서 사격술도 익혔다(박환, 2013).

안중근이 훗날 조선의 독립운동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병활동을 했고, 이토 히로부

미를 저격한 것은 어릴 때부터 사격술을 익혔고, 집안의 상무적 가풍에 기인한 것

이다.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과 각별한 우의로 나누며 안중근의 어릴 적 모습을 지

켜보았던 백암 박은식은 중국 망명지에서 안중근 전을 쓰고, 거기에 안중근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총명이 과인하고, 경서와 서예에 통달하였으며, 서법에도 능하였다. 유희할 때는

꼭 화살을 끼고 총기를 다루면서 늘 말 타기 연습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격술이 절

륜하여 능히 마상에서 나는 새를 쏘아 떨구었다.”26)

안중근은 어려서부터 의협심과 무용력이 뛰어났으며, 이 점은 안중근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태훈 가문의 많은 인사들이 지니고 있는 성향이었다(박환,

2013). 안중근의 의협심이나 상무적인 기풍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일제의 살을

에는 것 같은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쓴 동양평화론과 자서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범 김구는 안태훈이 배려로 청계동에 이탁하면서 지켜보았던 소년 안중근의 모

습을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진사 안태훈에겐 아들이 셋 있었다. 큰아들이 중근으로 그때 나이 열여섯 살이

되었는데, 상투를 틀고 자주색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동방총(메고 다니기에 편

리하도록 만든 장총)을 메곤 날마다 노이당과 신당동으로 사냥 다니는 것을 일삼았

다. 영리하기가 이를 데 없어 여러 군인들 중에서도 사격술이 제일이라고들 했다.

사냥할 때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시키는 재주라는 것이다. 태건과 숙질이

동행하였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노루·고라니를 여러 마리씩 잡아와서 그것을 가지

고 군을 먹이는 것이었다.”27)

26) 김도형(2008). 대한국인 안중근 자료집, 선인.

27) 김구(2009). 백범일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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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1894년) 18세(1896년) 19세(1897년) 21세(1899년) 27세(1905년) 29세(1907년)

김홍섭의 딸

김아려와 결

혼, 신천의려

군 선봉장으

로 출전, 백

범 김구와

상면

동학당으로

부터 빼앗은

군량미 문제

로 천주교

성당으로 피

신

안태훈 일가

가 빌렘으로

부터 세례를

받음

뮈텔 주교에

게 대학 설

립 건의, 만

인계 채표회

사 사장 취

임

독립기지 건

설을 위해

중국 상해

방문, 안태훈

사망

국채보상운

동에 참가,

삼합회 설립,

간도 이동

및 무장독립

운동 전개

이와 같이 안중근은 총명함과 천부적인 재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다. 만약 안중근이 가난하고 배움이 없

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당장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자

신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선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환경과 교육의 방향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은 좌

우된다. 안중근은 조부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안태훈, 조마리와와 같은 일찍

개화사상에 깨어 있는 부모,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 결국

안중근의 어린 시절을 에워쌌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

고 싶어 하는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다.

3.1.2 결혼 이후

< 표4 > 안중근 결혼 이후의 주요 가족사건

안중근은 16세가 되던 1894년에 혼례를 올렸다. 부인은 황해도 재령의 향반 출신

김홍섭의 딸 김아려였다. 김아려는 안중근보다는 한 살 위였다. 두 사람은 슬하에 2

남 1녀를 두었다. 안중근이 청계동으로 이사 온 지 십여 년이 지날 무렵,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반발하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교조 최제우의 신원 외에도

고부군수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윤경로, 1992). 동학란

은 탐학과 부패,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일어난 것이다. 1882년 황해도 감사

의 요청을 받아, 70여명을 이끌어 산포군을 조직하였고, 동학농민군 진압활동에 나

서자 같이 참가하여 동학농민군에게 승리하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동학농민군

은 크게 패배하였다. 당시 안중근은 16세의 나이로 전투에 참가하였다. 안태훈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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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근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다음

과 같은 대답으로 부친 안태훈을 설득하였다. “부모가 적들과 싸우러 싸움터로 나

가는데, 자식된 자로서 어찌 그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저도 나가 싸우겠습

니다.”28)당시 김구도 아기접주로 동학농민군에 참가하였는데 안태훈은 서신을 보내

“그대가 청계동을 침범하다가 패멸당하면 인재가 아깝다”라는 서신을 보내 서로 치

지 않는다는 밀약을 체결해 아까운 젊은이 김구가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안태훈과 안중근이 동학운동 토벌에 참가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벌운동에 있어서 첫 번째 세력은 동학의 민란에서 자

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의 수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동

학군을 진압하여 공적을 세우고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안태

훈과 안중근은 반동학적 입장이 아니라 개화적 인식에서 토벌운동을 수행하였다(이

중기, 1999).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안태훈과 안중근의 반동학적 토벌운동은 개

화와 동학의 상반된 입장에서 오는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치 못할 갈등에 기

인한 것이다.

안중근이 신앙을 가지게 된 데에는 아버지 안태훈의 역할이 컸으며, 김구는 안태

훈이 1895년 초 즈음에 서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김구,

1995). 안태훈은 서학에 관심을 갖고 개화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그는 단발령이 내

려지자 이를 받아들였고 김구와 고능선은 이를 보고 안태훈과 단절하였다(김구,

1988).

안중근의 신앙은 안태훈의 천주교 입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안태훈이 동학당과

전투할 당시 그들로부터 빼앗은 군량미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이창호, 2018). 이

군량미 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안태훈은 결국 프랑스 선교

사들이 있는 천주교당으로 몸을 숨겨 그들의 보호를 받았다(김도형, 2008). 그는 교

당 안에서 오래 머물며 강론을 많이 듣고 성서도 두루 읽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

이 입교했고,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교회 안의 박학사(博學士)인 이보록과 함께

많은 경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안태훈은 청계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

다(이창호, 2018).

여기서 안태훈과 안중근이 천주교에 입교한 것은 약간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안태훈이 천주교에 입교한 것은 양곡 문제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프랑스인

28) 이창호(2018). 안중근 평전, 벗나레,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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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하는 서양의 신문명을 보기 위해서였다. 반

면, 안중근은 순수한 신앙심에서 천주교에 입교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선교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안중근의 행보는 향후 당당했다. 학교를 세우고 의병활

동에 나서고 마침내 국적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까지 그의 삶의 지표에는 항상

종교적 신념이 있었고, 민족의식이 있었다.

안태훈과 천주교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정부기관의 감시와 질시도 심해졌고 마침

내 해서교안이 일어났다. 1890년부터 황해도 지역에 천주교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관리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교도들이 반발한 것이다(노형오, 2002).

해서교안이란, 1902년을 정점으로 이를 전후하여 황해도 지방에서 천주교회와 관

청 사이에서 빚어진 일련의 충돌사건을 말한다. 3년여 동안 교도들이 반발이 계속

되자 이 지역의 천주교 본부 역할을 하던 안태훈 가문에도 고난이 닥쳤다. 안태훈

가문과 천주교 세력 그리고 정부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조선 정

부는 1899년 3월 안태건을 구속했지만 빌렘 신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관

계는 심각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은 열강에 의한 세계 분할의 마지막 무대

가 되었고, 중국에서 이권을 얻으려는 국제적인 대립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러시아

는 동청철도 부설권과 뤼순·다롄 조차권을 차지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위

협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는 날카로운 대립각이 세워졌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일본과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이었다(백기인, 2005).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안중근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과 미국에서 발행된 공립신문 등의 논설을 통해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주

시하는 한편, 태서신사를 비롯해 각국의 역사책을 탐독하면서 민족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였다.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에 위기감을 느끼며 마침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이는 보안

회를 찾아가 의거를 제안했지만 보안회 간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부

터 안중근은 혼자서라도 목숨을 걸고 부일배와 일제 침략자들을 처단하겠다는 결심

을 하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다(박환, 2013). 이 때 그는 이미 뜻을 함께하는 결사

부하 50명도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 의열 투쟁사의 효시이다(박환,

2013).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열투쟁의 효시를 1907년 나철 등의 을사오적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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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시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약 3년 앞선 1904년 안중근의 하야시와 부일세력

처단 구상을 의열투쟁사의 효시로 봐야 할 것이다(박환, 2013). 이토 히로부미의 저

격 의거도 이와 같은 관점의 연결선상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중근은 국가의 향후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며 빌렘신부와 그에 대한 대화

를 나누었다. 빌렘신부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한국은 두

나라 중 승리한 나라가 관할하려 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중근은 이러한 빌렘

신부의 의견에 집중했다(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2010). 그 이후로 안중근은 날마다

신문과 잡지, 각국 역사를 비교 고찰하여 읽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연구하였

다. 한편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하였다(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2010). 안중근은 이를 보고, 일

제가 조선을 침략할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부친과 상의하여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과 연대를 강화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룰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안중근은 을사늑약 직후인 1905년 말, 가족이 망명해 독립운동을 진행할 곳을 찾

기 위해 먼저 답사 차 중국으로 건너갔다(이창호, 2018). 상하이는 일찍부터 국제무

역 중심의 해양도시로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조계지가 있는 도시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상인과 외교관들이 내왕하면서 문물이 풍성하고, 국제적인 여론 형성과 정

보 수집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한국인도 이미 이주해 터를 닦아 살

고 있었다. 이들 지역을 돌아보면서 안중근은 민영익과 서상근을 만나 한민족으로

서 나라의 운명을 지키고 이끌어가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안중근의

뜻에 함께하지 않았다(정운현·정창현, 2017).

이 과정에서 그는 상해의 한 성당에서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하였던 르각신부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르각신부에게 알리고, 르각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교육발달, 사회 조직의 확장, 민심 단합, 실력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노형호, 2001). 안중근은 상해에서 귀국하여 진남포로 돌아오는 과정

에서 집안소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당시 그의 가족들은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로

갔지만, 안태훈의 죽음으로 다시 청계동으로 돌아와 제사를 지냈다(이창호, 2018).

안중근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몇 번이나 까무러쳤으며,

청계동에 가서 재계를 지키며 상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그해 겨울을 보내

게 되었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그는 조선독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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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였으며, 향후 이토 히로부미 저격 시까지 약

속을 지키는 등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이듬해 그는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로 이사하였다. 진남포는 중국 상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번창한 항구도시였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지의 소식들과 한국의 정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곳에 그의 가정을 정착시키

고 어느 정도 안정된 후, 그의 집 재산 중 일부를 투자하여 삼흥학교(三興學校)와

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을 맡아, 재능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했

다. 또한 안중근은 두 동생의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옥중에서 아내

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또한 안중근은 교육구국사업 외에도 서우학회에 가입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기

도 했다. 서우학회는 국민교육회, 대한자강회,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전·현직 무관그

룹 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단위 단체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민족적 위기의식을 최

대한 결집시켜 국권 회복의 의지를 키우고, 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인을 대상

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보고 각성이 비교적 빠른 관서 지역에 지역 단

위 단체를 설립하였다(나명선·조규석, 1993).

교육구국사업과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던 중에, 곧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것이

라는 소식을 들었다. 따라서 우선 부인 김아려가 갖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헌납하

게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선비 천 명을 모아 이

에 대해 설명한 뒤 많은 의연금을 거두었다.

안중근은 1907년 봄에 부친과 친교가 두터운 김진사(金進士)라는 노인과 만났다.

그 노인은 백두산(白頭山) 뒤의 서북 간도(墾島)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한국인 백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 물산이 풍부하여 활동할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박환, 2013). 이에 안중근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다.”라고 답했

다.

한편 1907년 7월 14일 일제의 강압으로 국권을 빼앗겨가고 있던 때에 고종이 보

낸 특사 이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서거했는데, 이준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

린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다가 뜻을 이

루지 못하고 타국에서 분사(憤死)했다(김호일, 1998). 앞선 1907년 7월 3일 헤이그특

사가 항일활동을 했다는 정보를 접한 조선통감 이토는 즉시 입궐하여 고종에게 책

임을 물었으며,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은 7월 6일 어전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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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2002).

