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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90여 년 전 선대들이 거족적으로 들고 일어난 3·1운동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지낸다. 게다가 1919년 3·1운동을

몸으로 겪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 이제는 교과서나 기사, 소설, 기록사

진같은간접적인자료를통해서만접할수있을뿐이다.

그러나 3·1운동은 국권을 침탈당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에 굴

하지 않고 굳건한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선대들의 이야기

로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3·1운동은 보통 기미독립선언

서에 서명한 33인의 공로로 촉발되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3·1운동을 전후해서 많은 선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고

이에 동조한 한민족 갑남을녀의 희생도 엄청났다. 3·1운동은 바로 우

리 할아버지, 할머니 들의 이야기이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한반

도의 독립이 의제로 다뤄진 것도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다. 지금의 우

리는그분들덕에풍요롭게살고있는것이다.

어엿한 독립국가로 나라가 선 지도 60여 년, 대한민국은 GNP(국민

총생산)가세계20위안에드는(2011년세계은행집계15위) 막강하고풍

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1910년 영원한 한을 남긴 국권피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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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냉철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다. 일본 사람들의 잘못은 잘

못대로 따지되, 그에 앞서서 당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국가를 보위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차

분히 반성해야 한다. 이 책이 3·1운동뿐 아니라 세계사상 드물게 500

년이나 지속된 조선이 왜 일본에 병탄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살펴보고있는이유가여기에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

영을 유지하기 위해 3·1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한다. 국민모두가절제와애국의미덕을되살려야한다. 특히우

리나라는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주권재민을 기초로 삼는 헌법

을최고법으로갖고있지만, 북한은일당독재의노동당규약을최고법

으로 삼고 있어서 상식도 서로 크게 다르다. 그 때문에 우리의 선의와

호의가 북에 통하지 않거나 북이 우리를 협박하는 일이 많다. 막강한

국가안보와 굳건한 경제성장이 되풀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

유민주주의에도 결함은 있고 자본주의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체



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 미숙이나 인간들의 사려 부족에서 생기

는 일이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신적 사고, 즉 패러다임의 변

화로해결될수있는내용들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이 책을 위해 수

차례의 토론과 사실 확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편집위원장 김기영

광운대 총장 이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진덕규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병하 신성대 총장, 김봉섭 박사 등 편집위원

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3·1문화재단의 창립자 이정림, 이정호, 이회

림, 이동준네분께도새삼감사드린다.

이 책은 3·1운동을 널리 알리기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연령에

상관없이모든사람들이이책을읽고3·1정신의현재적의미와미래

적 가치에 관한 고민의 실마리로 삼아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이

책을내놓는다. 

3ㆍ1문화재단이사장

문인구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소득과 계층의 양극화’‘저출산과 고

령화’가오늘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가장큰과제라고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되찾아놓은 광복의 기초 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

전과 번영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혼돈과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동안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내 탓’으로 보기보다 너무

나 자연스럽게‘남 탓’으로 돌려왔다. 수많은 외침, 국난, 가난의 대물

림, 심지어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이민족의 노예로까지 전락했던

일들을그저‘남탓’으로돌려왔던것이다. 

수험생이 고차방정식이나 미·적분 문제를 자신의 힘이 아닌 남의

힘을 빌려서 풀면 당장은 성적이 오르고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것은 결

코 자기 실력이 되지 않는다. 훗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수험생은 과연 해답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이제

들어가며



라도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그저 답습만 한다면, 또 편향되거나

왜곡·과장된 역사관의 함정에서 헤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미래가나락으로떨어지는것은불보듯뻔한일이다. 

선진국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올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폄하하거나 대

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