이토는 7월 3일 일본정부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에 책임을 물어 징세권·군사

권 또는 재판권을 탈취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고종을

강제로 폐위했고, 이토의 주도하에 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군대는 해산된다(신운용,

1993). 1907년 8월 1일 남대문에서 한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하던 날 안중근은

부산으로 가서, 부산 초량의 객주가에서 하루 이틀 유숙하다가 기선을 타고 원산에

들렀다가 간도로 간다(신운용, 1993). 원산의 한 성당에서 그는 황해도 전교시절 서

로 알고 지냈던 파리외방정교회 르각 신부를 만나, 현재 한국의 상황과 나라의 독

립을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김갑득, 1975). 르각

신부는 정교분리의 입장에 있었지만 안중근을 위해서 독립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교육발달, 사회 확장, 민심단합, 실력양성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이창

호, 2018). 그는 르각신부의 조언을 듣고 바로 짐을 꾸려 진남포로 돌아왔다.

그 이후 안중근은 명동성당에 머물면서 조선군이 일본군과 싸우는 처절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안중근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대한의

군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때 안중근은 의병투쟁과

무장독립전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안중근은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몰두한 후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중근이 집과 나라를 떠나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

심을 말하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중근의 가족은 안중근이 절대 빈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랬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 아버

지의 묘소를 찾았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으며, 항상

의를 중요시하던 분이었기에, 안중근의 의지에 대해 분명히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하늘에서 응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안태훈이 안중근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이자, 독립운동의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

인하는 순간이다(곽노련, 2000).

간도에서 그는 이전 운동방법을 본질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운동방안을 다시 찾

아야 했으며 그것은 바로 대규모 의병을 모집하여 일제에 맞서는 의병투쟁이었다

(이창호, 2018). 그는 1907년 9월 10일에 간도에 도착하여 주로 불동(佛洞)의 천주교

인 남회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불동과 용정촌(龍井村)에 사는 한인들의 상황을 살피

기도 했지만, 1907년 8월 23일 통감부의 간도파출소가 세워지면서 간도에 살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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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은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어 그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안중근기념

사업회, 2009). 이에 따라 천주교 세력도 일본의 통제에 의해 약화되었고, 간도지역

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민족운동은 어려워졌다. 그는 불동에 살면서 정세를 파악하

려고 간도지방의 유력자인 이동녕,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이상설이 4월에 헤이그로 떠났고, 8월 20일에는 서전서숙도 일제의 압력으로 폐교

되었기에 안중근은 이상설을 만나지 못했다(신운용, 2005). 이에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안중근은 간도에서 불동을 중심으로 간도의 정황을 살피며 향후 계획을 구상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일제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간도 동포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

격했다(이창호, 2018). 이를 통해 그는 그동안 구국정책의 일환으로 진력하던 계몽

운동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갖는다

(박환, 2013). 이는 안중근이 더 이상 계몽운동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무장투쟁의 전환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바탕으로 안중근은 간도를 떠나 10월 말 즈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이창호, 2018).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안에는 한국인이 4-5천 명 살고

있었는데 학교도 있었을뿐더러 청년회도 있었는데, 안중근은 청년회에 가입하여 임

시 사찰에 뽑혔는데 한 사람과의 마찰로 폭행을 당하여 귓병을 심하게 앓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그곳에서는 그는 이범윤, 엄인섭, 김기룡을 만나

나라의 독립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 지방을 돌며 동포들을 모아 의식을 고취시

켰다. 1908년 5월에 최재형, 이범윤이 이끄는 동의회에 가입한 후 6월-8월에 연합

의병부대 가운데 최재형 부대의 참모중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으며, 안중근은

이 전투에서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해준 일로 지휘관들 사이에서 분열을

발생시켰고, 석방시켜준 포로들로 인해 적군에게 부대까지 노출 시키게 되었다(신운

용, 2005).

안중근의 포로 석방 조치는 의병전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아니라 어디까

지나 정의와 인도주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또한 안중근

의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일면이기도 하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병투쟁

을 하면서도 인명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을 보여주었다.

안중근의 일본 포로 석방은 예상외로 의병부대 내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는데,

우영장, 엄인섭이 이끌던 의병부대는 러시아로 돌아가고, 안중근 부대는 사방으로

흩어졌다(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2010). 안중근과 그의 잔류부대는 산속에서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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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헤매며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험한 산길을 걸

어야 했으며 풀뿌리를 캐어 먹고 담요를 찢어 발을 싸매면서 피신과 교전을 거듭했

다(이창호, 2018). 출전할 때 입었던 옷은 넝마가 되어 있었고 이가 득실거렸지만,

정작 안중근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동포들의 냉대였다(신운용, 2005). 일본군 포로

들을 석방해서 의병부대가 기습공격을 받게 되고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것이다(정

운현·정창현, 2017). 패배의 모든 책임은 안중근에게 떠넘겨졌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한 이후에도 안중근은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1909년 7월 6일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기로 의결하였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안중근은 위에서 언급한 전투에서 부대를 잃고 일본군에게 쫓기다가 한 노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 연추(烟秋)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물며 다친 몸을

치료한 뒤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이창호, 2018). 그리고 그곳을 떠나 하

바로프스크 방면으로 기선을 타고 가서 흑룡강 상류 수천여리 지역을 시찰하고, 한

국인 유지의 집을 방문한 뒤에 다시 수청(水淸) 등지에 이르러 교육에 힘썼다(신운

용, 2008). 그리고 사회조직을 결성하여 또다시 의병활동을 재개하려고 애썼는데, 그

시기에 그는 일진회의 남은 도당들에게 잡혀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 다행히 빠

져나와 몸을 구하게 되었다(장석홍, 1992). 1909년 그는 연추방면으로 돌아와 동지

12명과 함께 상의하여 단지(斷指)결의를 한 뒤, ‘정천(正天)동맹’을 맺는다(김흥수,

2002). 그들은 왼손 약지를 끊어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大韓獨立)이라 혈서(血書)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일제히 세 번 외치고 하늘과 땅에 맹서하고 흩어졌다(윤경로,

1992). 그는 단지결의 이후 여러 곳을 오고 가며 교육에 매진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

고 신문을 구독하며 독립의 기틀을 만들어갔으며, 그해 9월에 연추 방면에 머무르

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이창호, 2018). 그는 갑자기 아무 까닭도 없이

마음이 울적해지며 초조함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진정하기 어려워 친구 몇 사람에

게 자신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신운용, 2008). 아마도 안중근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토 저격만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

는 데 가장 중요하며, 동양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의지는 안중근의 동지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며 묻자 “다시 안 돌

아오겠다”라고 말했던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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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1909년 10월) 31세(1909년11월) 31세(1909년12월) 32세(1910년)

10월 26일 이토히로

부미 저격

10월 30일 안중근 1

회 신문

11월 4일 이토 장례

식 거행

11월 17일 대질신문

11월 19일 안정근과

안공근 신문

12월 13일 안응칠

역사 기술시작

12월 16일 안정근과

안공근 신문

2월 14일 안중근 사

형 언도

2월 17일 동화평화

론 집필

3월 8일 안정근, 공

근 면회

3월 26일 안중근 서

거

3.1.3 투옥기

< 표5 > 안중근 투옥기의 주요 가족사건

이토 저격 후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그 자리에서 권총을 압수당

하고 동청철도 하얼빈 철도 경찰서 사무실에 구치되었다(신용하, 1995). 당시 하얼

빈은 청국령이었지만 러시아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토를 초청한 것도

러시아였고, 환영 준비와 경비 책임을 맡은 것도 러시아였다(최홍규, 1975). 그래서

안중근은 러시아 수비대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는 저격 당일 러시아 국경지방재

판소 검사 콘스탄틴 콘스탄치노비치 밀레르에게 신문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 나이,

사는 곳, 종교를 말했다(류동신, 1985). 안중근는 자신을 “우엥치리 안가이”라 소개

했고, 나이는 31세이며 한국 평안도 출생이며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밝혔다(박은식,

1914). 그리고 이토가 한국 국민에게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이토를 살해하게 되었

다고 진술하자, 밀레르 검사는 그에게 언제 어디에서 하얼빈에 왔는지, 전날 밤은

어디에서 보냈으며, 하얼빈역에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물었다

(안중근의사 숭모회, 2005). 한편 러시아는 안중근 외에 동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얼빈역 주변에 수상한 한인을 수색하도록 지시하여 우덕순과 조도선을 체포했다

(장석홍, 1992).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어서 혐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

인하다가 의거가 성공하여 이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순순히 사실을 시인했다

(최서면, 1994).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그들이 주고받은 전보를 추적하여 하얼번에

사는 김성백과 다른 수십 명의 한인들을 수색하여 권총과 항일결사에 관한 각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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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압수하고 한인 6명을 더 구속했다(최서면, 1994).

밀레르 검사의 조서를 바탕으로 안중근은 같은 날 러시아 국경지방재판소 제8구

시심판사 엠 스트라조프 판사에게 회부되어 예심 집행을 결정 받게 되는데, 스트라

조프 판사가 신문을 담당하고 나머지 두 명의 러시아 검사가 수사를 했다. 신문장

소에는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서기 스기노도 초청되었다(곽노련, 2000). 안중

근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관할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였으며, 수사에는 동청철도 당국 책임자, 경비 책임자, 꺼깝초프 재무장관, 채가구역

에서 신분증 불심검문을 했던 헌병 하사 쎄민이 있었다(김창수, 2002).

이후 그는 밀레르 검사에게 신문을 받는데 그때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이토를 저

격하였고 한국에서 직접 그를 저격하기 위하여 준비했다고 진술했으며, 마지막 부

분에서 그는 이토가 한국 국민에 가한 압제와 공창규와 이향기 등 많은 동지를 처

형한 것에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증언했다(김옥희, 1997).

안중근은 스트라조프 판사로부터 그의 재판권이 러시아에 있지 않다고 결정을 받

아 국경 지방재판소 검사에게 인도된다. 10월 27일에 일본 정부는 안중근 재판을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넘겼다(신운용, 1993). 그리고 10월 30일에 안중근을 여순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한 후, 안중근은 11월 1일 관동도독부 여순으로 옮겨져 조사

와 재판을 받았다(김경태, 1976).

미조부치는 1909년 10월 30일에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안중근 신문을 시작하

여 11월 26일까지 총 7회 신문했다. 11월 26일부터는 조선 통감부 소속 사카이 경

시가 12월 11일까지 안중근과 유동하를 함께 12회 신문했다(김영숙, 1965). 12월 20

일부터 1910년 1월 26일까지는 다시 미조부치가 안중근을 4회 더 신문했는데, 미조

부치는 안중근과 이토 저격을 함께 모의한 우덕순과 이 저격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

없이 가담한 조도순과 유동하 역시 신문했다(박보리스, 1997). 우덕순은 1909년 10

월 31일부터 1910년 1월 25일까지 4회, 조도선은 같은 시간에 5회, 유동하는 1909년

10월 31일부터 1909년 1월 26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신문받았다(박환, 2002).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찰관에게 첫 조사를 받을 때 그가 평소에 원수로 여기는 사

람을 묻자 이토라고 답하고 이토 저격 이유를 15개 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신

운용, 2006).

안중근이 제시한 이토의 15개 죄목은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소회는

아시아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이토로 드러나는 침략 세력의 불의를 말해준다(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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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995). 특히 소회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 청년들이 자각하여 의

로운 항거를 일으킬 것을 독려한다(변기찬, 2001).

심문과정에서 미조부치는 안중근이 이토를 오해해서 살해했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했는데, 미조부치는 8차에 걸쳐 안중근에게 이토를 오해하여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조동걸, 2001). 그러나 이토 인식에 대한 안중근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안중근은 오히려 미조부치가 이토를 오해해서 살인했다고 진술하라

고 요구할 때마다 이토를 통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의 지배 정략을 더 정확하

게 답변할 기회를 쌓아갔다(조동걸, 2001).

여순 감옥에 수감된 후 안중근은 전옥과 경수계장과 일반관리들로부터 극진한 대

우를 받았는데, 그들은 안중근의 동료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온 영국인 변호사 더글

라스와,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로프를 안중근과 만나게 해주었다(박경식, 1970). 이에

안중근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고 이상한 생각마저 들었는데, 얼마 후 미조부치 검

찰관의 태도는 달라졌다(조광, 1994). 미조부치의 강경한 태도에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일본이 비록 백만 명의 군사를 가졌고 또 천만 문의 대포를 갖추었다 해도, 나

안응칠의 목숨 하나 죽이는 권세밖에 또 무슨 권세가 있을 것이냐, 사람이 이 세상

에 태어나 한번 죽음을 맞이하면 그만이요, 또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이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29)

안중근은 신문기를 거치는 중 11월 즈음에 두 동생을 만나는데 그때 그는 한국인

변호사와 자신에게 성사를 집전해 줄 사제를 청했다고, 그는 죽음에 대해 마음을

굳혔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토 저격의 원인을 알려주

기 위해 한국 변호사를 청한 것이다(한상권·김현영, 2006). 안중근의 두 동생은 형의

일로 한국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요청했으나 모든 변호사들은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

했지만,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섰는데 그가 안병찬이었다(한상권, 2004). 그러

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본인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

사들이 안중근의 변호를 맡을 수 없게 가로막았다(한동주, 1997). 2월 1일 안중근을

기소한 미조부치는 6일이나 7일 뒤에 공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며 영국과 러시아

29) 한상권·김현영(2006). 안중근 연구의 기초-안중근 공판기록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경인문화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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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모두 허가되지 않고 이곳에 있는 관선 변호사만 쓸 수 있다고 했다(전달

수, 2001). 안중근은 이때 스스로 재판이 상등-중등 두 가지로 갈 것 같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등 판결로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최이권, 1991).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2월 7일에 마나베 주조를 판관으로 하여 공판을 시작하

여 14일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자, 사형선고 다음 날에 안

병찬 변호사를 통해서 조선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

“나는 과격한 수단을 쓴 사람에 불과하니 칭송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오직 교육

을 진흥하고 실력을 배양하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단합하여 독립을 회복하는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이 죽는 자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면려

를 가할 것을 구구히 바랍니다.30)

안중근은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에서처럼 항소권을 포기하며,

여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고자 했다. 변호사들이 의례적인 공소를 권했지

만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장

석홍, 1992).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여 이토를 저격하

게 된 의거의 목적이 온 천하에 밝혀지기를 원하였으며, 동양평화가 실현되기를 원

했다(한상권, 2004). 그가 3월 15일 안응칠역사를 탈고하였고, 3월 18일에 동양평화

론 서문을 완성한 것(이창호, 2018)으로 보아 안응칠역사와 동양평화론 집필 작업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은 항소를 하지 않은 후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이 빌렘 신

부의 면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3월 8일에 빌렘신부를 만났고, 다음날 고해성사를

받았다(차기진, 2001). 10일에는 빌렘신부가 주례하는 미사에 참여했으며, 다음날 빌

렘 신부는 안중근을 마지막으로 면회한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최이권, 2001). 그는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3월 24일과 25일에 어머니, 아내, 안명근(동생), 뮈텔 주교,

빌렘 신부, 숙부에게 여섯 통의 편지를 써서 이것을 정근과 공근과의 마지막 면회

자리에서 전해주었고, 3월 26일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희망하며 교수

대에서 숨을 거뒀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지금까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심리과정·재판과정에서 오로

30) 장석홍(1992). 안중근의 생애와 구국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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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는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라는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였다. 이와

같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조마리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이 안중근 자

신이 죽더라도 충분히 서로 협력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종교적 관점에서 자신이 죽음이 당당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여기서 가족신

념과 종교적 영성에서 초월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안중근의 조․부모31)

일제 강점기에 가문 차원에서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집안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당 이회영 가문, 안동의 명문 석주 이상룡 가문, 의병장 출신의 의암 유인석 가

문, 왕산 허위 가문, 안중근 가문 등을 들 수 있다.

안중근 가문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부터 해방 때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항일투쟁을 벌였다. 구한말의 애국계몽운동부터 의병투쟁, 의열투쟁, 항일무장투쟁,

임시정부 참여 등 활동 분야도 다양했다. 안중근 가문은 풍족한 물적 기반과 투철

한 신앙심을 토대로 거의 대부분이 항일투쟁에 참여했다.

안중근 집안이 무반을 기반으로 관계에 진출한 것은 안중근의 4대조 안지풍대 부

터다. 5대조 안기옥은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안연풍·안유풍·안순풍 등 네 아들은 모

두 무과에 급제했다. 이후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대까지 7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

했다. 안중근 집안은 선대부터 상무기질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근세 들어 안중근 집안을 일으킨 사람은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라고 할 수 있다.

종 6품의 무반직인 진해현감을 지낸 안인수는 아들 6형제에게 과거공부를 시켰다.

안인수는 이를 통해 가문의 기질을 무반에서 문반으로 바꾸려고 했다. 당시 이서

계층은 과거를 통해 신분상승을 꾀했는데 안인수도 그런 목적이었다.

당시 안인수는 해주, 봉산, 연안 일대에 넓은 토지를 소유해 황해도에서 3-4위를

다투는 부자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아들 6형제의 과거공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

던 것은 모두 그의 탄탄한 경제력 덕분이었다(오영섭, 2007a).

또한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는 융통성 있는 분이었다. 즉, 갑신정변 후 안태훈 집

안이 위기를 겪자 셋째 아들 안태훈이 해주를 떠나 이사를 가자고 했을 때, 아들

안태훈의 의견을 들어 안인수는 집안의 경제적 기반과 대를 이을 셋째 아들 안태훈

31) 정운현·정창현(2017). 안중근家 사람들 -영웅의 숨겨진 가족이야기-, 역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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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안중근이 아버지 안태훈에게는 안태진, 안태현, 안태건, 안태민, 안태순 등 5형제

가 있었으며, 이들 모두 문사와 무인 기상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부친 안인수의 자

식들 중에서도 안태훈이 가장 두드러졌다. 안태훈은 사마시(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

거시험)에 합격한 문사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술이나 병법도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안태훈의 기질은 장남 안중근에게 고스란히 접수되었다.

안태훈은 청소년기에 박은식과 함께 해서지방의 신동이라는 평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그는 이서층에서 무반으로 지위가 격상된 부호 가문의 경제

적 기반을 바탕으로 과거공부에 종사했다. 그리하여 29살 때에 진사시 시부분에 합

격하여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향촌지식인의 자격을 갖추었다. 한마디로 그는 평생

한시를 음영하고 시회를 개최하며 문무를 겸비한 지역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았다.

안태훈은 개화지향적인 정치성향을 보였다. 그는 20대 중반까지 중국과의 문물교

류가 빈번한 해서지방의 도회지 해주에서 생활했다(오영섭, 2007a).

갑신정변 이전에 개화파 박영효가 일본에 파견하려는 유학생에 선발되어 개화파

와 인연을 맺었고, 1890년대 후반부터 척족정치에 반감을 지닌 개화관료 김종한을

정치적 후원자로 모셨다. 그러나 그는 자유민권과 자주독립을 표방한 독립협회가

황해도에 지부를 설립할 때에 압력을 가하여 무산시켰다. 그리고 1902년에 친구들

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다가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여 15일간이나 구금되었다.

이로 미루어 안태훈은 서양종교는 적극 받아들이되 서양 정체는 거부하는 수준의

동도서기론적 정치사상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태훈은 부친 안인수가 마련한 청계동이란 공간을 활용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

력을 발휘했다. 그는 포군과 천주교라는 두 가지 수단을 적절히 구사하여 향촌사회

에서 유지행세를 했다. 이때 포군과 천주교는 안태훈 가문의 권능을 상징하는 두

날개인 셈인데, 전자는 안태훈 가문이 농민군 진압 이전부터 청계동에서 사병처럼

양성한 것이며, 후자는 안태훈 자신이 동학군 진압과정에서 범한 위법행위가 가져

올 개인적인 곤경을 피하기 위한 공리적인 의도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양 날개를 이용하여 황해도 각지에서 발생한 지방정부와 천주교도 간의 사소한 분

쟁을 해결하곤 했다. 이를테면 그는 자기 가문이 개척한 청계동이라는 요새지를 기

반으로 삼아 대내적으로 포군의 무력을 앞세우고 대외적으로 천주교 신부의 위세를

빌려 향촌사회의 실력자 노릇을 했다(정운현·정창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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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은 유교사상에 몰입되어 있던 청계동 사람들을 천주교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주교에 입교한 후에 자기 가문의 인사들과 청계동 인근의 민인들에게 적극

적으로 천주교를 전파했다. 이어 빌렘 신부를 초청하고 청계동 공소의 개소를 요구

하고 청계동에 성당을 건축했다. 이로써 안태훈의 근거지인 청계동은 황해도에서

천주교 전교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당시 황해도의 천주교 신자들의 입

교 동기는 지방관의 착취를 피하려는 공리적 목적과 안태훈과 같은 지방유력자의

강제 권유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도 엄연한 사실이었다(오영섭, 2007a).

그러나 그들은 일단 천주교에 입교한 다음에 장기간 되풀이하여 교리강습을 받고

설교를 듣고 교리문답서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천주교신앙을 자신들의 내면으로 받

아들이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안태훈은 황해도에서 천주교세력이 크게

증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김정환, 2011).

안태훈은 을사조약 이후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 기반을 수립했다. 첫째, 그는 한

국근대사의 위인인 안중근의 사상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중근이 안

태훈에게 물려받은 것은 강건한 신체, 무인다운 담대함, 상무적 가풍, 그리고 독실

한 천주교신앙 등이었다. 안중근은 이러한 유산을 등에 업고 을사조약 이후에 계몽

운동과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을 벌여나갔다. 둘째, 그는 안중근 가문이 천주교 신앙

을 지닌 상태에서 집단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게 했다. 일제시기에 프랑스선교사들

과 조선천주교단은 정교분리정책과 정치 불간섭주의에 따라 신자들의 항일운동을

적극 만류했다. 그러나 안중근 가문은 천주교신앙에 기초하여 대거 독립운동에 참

여함으로써 한국근대 기독교민족운동사에서 두드러진 위업을 남겼다. 셋째, 안태훈

은 그 형제들과 조카들이 김구와 인연을 맺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

개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안태훈이 펼쳐놓은 청계동이란 공간에서 김

구는 고석로의 민족주의와 안태훈의 대인다운 풍모를 체득했고, 이러한 자산은 나

중에 안태훈 일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그녀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난 행적을 살펴

볼 때 선천적으로 조용한 성품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아들이 가진 재

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히 지켜보며 자상하게 가정교육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가정사, 1972).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이 할머니 곽낙원 여사가 아들 김구를 다

룬 일화를 소개하는 가운데 조마리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는 데서 그

의 이러한 자녀교육관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구는 자신의 『백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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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안중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근과 공근 두 아들에게는

공부를 독려한 반면에 말 타고 사냥하기를 즐기는 중근에게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일이 일체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조마리아는 중근이 사냥한 짐승으로 음

식을 만들어 가족들은 물론 의려(군인)들을 공궤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김구,

2008).

한편 조마리아는 조국이 처한 운명을 타개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들의 목숨도 아

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에 안중근이 나

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불효의 사죄를 올렸을 때, 조마리아는

가업을 이어야 할 장남이 독립투쟁이라는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데도 오히려 격려하

였다(오일환, 2013).

“집일은 생각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스럽게 싸우라”32)

아들 중근의 나라 위한 의로운 일이라면 기꺼이 응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느

어머니라면 아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생각해 만류했을 법도 하나, 조마리아는 이미

중근의 결단력과 용맹 그리고 구국 의지를 잘 알고 있던 터라 그의 길을 막지 않았

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마리아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적 영역인 집안보

다는 구국이라는 공적 영역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중근은 어머니의 간단한 격려에 백만의 원병을 얻은 것과 같이 용기

백배하여 조국을 떠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위대한

인물은 바로 그 어머니가 만드는 것임”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조마리아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조국이 처한 운명을 타개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들의 목숨일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였다. 조마리아 여사는

안 의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정근과 공근 두 아들을 급히 여순으

로 보내면서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라는 어미의 뜻을 전하라고 했다(오일환, 2013). 아들의

사형 소식을 듣고 여느 어머니 같았으면 실신하고 몸져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날을 지새우며 명주 수의를 지어 보내는 의연함을

보였다. 이는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안중근이 ‘자신의 아들’

이기 이전에 ‘조국의 아들’ 임을 더 중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해주 망명시절, 노령의 교포들은 조마리아의 높은 품격을 흠앙하여 위대한 여

32) 신영숙(2018). 항일여성의 꿈과 사랑을 노래하다, 롤링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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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로 추앙하였다고 한다. 교포사회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면 으레 그는 ‘재판

관’의 역할을 감당하곤 했다. 그의 정당한 판단력과 고매한 인격은 당사자들을 감동

시키고 타일러 깨우쳐 문제 해결에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1920년 1

월 31일 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의사의 자당은 해외에 온 후로 거의 영일 없이 동은 해삼위로 서는 바이칼에 이

르기까지 분주하게 동포의 경성(警醒)에 종사하였다.”33)

이는 조마리아가 현지 동포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이라면, 특히 독립운동단체의

도움 요청과 같은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1913년

에 국민회에서 연해주 『대동공보』 주필 이강을 통해 국민회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간청을 받아 중부 시베리아 흑하강 상류에 위치한 알라스카 광산을 다녀오는 험난

한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광산에서 국민회의 리더십이 크게 실추되어 있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마리아의 덕망을 빌어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초청을 한 것

이었다. 당시 1913년 12월 26일 자『신한민보』의 <안의사 대부인> 제하의 기사도

조마리아의 활약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시베리아 알라스카 금광은 북부 냉대근방에 있는 금광이라 그곳에서 노동하는

우리 동포의 수호가 1,500～1,600명에 달하는데 그들은 다 조국을 이별한지 3, 40년

씩 되므로 오늘날 조국의 형상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전연이 알지 못하고 꿈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을 경성시키며 사회를 조직하여 후일을 준비하고자 하므로 지

난 6월에 안 의사의 대부인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강씨를 대동하고 만리험로에도 도

발하여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9월경에 회환하였는데

안의사 대부인이 그간 경력한 일에 곤란도 많이 당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동포들이

그 부인의 열심 권면하는 말을 듣고 감복하여 성대히 환영한 곳이 여러 곳이며 또

한 회환하는 로비도 여간 보조하였다.”

이강 선생은 해방 이후 안중근 회고 기록인 『내가 본 안의사』에서 조마리아와

아들 안중근 두 사람 모두 ‘범’이라고 평하며 조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

다.34)

“할빈의거(義擧) 후에 의사의 자친님이 안의사의 아들형제를 데리고 불초(不肖)

33) 오일환(2013).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민족사상 7권 4호, pp.65-98.

34) 이강(1962). 대동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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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어 해삼위에 오셨을 때에 나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왜경(倭警)의 눈을 피하

여 노령 땅에서 보행으로 전전(轉轉) 만 여리를 헤매었는데 때는 가끔 심산밀림(深

山密林)을 통과할 때 산적(山賊) 혹은 맹수(猛獸)가 나오는 위급한 경우를 당할지라

도 그 어머니는 기색도 변치 않는 지혜 있는 술책과 담력(膽力)에 나는 탄복하였던

것이다. 또는 그 후 상해(上海) 시대에 근처에서 가끔 큰 싸움이 일어나면 그 어머

니한테 와서 타협의 재판을 받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일 등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회상(回想)해볼 때 내가 평생에 그렇게 위대한 여걸(女傑)은 다시 보지 못

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범이 범을 낳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노령에서의 조마리아는 이미 ‘범’과 같은 여걸

이미지로 변해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담력은 물론 정확한 사려분별력에 따른 탁월

한 중재능력은 교포사회에서 커다란 지도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마리아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이들을 타협시키는

등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1920년 상해로 거처를 옮겨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와 더불어 한집에 살며 항일운동계의 대모역할을 했다.

3.3 안중근의 형제35)

안정근은 ‘전천후 독립운동가’라고 평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간도 특파원으로 선

발되어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 통합에 앞장섰으며, 1920년에는 청산리 전투에도

종군했다. 또한 대한적십자회 책임자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흥사단

등 각종 애국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정근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소설가 송우혜는 1992년에 발표한

독립운동가 안정근의 생애라는 선구적 논문에서 너무나 유명한 형인 안중근 의사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정근은 1885년 안태훈과 조마리아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청계

다. 형 안중근이 자기주장이 강하고 호걸형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성격이 순후, 온순

하고 인정이 두터운 외유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서는 청계동 서당에서 한학

을 7-8년간 공부했으며, 진남포로 이사 가서는 형이 세운 삼흥학교에서 신식교육을

35) 정운현·정창현(2017). 안중근家 사람들 -영웅의 숨겨진 가족이야기-, 역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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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오영섭, 2008). 1908년경에는 형의 뜻에 따라 서울로 유학을 떠나 1909년 3

월부터 양정의숙 법률과에 다녔다. 그해 9월, 양정학교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휴교령

으로 귀향했는데 얼마 뒤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차남인 그는 평소 형을 대신해 집안일을 챙겼다. 1902-1904년까지 자기집안 소유

의 농토에 대한 농사감독을 맡았고 진남포 시절에는 사업차 바쁜 형을 대신해 삼흥

학교 운영과 집안의 토지 관리를 전담했다. 말하자면 형제들 중에서 집안 살림꾼이

었다. 형이 순국한 후에는 모친과 형의 가족, 그리고 본인과 동생 공근의 가족 등

대식구를 이끄는 가장 역할을 했다.

1910년 5월경, 안정근은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길에 올랐

다. 동생 공근은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이들이 연해주를

망명지로 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곳에 형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

다. 게다가 연해주 일대는 안중근의 활동무대였고, 하얼빈 의거로 안중근에게 우호

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한인 지도자들은 ‘안응칠유족구제회’를

결성해 안중근 추모사업과 함께 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박태균, 1992).

안정근은 일가를 거느리고 연해주 의병의 본거지이자 ‘단지동맹’의 현장인 연추로

가서 한인 지도자 최재형의 집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안정근은 동생과 함께 러시아

어 공부를 하면서 생활기반 조성을 하였다. 그러나 이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

일제 밀정들이 이들 형제와 가족의 동향을 일일이 감시했다. 결국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였다.

무령 시절 그에게는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다. 그의 이력서에는 1911-1912년까지

’아라서 보병‘으로 근무했다고 되어 있다. 그는 1912년에 동생 안공근과 함께 러시

아 정부에 귀화선서를 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또한 단순히 군에 입대만 한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장교 신분으로 참전하기도 했다(오영섭,

2008).

당시 안정근 집안의 넉넉지 못한 생활비를 충당해 준 사람은 그의 장모 왕재덕이

었다. 황해도 신천의 만석지기 갑부였던 그의 장모는 사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거금을 보내주었다. 안정근의 부인 이정서가 몰래 국내로 들어와 옷 속에 숨겨 가

져가기도 하고 더러는 국내 천주교회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오영섭, 2008).

1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재러 한인들에 대한 감시

와 탄압은 더해갔다. 안정근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일제는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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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황실 총영사 외무부는 연해주 군총독에게 비

밀문건을 보냈다. 권업회 해산과 기관지 권업신문 폐간, 그리고 반일성향의 한인 지

도자들을 연해주에서 축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문건 속에는 축출대상자 21명이 명단

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이동휘, 이동녕, 계봉우, 이범윤, 이갑 등을 비롯해 안정근·

안공근 형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연해주 행정청은 8월 22일에 니콜리스

크-우수리스크 경시총감에게 안정근, 안공근, 이강 등 3인에 대한 직업, 품성, 가족

사항, 사회적 지위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니콜리스크-우수리

스크 지역 경찰서장은 9월 21일에 답신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광재,

2006).

안정근: 1912년 러시아 국적 취득, 보리소프스카야읍 농민조합 소속, 니콜리스크

거주, 상업, 처와 3자녀 부양

이때까지만 해도 안정근은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었다. 경찰서장의 보고가 있던

그달 9월에 고태규 등 북만주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 밀정 김정국을 처단했

다. 김정국은 블라디소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스파이 협의를 받고 있었다. 이

일로 고태규 외 2명은 체포되었으나, 안정근은 몸을 피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취급하고 두 사람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안정근은 당시 러시아 국적자여

서 일제가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다(오영섭, 2008).

안정근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대로 몸을 피하여 니콜리스크 병사관에 출두해

국민병 종근을 자원했고 곧바로 하바롭스크 병영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은 훗날 안

공근이 한인애국단의 특무공작을 벌일 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연해주 시절 안정근은 또 하나의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에 안정근은 기후

풍토 여건상 벼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니콜리스크에서 사상 처음으로 벼농

사에 성공했다. 그해 5월에 모를 심고 8월 초에는 200석가량을 수확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지 러시아인들과 학생들이 농장을 견학했으며, 일제도 이를 주목했다(도진

순, 2009).

니콜리스크에 자리를 잡고서 한창 성공해 가던 안정근이 돌연 중국 상하이로 향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가을 무렵의 일이다. 니콜리스크에 일군

벼농사 농장과 여타 사업은 동생 안공근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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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이 상하이로 향한 이유는 표면상으로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형 안중

근의 딸 안현생과 아들 안준생, 본인의 장남 안원생, 그리고 동생 공근의 장남 안우

생 등이 그들이다. 안원생은 이미 2년 전에 상하이로 건너가 중법학당과 남위열 중

학에서 수학했다.

안정근이 니톨리스크를 떠난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 한

인사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갈등, 다른 하나는 평소 형님으로 모셔온 안창호의 요

청 때문이었다. 상하이 생활을 계기로 안정근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1917년 2월에 러시아혁명이 바람을 타고 러시아 한인사회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재러 한인사회는 토착한인과 이주한인, 반볼세비키파인 고려족

중앙총회와 친볼세비키파인 한족 중앙총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고 대동단결 차원에서 이듬해 1월에 한인사회당 창당이 논의되었다. 이때

안정근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세비즘을 반대했다. 이는 이동

휘와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재러 한인사회에서 안정근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오영섭, 2008).

이어 안정근이 발을 들여놓은 곳은 대한적십자회였다. 1919년 11월 20일 자 상하

이 독립신문에는 안정근 관련 기사들이 둘이나 실렸다. 1면에 실린 기사는 그가 임

시정부 내무차장에 임명된 사실을, 3면 기사는 대한적십자회 부회장에 피선된 사실

을 보도했다. 1919년 8월에 빈민구제를 목표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는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였다. 초대회장 이의경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어서 부회장인 그가 사실상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 취임 후 그는 회원모집대회를 비롯해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개소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송우혜, 1992).

1920년 7월 하순부터 10월 청산리전투 전까지 안정근은 독립단체 통합 마무리 작

업에 나섰다. 양보와 타협을 일체 거부한 대한구정서와 북벽주의 계열인 광복단을

제외하고 대한국민회, 의민단, 신민단, 한민회 등 4개 단체가 최종 통합을 했다. 얼

마 뒤 이들 4개 단체 연합부대는 대한국민회 사령관 홍범도의 지휘 하에 청산리 전

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안정근도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3일째 전투가

끝난 후 현장에서 긴급보고서를 작성해 왕상덕이 임시정부에 긴급히 전하도록 했

다. ‘간도의 상황’과 ‘간도시찰원 보고’라는 문건이었다. 이후 안정근은 상하이로 돌

아가지 않고 독립단체 통일과 지원 사업에 나섰다. 안정근은 1921년 3월까지 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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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머물면서 직·간접적으로 독립단체를 도왔다(정운현·정창현, 2017).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전역이 일본군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안정근

가족들은 중국 땅 어디에서도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영

연방에 속하는 홍콩으로 피신했다. 그의 가족은 안공근의 주선으로 광서로 이주했

다가 다시 홍콩으로 옮겼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안정근은 상하이로 돌아

왔다. 그는 한국적십자회의 회장과 한국구제총회 회장을 역임하며 동포들의 귀국을

지원하고 그들을 구호하는 사업을 펼쳤다. 초기에는 안경근, 안홍근, 안민생 등 여

러 친인척이 함께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는 대한민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갖고 활동했으며, 1949년 3월 17일에 안정근은 형이

잠들어 있는 뤼순에서 뇌암으로 타계했다.

안정근 이정서 부부는 슬하에 원생, 진생, 혜생, 미생, 옥생, 은생 등 2남 4녀를

두었다. 독립운동가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회고록 ‘임정의 품

안에서’ 안중근 가문 후손들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정운현, 정창현,

2017).

장남 안원생은 상하이 명문 자오통 대학을 나와 충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차

남 안진생은 이탈리아에 유학해 조선공학을 전공했고, 귀국하여 해군에 입대해 대

령으로 예편했으며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장녀 혜생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차녀 안미생은 십 대 소녀 때부터 상하이와 난징을 오가며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일했다. 나중에 김구의 장남 김인과 결혼해 김구의 맏며느리가 되었다.

삼녀 안옥생과 사녀 안은생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안공근은 1889년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에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오영섭, 2007b). 큰형인 안중근의 의거 직후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후

1909년 11월 중국대련으로 가서 안중근의 옥바라지에 매달렸다. 이후 1910년대 러

시아 연해주로 이주해 권업회에서 활동하였다. 1918년 2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와 이동휘가 주도한 한인망명자회의에 신민회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소비에트 정부의 단순한 후원만을 받고 순수한 민족주의 단체를 조

직하자는 ‘신민회 우파’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1920년 1월 안공근은 한형권·여운형과

함께 외교 교섭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견될 특사로 선정되었다. 7월에 이희

경이 중국 상해를 떠나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할 때 안공근도 함께하였다. 안공근과

이희경은 독일 베를린을 거쳐 1922년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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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정부를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귀환하였다(오영섭,

2002).

안공근은 1926년 2월 여운형의 뒤를 이어 상해교민단 단장에 취임하였다. 1926년

5월 이유필, 최창식, 오영선 등과 함께 독립운동촉진회를 결성하고 독립운동 단체의

대동단결을 주장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28년 3월 중국 상해에서 유기석, 윤호

연, 이을규 등과 함께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이재호,

2004). 1930년 1월 한국독립당에 참여하였고, 1931년 11월경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

국단 단원이 되면서 이후 김구와 함께 활동하였다. 한인애국단은 일제 요인 암살과

주요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후에 안공근은 부단장에 오른다. 1931년

이봉창 의사가 선서식을 거행한 곳과 윤봉길 의사의 사진을 찍은 곳이 모두 안공근

의 집이었다.

안공근은 1933년 박찬익, 엄항섭 등과 함께 친일 활동을 하는 상해한국인친우회

위원장 유인발과 옥관빈의 처단을 주도하였다. 1934년 1월 한인애국단원들과 함께

동북의용군 이청천 계열과 합동으로 중국 하남성 낙양군관학교 분교에 한인군관학

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훈련시켰다. 1935년 3월 흑색공포단 단원 엄순봉 등에게

조선인거류민회 고문 이용로를 처단하도록 지시하였다(한시준, 2000). 1936년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상임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37년 2월 장남 안우생과 함

께 한국청년전위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37년 8월에는 한국국민당 당원들과

함께 중국 상해에 잠입한 친일파 한인과 중국인 암살을 시도하였고, 한국국민당·한

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과 미국 내 독립운동 단체를 연합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

회를 조직하여 1938년까지 활동하였다. 1939년 중국 중경에서 실종되었다.

안공근은 인숙과 결혼해 우생, 낙생, 지생, 연생, 금생 등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우생은 충칭시절부터 김구의 비서로 일했는데, 귀국한 후 김구가 서거할 때까지 보

필했다. 안우생은 해방 공간에서 통일운동에도 열정을 쏟았고 그의 가족들은 북으

로 갔다. 차남 낙생은 윤봉길 의거 후 임시정부가 피난 길에 오르자 상하이에 남아

임시정부의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1917년에 태어난 장녀 연생은 충칭 시절부터 적

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이었다. 상하이 푸단대학을 졸업한 연생은 오빠 안우생 밑에

서 선전원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 아세아학원에서 어학과 미학

을 공부한 후 화가와 도자기 활동가로 활동하다 1949년 2월에 귀국했다. 귀국 후

그는 후암동에 있던 모친의 집에 기거하며 활동했으며, 1951년에는 제6차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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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1919년에 태어난 차녀 금생은 한국청년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광복군의 인면 전구공작대 대장 한지성과 결혼했다. 한지성은 공산군 치

하의 서울에서 서울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막내인 삼남 안지생은 전쟁

때 월북했다(오영섭, 2015).

3.4 안중근의 후손

안명근은 1879년 9월 2일 부친 안태현의 삼남 중 맏아들로 황해도 벽성군(城都:

해주시) 수양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안명근은 고향서 공부하고 있다가 1897년 11월

28일 부친 안태현과 함께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에서 빌렘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였다(이동언, 2008). 당시 황해도 지역은 안태훈과 빌렘신부의 적극

적인 포교활동으로 천주교 교세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안태훈의 권유로

1897년 청계동에서 그의 가솔을 비롯하여 이 지역 주민들 99명이 세례를 받았다(정

운현·정창현, 2017). 안태훈의 형제 중에서 맏형 안태진은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한

다는 책임감으로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포기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관계로 어려서부터 안중근의 의지에 감화되어 항일 독립

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안악면학회와 해서교육총회회원으로 교육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안악지역은 황해도의 애국 계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타지

역보다 앞서 안악지역이 신문화와 신교육이 보급되고 안악면학회는 1906년 안명근

등이 안악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구국과 민중계몽을 위해 조직한 교육계몽단체이다

(오영섭, 2002).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할 경우 지역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 효과도 그다지 크게 전파될 수 없으니 새로운 교육단체를 결성하여 교사를 양

성하는 사범강습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정황을 김구는『백범일지』에 다음

과 같이 기록하였다.

“황해·평안양도의 교육계로나 학생계에서 평양의 최광옥이 제일 신망을 가진 청

년이므로 최광옥선생을 연빙하여 양산학교에서 하기 사범 강습을 개설하였다.”36)

안악면학회는 짧은 시일 내에 회원이 70여 명으로 늘었다. 안악면학회의 설립 목

적은 국권회복운동의 장기전으로 신교육과 민지계발로 청소년들을 계몽하여 독립사

36) 이동언(2008). 안명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권, pp.3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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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고취하고 많은 학교를 세워 교사들을 양성하며, 농사기술을 개량하고 공업을

장려하여 산업진흥을 도모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안악면학회의 운영 자금은

참여한 유지들의 재산을 일부 기탁하여 운영되었다.

1907년 봄 안악면학회 인사들은 사범교육과 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재 발간을 위해

출판서점인 면화서포를 설립하였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1907년 4월 15

일 양산학교에서 안악면학회 주최 춘계대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운동회는 은율·장

연·재령·봉산·신천등지와 백리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 있는 37개 학교 천여 명의 학

생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안악면학

회의 활동을 감시하던 일본 통감부에서는 운동회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안악군 소학교에서 춘계 대운동회가 열리는 일은 이미 보고되었거니와 금월 15

일에 각처 37개 학교가 훈련장에 모두 모이니, 천여 명 학도가 북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니 대오의 질서가 정연하고 관람자가 병풍을 둘러치듯 모여들었다.

상오 9시부터 시작하여 하오 4시에 이르기까지 산술 작문 경주와 체조운동을 차례

로 시험하고 각 학생들이 연설하였다. 그다음 날 하오 9시에 내빈 중 신사 최광옥

씨는 ‘사람’이란 문제로, 미국선교사 푼스씨는 ‘대한독립’이란 문제로 연설할 때에 장

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갈채를 보내고 준비한 물품은 이때에 판매를 시

작하였다더라.”

이와 같이 안악면학회가 주도하는 교육구국운동이 황해도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자

일제 통감부는 안악면학회와 관련 인사들을 주목하고 감시하기 시작하였다(정운현·

정창현, 2017). 교육총회의 활동은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

였다.

안악사건에 김구·안명근을 비롯하여 해서교육총회 인사가 대거 연루된 것은 이러

한 배경 때문이었다(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2010). 또한 양산학교는 원래 소학교

였는데 신민회가 창건되면서 중학교로 개편되었고, 양산중학교는 안악군뿐만 아니

라 황해도지역 신민회지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고 교육구국운동의 모범이 되었

다(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2010). 그러나 양산학교는 1910년 11월 안악사건으로 인

하여 안악군 신민회 회원들이 대거 체포됨으로써 폐교되고 말았다(정운현·정창현,

2017).

1907년 6월 광무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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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특사로 이준·이상설·이위 총 3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일제의 한국

침략상을 폭로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국제열강의 지지와 원조를 호소하고자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2018). 헤이그 특사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 알려지자 일

제는 을사 5 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광무황제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천

황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18).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인

들은 국가의 수치라며 크게 반발하며, 함경도 신천에 전해지자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어가동도 저지를 결의하고 60여 명의 결사대가 조

직되었다. 결사저지를 위해 신천의 부호 이원식이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결사대

대표로는 안명근·김한상·곽임대 3인이 선출되었다.

1910년 11월 안명근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 애국계몽인사들이 서간도에 무관학

교 설립을 목적으로 부호들에게 자금모금을 추진하던 중 일제에 발각된 사건으로

일명 ‘안명근사건’이라고도 한다(정운현·정창현, 2017). 안중근의거 이후 안명근은 경

술국치 후 독립전쟁의 목적으로 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관서지방에서 군

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어 11월 21일 신천군 대정면 본산동 민병찬을 찾

아가 2천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협박하여 승낙받았다. 이후 안명근이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모금에는 실패하였다.

빌렘 신부와 뮈텔 주교가 안명근을 일제에 밀고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이 이유가

있었다. 빌렘 신부는 안중근의거 소식을 안명근을 통해 확인한 후 안중근 친지들이

참석한 미사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강론하였다. 안중근은 사형이

확정되자 뮈텔 주교에게 빌렘신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안명근

이 뮈텔 주교를 직접 방문하여 빌렘 신부를 보내줄 것을 청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

다. 빌렘신부는 뮈텔주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0년 3월 2일 여순으로 향하였다.

주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려순 감옥에서 안중근을 면회하고 돌아오자 뮈텔주교는

빌렘신부에게 2개월간 성무 정지령을 내렸다. 빌렘신부는 성무정지령으로 극도로

악화된 뮈텔주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안명근의 밀고를 통해 관계회복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빌렘신부와 뮈텔주교의 안명근 밀고행위는 당시 천주교 외국

신부들이 한민족의 시대적 고난과 독립운동에 얼마나 냉담하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은 오히려 일제의 한국강점을 인정하고 제국주의 열

강의 세력 판도변화를 주시하면서 선교만을 중요시하였다(차기진, 2001). 일제는

1911년 l월에 안명근의 계획에 찬동한 바 있는 원행섭·박만준·한순직 등을 체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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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이 이른바 ‘안악사건’이다(정운현·정창현, 2017).

안명근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1912년 아들을 면회한 후 모친 김

씨 부인은 기절한 후 병을 얻어 치료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안명근의 동생이 모친과

함께 1913년 봄 황해도 신천을 떠나 북간도 육도구로 이사하여 지내다가 1913년 7

월 상순에 별세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또한 안명근의 부인 권수산은 21살 된

맏아들 교생과 8세 된 둘째 아들 양생과 함께 중국 목동현과 러시아 하바로프스

크，소왕령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20년경 무렵에 고향 황해

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귀향한 것으로 보인다.

안명근은 안악사건으로 일제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경성형무

소에서 복역하다가 1924년 4월 9일 가출옥 되었다(정운현·정창현, 2017). 안명근은

처음 무기징역에서 여러 차례 감형이 되어 1925년 4월 황해도 신천 처가로 갔다(정

운현·정창현, 2017). 4월 11일 오후 l시 21분에 사리원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었는데

동지 이승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인 4월 12일 신천 청계동 고모 댁으로 출

발하였다(김기현, 2002). 신천에서는 동지 배경진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친구들이

환영하였고, 신천시내 유지들이 안명근 환영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일제 경찰관헌

들이 환영회를 불허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출옥 당시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왼쪽 눈은 시력이 없다시피 되어 청계동 구택에서 부인 권수산과 함께 과수재배로

지냈다. 안명근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27년 7월 7일 길림

성에서 병으로 순국하였다(최서면, 1979). 안명근의 중국에서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민생은 1912년 안중근과 같은 황해도 신천군 두루면 청계동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이름은 창중이었다. 형 안호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갔다가 일찌감치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 상하이와 만주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아버지와

형이 떠난 후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와 삼남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김삼웅,

2009). 3.1운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극동조선인학교 교장으로 반일운동을 하던 형

안호생이 교원들과 함께 무링 경찰에 체포되어 하얼빈감옥에 2년여 동안 수감되었

다. 다행히 안민생은 형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안민생의 기록에 따르면

안호생 등이 수감되자 북만주의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한

다. 친척들도 구명운동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제

가 만주를 침략하자 안민생은 농민들과 함께 일본군의 군사물자 수송 통로인 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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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의 철로를 파괴하고 철도 전신주를 불태우는 투쟁에 참여했다. 안민생도 동생

창은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다.

1932년 여름에 일본군의 항일부대 유격근거지 토벌작전이 전개되자 흑석진 전투

를 주도해 승리를 거두었다. 1933년 전반기에는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항일근거지

포위 공격에 맞서 60여 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며 끈질기게 투쟁해 이들을 격퇴했다.

안민생은 주로 판스, 허텐, 둔화현 등지에서 무장대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다. 만주군에게 잡혀 양쪽 다리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된 것이

다(정운현·정창현, 2017).

몇 년 후 안민생은 또 하나의 비극적 소식을 접했다. 함께 무장대에 참가했던 동

생 안창은이 일본군과 격전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안민생은 전사 당시 안창

은이 구국의용군 제18군단장이었다고 기록했다.

1935년 안민생은 상처가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포들의 권유로 천강소학

교에 안명희라는 가명을 쓰며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지린 헌병사령부에 체포되어 지린 경무소 지하실에 갇혀 고생을 하다 다

시 지린성 신개문 일본 헌병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해 허리뼈 한 마디가 삐뚤

어지기까지 했다. 안민생은 중국 친구들의 요청으로 더저우시 행정과에 직원이 되

어 아직 조국을 떠나와 갈 곳이 없어 잔류하고 있는 동포들과 남북으로 우왕좌왕하

는 동포들을 위해 그 뒷일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최서면, 1979).

안춘생은 1912년 8월 12일 황해도 벽성에서 태어났다. 1931년 9월 그의 나이 열

아홉 살 때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안춘생은 당시 헤이룽장성 주석으로 있던 마잔산

장군을 따라 항일운동에 나설 결심을 했다. 그러나 마잔산부대가 이미 떠난 후여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할 수 없이 그는 진로를 바꿔 상하이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1936년 6월 20일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6개월 뒤 장쭤린이 장

제스를 연금하는 소위 시안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장제스 구출임무를 띠고 이 작전

에 참가했다. 이듬해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이 터지자 그는 8월에 상하이

전투에도 참가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그가 지휘한 소대는 일본해군 육전대

사령부를 공격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8월 20일경 안춘생은 인상항 보산지창전투에

투입되었다. 일전불사의 정신으로 싸운 끝에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중국군

은 상하이를 내주고 철수해야 했다. 철수작전 당시 그는 왼쪽 허벅지에 기관총 관

통상을 입고 쉬저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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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1943년 사이에 안춘생은 장·사병 30여 명을 일본군으로부터 탈출시켜 광

복군에 편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적지에서 적군에 소속된 병사들을 탈

출시키는 작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안중근의사숭모회, 2015).

안춘생의 형 안봉생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1908년 황해도 벽성에서 태어난 그

는 1917년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1927년 9월에 중국 지린성 주하현에서 김

좌진의 부탁으로 동지 규합에 힘썼고 1931년부터 1932년 사이에 독립투사 양성소인

도왕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반만항일군 조직에 적극 노력했다. 1933년 1월에 일

본영사관원이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빨리 몸을 피해 상하이로 탈출했

다. 그 후 당숙인 안정근, 안공근, 안경근의 지시로, 동생 안춘생을 비롯한 중앙군관

학교 지망생 30여 명과 함께 난징의 중앙군관학교에서 엄항섭, 조완구, 차이석 등의

임시정부 요인을 보좌했다(조광b, 2010).

1935년 9월에 만주로 가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라는 안공근의 특명을 받고, 헤이롱

장성 란시현에 도착해 삼합 농장주인 오영려와 제휴해 청소년을 모아 독립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친일파 정준수의 밀고

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일제의 요시찰인물 제1호로 지목

되어 감시받다가 광복 후 귀국했다.

안정근의 장남 안원생도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05년 황해도 안악에

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다가 1919년 상하이로 근거

지를 옮긴 후 여기서 명문 자오통대학을 다녔다(오영섭, 2008).

대학 졸업 후 그는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동향인 김구를 따라 독립운동한 김보연

의 딸과 결혼했다. 1930년대 초 난징으로 간 그는 김구의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부

친과 함께 흥사단 원동지방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안원생은 1942년 1월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직원으로서 선전위원을 겸하였으며, 1943년 4월에는 외무부 외사

과장 겸 선전부 비서를 역임했다. 또한 한국독립당에 입당하고, 1944년 4월에는 다

시 주석판공실 비서직을 맡았다.

특히, 임시정부 외무부에 근무하던 시절 안원생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43년 7월 26일에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미국식에서 유족대표로 나와 목멘

추도답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취직해 근무하다 1947년에

미국 공보원 인천분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전쟁이 나자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

아 등지에서 미국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정운현·정창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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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 결

지금까지 안중근 가족의 독립운동 생애를 통해 그들 가족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 사상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소결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중근 가족은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 안봉근의 장남 안호생을 제외한 대부

분 가족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열정을 바친 가문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

격을 이유로 갖은 시련과정을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까지 독립운동 최고의 가문으로 남겨져 있다.

둘째, 안중근의 가문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중근 집안이 갖고

있는 상무적 정신과 더불어 해주에서의 집안재산에 기인한다. 상무정신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들 재산적 자원이 없었으면 독립운동의 뜻을 유지하기가 어

려웠을 것이다.

셋째, 안중근 집안의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

격과 더불어 안중근의 사형집행에 의해서다. 또한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동양평화 사

상은 안중근 집안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집안에 그대로 전이되어, 독립

투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제시하였다.

넷째, 안중근의 집안은 독립운동과정에서, 일제의 탄압 및 회유 공작을 받았으며,

무장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계적 상황에 처하는 등 많은 역경과정을 겪었으나, 그 역

경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위한 의지를 강화시켰다.

다섯째, 안중근 집안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의 지

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도 있었다. 안중근 가족끼리의 의지,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김구, 안창호, 최재형을 비롯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안중근 집안

에 대한 사회적·재정적 지원 또는 안중근 집안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

을 발휘하였다.

안중근과 안중근 집안은 현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가문임에는 틀

림이 없다. 그러나 안중근과 안중근 집안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 인정받기까지에

는 상당한 시일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지금이나마 안중근과 안중근 집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들 가문에 대

한 최소한의 예의를 기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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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역경이 무

엇이며, 그 역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역경 이후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를 우

선 탐색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역경의 극복과정과 가족 레질리언스들은 무엇인

지 생애 속에서 찾아보고, 그러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시

너지 효과가 나는지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안중근 가문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 가족이며, 한국 보훈 사상 가장 서훈

을 많이 받은(15인) 가족들이다. 아울러, 특히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

했던 가족들의 기록이며, 안중근 위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종교를 넘

어선 영성에 대한 질문과 세계 평화로 가기 위한 인본주의적 철학과 동양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도진순, 2019).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신성인한 생애를

가진 위인의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을 찾아내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응용은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가

족의 힘을 길러내는 가족 가치와 가족 규칙, 가족체계, 가족의사소통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부모들과 가족생활공동체의 건강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초자료와 전략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안중근 연구들이 기초연구, 단행본, 연구논문, 문화예술분야에서 총 582편

의 연구와 작품이 발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37)(장석흥, 2019 재인용).

그중 연구 논문의 경우 연구주제별로는 동양평화론(46), 의거관련(45), 사료관련

(32), 생애 및 독립운동(23), 종합적 연구(22), 관계인물(20), 천주교관련(18) 등으로

연구되었지만(장석흥, 2019 재인용), 가족 레질리언스 관련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갖은 고난을 겪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의연했던 안중근의 생애

사적 역경과 그 역경을 견디어내는 과정의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안중근을 성장시

킨 원가족과 결혼 후에 형성된 가족생활공동체의 가족의 힘들에 대해 빗대어 그러

한 가족의 주요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37) 조광(2010a). 안중근 연구100년, “안중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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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현재까지 발표된 안중근과 안중근 가문에 대한 논문, 위인전, 자

서전, 논평, 신문, 문고 등과 학술연구 정보서비스에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수

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안중근기념관의 <안중근 아카데미>를

15주간 수강하였으며, 안중근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정보를 접목하였다. 연구의 관점

은 생애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용하는 시간성, 맥락성, 관계성, 정보의 정확성에

근거하였고, 가족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의 분석은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

언스를 토대로 하였다. 기존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은 현존하는 가족원들의 인

터뷰들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작고한 위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

는 결국 제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삶

의 귀감이 되는 위인들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인으로 선정되는 경

우에는 개인의 강점 이외에도, 가족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역동과 영향력이 분명

히 있다는 점이다(정민자와 윤경원, 2016).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안중근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의 생애사

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사적 접근에서 안중근이 살던 시대는 대한제국이 쇠퇴하던 시기로 국

권이 소멸해 가는 정치상황과 열강의 침입과 각축 속에서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지

고 있었다. 그럼에도 안중근 가문은 황해도의 무반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성장기에는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고, 오히려 호연지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존경하던 조부와 부친의 죽음, 크고 작은 생의 사건들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의병투쟁의 고난과 단지동맹을 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결연

한 활동, 생명을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한 결행과 투옥 및 사형 선고와

교수형 등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역경이었다. 역경의 순간들에 분노하고 충격

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그는 역경 후 성장을 이룬 의연한 성인

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역경의 순간마다 굳건한 의지로 또는 가족의 지지, 주변의

도움 등으로 희망과 목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인지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

는 글쓰기와 시와 서예를 남겼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안중근의 역경

은 생사를 넘나들 만큼 강력했고 감정을 넘어 초연하게 대처하는 역량의 소유자였

다.

둘째, 안중근 가문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Walsh(1998)의 세 차원에서 분석했을 때,

현대의 가족이 추구하는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실천하는 점이 드러난다. 즉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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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체계에서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내려오는 문무를 겸비하되, 무관으로서 훈련된

기질과 호연지기, 확대가족 60여 명이 집단으로 천주교를 종교로 삼아 천주(하느님)

중심의 사랑의 법칙과 영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곧 현실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과 천국을 받아들임으로써 순교자적 신념체계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초월적 영성은 전교여행을 통해 더욱 굳어졌고, 천주교 교리를 넘어선 초월적 영성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 사유 15개 참고)을 지닌 성인이었다.

셋째, 가족의 조직 유형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성장기에 풍부하였고, 결혼 이후

에도 가계경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확대가족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경제단위가 개별 중심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안

중근을 대신하여 가업과 재산의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가,

투사로서 안중근활동은 경제적 문제를 떠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안중근의 가문은

선친으로부터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또는 독립운동

활동가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는 안중근의 순

국 이후에도 가족의 가치로서 가문에 녹아들어, 대한독립을 이룰 때까지 후손들도

독립운동 활동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어느 가족이나 생존을 위해 가족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언어적 대화

이외에도 비언어적인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채널을 가져야 하는데, 안중근 가의

의사소통은 질 높은 소통 문화를 갖고 있었다. 특히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특히 조마리아의 편지(소식)와 행적에서 나타난다. 가족

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천당에서 좋게 다시 만나자는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직접 만든 수의를 받고,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가족관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최고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의 순간에도 의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준비한

안중근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안중근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안씨 집안의 상무적

DNA는 안중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탄압이 심했던 일제 강점기에 가족

원 모두가 온몸으로 저항하고 활동한 리더였음을 알 수 있다. 15명이 국가 서훈 대

상자를 낸 것은 한국 독립운동 가문의 1위에 빛나고 있다. 동생들과 사촌들은 여전

히 열혈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후손 대에도 임시정부 또는 김

구, 안창호 등과 함께 국가 민족의 독립에 투신했다. 우리는 여기서 안중근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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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쟁이 빛난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가문의 가족 레질리언스

가 가족가치로, 즉 가족의 신념체계로 공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가족원들이 목

숨을 걸고 독립투쟁사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 가족의 힘과 역동

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한 시대의 영웅으로서 안중근을 말할 때, 가족사를 제외하

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중근 정신은 가족의 선친들과 학문의 연마,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 민첩한 행동, 다양한 조직과 독립운동가들 간의 교류, 네트워

킹 능력, 위기와 역경 속의 의연함 등은 한 개인의 역량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결

과론적이다. 인생의 생애는 생애과정이 시간과 공간, 맥락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씨실과 날씰의 짜임이다. 따라서 안중근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들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과 극복과정 역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안중근을 둘러

싸고 있는 생태환경과 가족원들 역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생애과정

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만남이다.

안중근의 이러한 연구틀은 앞으로 안중근가족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나 아동교육에 있어 정의감이나, 애국애족의 가치, 가족공동체의 소중한 의미 등을

제공할 수 있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치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시적으로는 안중근과 그 가족의 생애사를 통해 분석한 가족 레질리언스

세 가지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가족교육과 차별화된 가족의 기능·안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현대 가족은 기존 과거의 가족과는 달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한 채 별다른 준비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결혼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태어

나면서부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다 보니 자녀교

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움을 호소하는 가정도 많다. 이와 같은 현재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

그램들은 일부 가정생활에 문제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와의 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가족의 기능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가

족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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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들 가정들이 대부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 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가족 자신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족 내의 문제를 외부화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 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 구성원끼리 진

행할 수 있는 가정 내(in-home)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

그램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완

화를 위해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 가족 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고

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TV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 말기의 한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위인의 반열에 오른 안중

근의 생애 및 안중근 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밝혀내어 현대의 가족생활에 있어

서 어떤 점이 시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생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헌만을 통해 분석한 연구

이기 때문에, 살아 생존하는 연구 참여자의 구술면담과 내러티브에서 분석할 수 있

는 세밀하고 생생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안중근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이 주변 지인들과 역사적인 기록물인 점을

고려하면 객관화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시대적 필요

이거나, 위인으로서 그리고 현명한 사상가로서 존경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치와 평가를 고려해 볼 때, 안중근 가족을 둘러싼 생애사를

살펴보았다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89 -

참 고 문 헌

강민수(2011). 신사임당의 정서능력 발현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사편찬위원회(2018).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곽노련(2000). 안중근과 평화, 을지출판공사.

권문희(2009). 초등교과서에 수록된 위인 10인의 영재성 요소, 가정환경, 부모양육방

식 특징에 관한 질적 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갑득(1975). 안중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순(2010). 이혼 여성 한 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정 및 모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태(1976). 안중근의거와 국내외 언론의 방향, 이화여대 이해교수회갑기념논문.

김고은(2011). 장애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

연구 42(2), pp.443-465.

김광재(2006).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비교연구, 사학연구 84권, pp.191-241.

김구(1995). 백범김구 자서전 백범일지, 서문당.

김구(1988). 백범일지, 일신서적.

김구(2008). 백범일지, 나남신서.

김구(2009). 백범일지, 백범김구선생숭모사업회.

김금희(2007). 위인 그램책 주인공이 어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한국

문예비평연구, 22권, pp.93-114.

김기현(2002).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도형(2008). 대한국인 안중근자료집, 선인.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

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삼웅(2009). 안중근평전, 시대의창.



- 90 -

김송미(2012). 빈곤결혼이민 여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레질리언스 관점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

향: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옥(2011).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및 신규수급자 급여액 장기전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승권(2012).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89권, pp.5-24.

김안자(2009). 가족 레질리언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7

권, pp.73-102.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프로그램 개

발과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 14(4), pp.69-90.

김영숙(1965). 열렬한 반일 애국렬사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옥중투쟁, 역사과학 3호.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Ⅱ, 서울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천(2014). 질적연구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천·한광웅(2004).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22권 4호,

pp.49-81.

김영천·한광웅(2012). 질적 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권

3호, pp.5-43.

김우종(2018). 안중근 생애와 사상,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김우종·리동원(1998). 안중근의사, 흑룡간조선민족출판사.

김옥희(1997). 안의사의 독립운동, 안중근과 동양평화학술회의 자료, p.30.

김은정(2013). 한부모의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17권 4호, pp.137-159.

김정자(2012). 울산시 손자녀의 가족생활특성과 우울감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화(20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생애사를 통해본 유아교육자의 삶, 배재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환(2011). 뮈텔 주교 재임기의 교세변화, 교회사연구, 37집, pp.5-39.

김지현(2018).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 본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 울산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91 -

김진희(2011).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16권 3호, pp.85-107.

김창수(2002). 안중근의거의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0권 국학자료원.

김택중(2012). 의사 전종휘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성의 한 초상, 인제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형찬(2008). 이승만의 생애와 신앙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일(1998). 사진과 유묵으로 본 안중근 의사.

김흥수(2001). 안중근의 생애와 동양평화론, 논문집 46권, pp.85-111.

김흥수(2002). 안중근의 인권 사상과 공동체 의식, 안중근의사숭모회.

나명선·조규석(1993). 대한국인 안중근, 세계일보사.

노형호(2002). 안중근토마스의 포교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신앙과 민족의식의 통

합 측면에서, 인천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음 백과사전(2017). 매라비언법칙.

도진순(2009). 안중근 가문의 백세유망과 망각지대, 안중근하얼빈학회 학술발표논문.

도진순(2019). 안중근의 죽임과 죽음, 전쟁과 평화 – 동양평화론과 안중근 유고, 안

중근기념사업회.

류동신(1985). 안중근과 그의 동료들, 송화강.

류숙희(2004).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과정 연구: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용린(2004), 백범 김구의 형성과정 탐색: 한 위인의 다중지능 분석보고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윤희·한기순(2010).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비교, 영재교육연

구 20권 2호, pp.395-426.

민지원(2014).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통제감을 매개로 역경후 성장 및 우울

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현순(2007). 뇌손상 가족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탄력성 향상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식(1970). 국가적 영웅의 사례를 통해서 본 군 리더십 제고방안 연구 –이순신,

안중근, 김구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4권.

박노련(2000). 안중근과 평화, 을지출판공사.



- 92 -

박도(2010). 영웅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의 자취를 찾아서, 논빛.

박보리스 드리트리예비치·박벨라 보리소브나(2009), 제3회 국제학술대회 안중근 의

거에 대한 인식, 안중근기념사업회.

박보리스(1997). 안중근의 위대한 업적,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박서윤(2013). 다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과 한국남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Biographyresearch)를 중심으로,

원미사.

박세영(2012). 조선중기 여성상에 대한 고찰: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건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식(1914). 안중근전, 상해 대동편집국.

박은식(1975). 안중근전, 박영문고.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3권

pp.257-296.

박종용(2012). 퇴계 이황의 공부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태균(1992). 민족운동에 몸 바친 비운의 안중근 일가, 월간 말 11월호.

박혜란․전귀연(2012).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생

활과학회지 제21권 6호, pp.1059-1082.

박환(2002).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0권, 국학자료원.

박환(2013).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백기인(2005). 안중근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변기찬(2001). 안중근의 신앙과 현양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교회사연구소, 16

집, pp.119-143.

변영인(2006). Stair의 가족신념, 가치체계 및 치로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복음과 상담 7권, pp.45-77.

새가정사(1972). 안중근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새가정 12월호(통권 209호),

pp.62-63.

서명석(2004). 장애인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 93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pp.671-701.

석말숙(2003). 중도지체장애인의 종교적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순인(2010).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에 관

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우혜(1992). 독립운동가 안정근의 생애, 수촌박영석교수 회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

사 논총, 탐구당.

신미숙(2013). 정신장애인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영숙(2018). 항일여성의 꿈과 사랑을 노래하다, 롤링북스.

신용하(1995). 안중근 유고집, 역민사.

신운용(1993). 안중근의거의 국제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신운용(2005). 안중근 의거의 사상적 배경, 한국사상사학 25권, pp.119-142.

신운용(2006). 독립전쟁기의 안중근, 안중근부자의 독립운동,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

년 기념 준비 제3회학술대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2006). 안중근 부자의 독립운동, 한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2008). 안중근의 의병투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4.

안성환(2010). 수영으로 살아가기: 수영선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중근(2009). (의거·순국 100년) 안중근: 독립을 넘어 평화로, 예술의 전당.

안중근(2014). 안중근의사 자서전: 안응칠 역사, 범우.

안중근(2018a). 안중근 옥중 자서전: 독립운동 민족의 얼, 부크크.

안중근(2018b). 안중근의사의 삶과 나라사랑 이야기:의사의옥중자서전,일곡문화재단.

안중근의사기념관(2018). 안중근의사 연구,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2010).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거 100주년기념 연구

논문집4, 채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2010). 안중근 학술연구지.

안중근의사숭모회(1979). 안중근 의사 자서전.

안중근의사숭모회(2001). 안중근 사상의 세계성.



- 94 -

안중근의사숭모회(2005). 도마 안중근.

안중근의사숭모회(2008). 안중근 의사.

안중근의사숭모회(2015). 다시쓰는 독립운동열전 –안중근의사의 가문.

양옥경·김연수(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

학연구논총 11권, pp.115-147.

양옥경·김미옥·최명민(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출판사.

양옥경·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권 2호.

오도열(2011). 안중근 서예의 유가 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도열(2015). 안중근의 의리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섭(2002).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0권.

오영섭(2007a). 개화기 안태훈(1862-1905)의 생애와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7권,

pp.7-44.

오영섭(2007b). 안공근의 항일독립운동-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 경인문화사.

오영섭(2008). 일제시기 안정근의 항일독립운동,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2호,

pp.65-119.

오영섭(2015). 안공근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숭실사학, 35권, pp.219-268.

오일환(2013).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민족사상 7권 4호, pp.65-98.

유숙희(2004). 백범 김구의 잠재능력 계발과정 연구: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순희(2013). 청소년문제 인성교육이 대안이다, 여성우리 49권, pp.36-37.

유순희(2016). 문화시민과 문화리더, 여성우리 55권, pp.38-39.

유용식(2007). 치매노인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

구, 38권, pp.31-50.

유정은(2013). 신사임당 예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로(1992). 사상가 안중근의 생애와 활동, 역민사.

윤경로(2010). 안중근의거 배경과 ⌜동양평화론」의 현대사적 의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6집, pp.137-176.

윤경원(2008). 위인전을 통해본 과학자의 가족 역동성과 강점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5 -

윤경원(2017). 위인 마리 퀴리를 활용한 가족 레질리언스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

램 개발 효과,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병석(1999). 안중근 전기전집, 국가보훈처.

윤병석(2011). 안중근 문집, 선인.

윤수희(2005).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1962). 대동공보.

이강(1999). 내가 본 안중근 의사, 국가보훈처.

이동성(2015). 생애사연구, 아카데미프레스.

이동언(2008). 안명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권, pp.331-358.

이미애(2012).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사

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광(2009). 안중근 불멸의 기억, 추수밭.

이승만(2011). 자산 안확의 생애와 체육사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현(2008). 맞벌이가족을 위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중앙대

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협(2013). 김종서 박사의 학문활동에 대한 생애사적 탐색: 초기 문해교육 연구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유리(2008). 주보호제공자가 인지한 정신장애인의 기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희·손정민(2008).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연구, 아동복

지학 27권.

이인수(2004).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심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

가족관계학회 9(2), pp.221-239.

이재호(2004). 안창호와 안정근·공근 형제, 도산학연구 10권.

이정연(2011). 한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인형 언어사용 원인분석,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중기(1999). 신앙인 안중근과 그의 의거에 대한 교회의 이해, 부산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08). 유교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 관점과 개인주의 관점: 중․고교 도덕윤



- 96 -

리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옥(2010). 가족탄력성이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창호(2018). 구국의 별, 안중근 평전, 벗나래.

이현희(2012).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탄력성증진프로그램구성 및

평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선(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선영(2013).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 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선택(2005). 신사임당의 자녀교육에 나타나 효사상 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순재(2012). 출판인 나춘호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아동도서 출판을 충심으로,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덕환(2019). 평화주의자 안중근의사, 해맞이미디어.

장석홍(1992). 안중근의 생애와 구국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장석흥(2019). 안중근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안중근의사숭모회.

전달수(2001). 안중근 토마스의 신앙과 덕행, 교회사연구 16권.

전혜성(2007).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

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권, pp.425-428.

정경희(2006). 대안학교장의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과 표출양식에 관한 생애사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희(2016). 대안학교장의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과 표출양식에 관한 생애사, 인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민자·윤선아(2014). 다문화가정의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권, pp.259-282.

정민자·박무성(2015). 이혼 예방을 위한 예비부부교육 요구도 분석,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Vol.24 No.3, pp.263-295.

정민자·윤경원(201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인의 최근동향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권 11호.



- 97 -

정민자·장현희(2018). 음란물 매체에 노출된 초등학교 아동을 상담한 학교상담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7권 2호.

정운현·정창현(2017). 안중근家 사람들 -영웅의 숨겨진 가족이야기-, 역사인.

정치영(2007). 이순신 장군의 지도자적 역량과 임진왜란 전쟁수행에 관한 연구, 목

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주(2008).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미치

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권 3호, pp.47-74.

조광(1994). 안중근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전쟁, 두루서가원.

조광(2010a). 안중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채륜.

조광(2010b). 안중근 의거 이후 그 가문의 동향-안중근 연구의 성과와 한계, 채륜.

조동걸(2001). ｢安重根義士 재판기록상의 인물 金斗星考｣, 韓國近 現代史의 理想과

形象, 푸른역사.

조동걸(2011). 안중근의사 재판기록사의 인물, 교회사연구소.

조문기(2012) 마라토너 서윤복에 대한 생애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신호(2015). 이순신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영선(2004).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모델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지혜경(2011). 중년의 외상후 성장경험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기진(2001).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과 그 영향, 교회사연구 16권, pp.11-15.

천혜정·임유미(2007).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혼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

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집 3호, pp.123-146.

최경애(2008). 유아 교육 현장에서 역사 인물 탐구에 대한 연구, 위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보육연구 1권 1호, pp.135-152.

최병영(2015). 안중근 평화 프로세스의 모형정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서면(1979). 안중근 옥중 자서전, 열화당.

최서면(1994). 새로 쓴 안중근의사, 집문당.

최원식(2010). 동양평화론으로 본 안중근의 장부가, 창작과 비평 Vol.38. N0.2.



- 98 -

최이권(1991). 애국충정 안중근 의사, 법경출판사.

최이권(2001). 근현대사의 이상과 현상, 법경출판사.

최정숙(2009). 중년기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 개발연

구.

한국가족복지학 27, pp.175-208.

최정희(2012). 치매노인 부양자의 특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홍규(1975). 안중근사건공판기, 정음사.

하얼빈 안중근기념관(2019). 용정의 역사와 항일독립운동.

하정호(2008).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201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동주(1997). 일본사의 위인, 한국사에서의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 역사비평 41호,

pp.363-374.

한상권(2004). 안중근의 하얼빈거사와 공판투쟁,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pp.287-320.

한상권․김현영(2006). 안중근 연구의 기초–공판기록 관련자료에 대하여, 경인문화.

한시준(2000). 안공근의 생애와 독립운동, 교회사연구 15권.

허진(2012). 이순신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혜선(2016). 해방공간의 출판계와 위인전, 역사연구 30권, pp.127-147.

홍강의(2014). 소아정신의학-DSM-5에 준하여 새롭게 쓴-, 학지사.

홍정애(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 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병훈(2010). 안중근을 보다, 해피스토리.

황재문(2010). 안중근평전: 평화를 위해 총을 겨룬 인간의 다면적 초상, 한겨레.

Alheit, P.(1990) 'Biographizität' als Lernpotential: Konzeptionelle Überlegungen

zum biographischen Ansatz in der Erwachsenenbildung. In Krüger, H.-H.

& Marotzki, W.(Eds.) Opladen, Leske+Budrich.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https://en.wikipedia.org/wiki/DSM-5.

Barnard(1994). Resiliency: A shift in our perception, American



- 99 -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35-144.

Biesta, G.J.J(2011). God utbildning i mätningens tidevarv. Stockholm: Liber.

Calhoun, L. G., & Tedeschi, R. G.(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23). Mahwah NJ: Erlbaum.

Cole, Ardra L.(1994). Doing Life History Research--In Theory and in Practice.

Draft.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371005.pdf.

Coyle, M.B., et al.(2005). Manual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Dale R. Hawley(2010). Clinical Implications of Family Resil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ume 28, Issue 2, pp.101-106.

David G. Mandelbaum(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

Anthropology 14(3): 177.

David L. Morgan & Margaret T. Spanish(1985). Social interaction and the

cognitive organisation of health‐relevant knowledge, Sociology of Health

&amp; Illness/ Volume 7, Issue 3.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 find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61-576.

Denzin, N. K.(1978). The research Act: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Y: McGraw-Hills.

Denzin, N.(1989). Interpretive Biography.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17. Beverly Hills, CA: Sage.

Dollard, J.(1935). Criteria forthe Life History:with analysesofsix

notabledocuments. YaleUniversity.

Epstein, Bonnie Wurlfing, Hardy, Thomas(1993). Inner landscape in three

Thomas Hardy’s women characters.

Gert Biesta(2011). Improving Learning Through the Lifecourse: Learning Lives.

Hawley, D. R.,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 100 -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38-298.

Hawley, D. R.(2010). "Clinical implication of Family Resil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01-116.

Joseph, S., & Linley, P. A.(2006). Growth following advers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1041-1053.

Mancur Olson(1993). Dictatorship, Democracy, and Develop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Sep., 1993), pp.567-576.

McCubbin, H. I., & Thompson, A. I.(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 37(3),

247-254.

McCubbin H I & M A McCubbin(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54.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93). Resiliency i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pp. 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r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Olson, D.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

(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Ojermark, A.(2007). Presenting lifehistories: A literature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CPRC workingpaper101.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Peterson C1, Park N, Pole N, D'Andrea W, Seligman ME(2008). Strengths of

character and posttraumatic growth. J Trauma Stress. 2008 Apr; 21(2):

214-7.

Patterson, J. M(1991),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d child’s disability,

Pediatric Annals, 20, pp.491-499.

Pedgett, D.K.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 101 -

Rewards, CA: Sage.

Roberts, B.(2002). Biographical research .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Sixbey, M. T.(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Flordi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Florida.

Smith, L. M.(1994). Biographical method.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286-305). Thousand Oaks,

CA: Sage.

Tedeschi, R. G., & Calhoun, L. G.(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Target Article: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Valentine, L., & Feinauer, L. L.(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 of childhoo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216-224.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Walsh, F.(2003). Spiritual resource in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Walsh(2007). Traumatic Loss and Major Disaster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Family Process, Volume46, Issue2 pp. 207-227.

Werner, E. E., & Smith, R.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102 -

Abstract

A Study on the Adversity & Family Resilience through

Ahn Jung-Keun’s life and Ahn’s family life history

   

Han, Bok-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Jung, Min-Ja, Prof.

The Ahn Jung - Keun family, which is to be discussed in this thesis, is

unequaled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nd is the family who

received the most conferment of a decoration(15 people) in Korean history.

Especially, it is the record of the families who suffered the most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hn Jung-Keun is a person who punished Ito

Hirobumi and proposed a spirituality beyond religion and a humanistic philosophy

advocating for peace in the East and a direction for world peace beyond the peace

of the East.

Therefore, this thesis attempted to understand how Ahn Jung-keun & his family

to overcome the hardship and adversity they experienced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find the essence of Ahn Jung-keun's great achievements and the

family's resilience, and to understand the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The data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basic research, book,

biography, monographs, book review etc, and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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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temporal, contextual, relationship, and information accuracy most

cited in life history. The analysis of family adversity and family resilience was

based on Walsh (1988) analysis and criteria.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Ahn Jung-keun adversity,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life history.

First, Ahn Jung-keun's family had traditionally been armed with a

martialism and worked for the nation and nation. Therefore, Ahn Jung-keun

experienced a Donghak movement, Eulmi affair, and Russo-Japanese war and

got awareness of foreign invasions and national consciousness. In addition, Ahn

Jung - keun 's independence movement was manifested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harsh environment and poor life of the people, of Joseonand

it was developed by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enlightenment movement and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movement in the future.

Second, Ahn Jung - keun suffered many adversities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such as conflict with colleagues, death of grandfather

and father, conflict with religion,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but it was not to have been discouraged, but sublimated into a

positive mind. An important part of Ahn Jung - keun 's process of overcoming

adversity was family support. Ahn Jung-keun's father, Ahn Tae-hoon, was a

lifelong companion, and his mother Joe Maria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Ahn Jung-keun. Also, his wife, Kim Aryeo, had a background in

the times, but she quietly supported him without raising any complaints about

the life of Ahn Jung-keun.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Walsh (1988) of family Resilience,

transcendental spirituality and positive meaning among the family belief system

are the most influential, and Connectivity and social and economic resource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organizational systems. In communication, clarity

and open emotional sharing were evident, and cooperative problem solving was

also a factor in promoting family resilience.

Fourth, Ahn Jung - Keun family is a family that many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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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te their passion for independence movement. Ahn Jung-keun did not stop

his enthusiasm for independence movement in all the hardships after sniping at

Ito Hirobumi. And so far remains the best family moveme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hn Jung - keun 's family was able to do independence movement

because of Ahn Jung - Keun' s martialism, family cooperation and family

support. No matter how excellent the militaristic spirit,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mean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f there was no social

support including these famili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family resilience through the life history of Ahn

Jung-keun and Ahn Jung-keun family. Through analysis of family resilience, we

will be abl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based on the life

analysis of other great people, family resilience, the process of overcoming

adversity and the importance of family power.

Second, this study is not a study of surviving characters but an analysis of

family resilience through historical figures. Until now, most family resilience

studies have analyzed the existing people, bu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amily resilience research through the historical person.

Finally, it is pointed out that family resilience can be applied to current

parents in various ways such a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arent education

need. Through the story development of the great men who have lived in a

healthy and meaningful way of life beyond the ages, meaning can be suggested

as a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the value of family,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parent education program or learning tool.

Key words: Ahn Jung-keun, adversity, family resilience, family life

history,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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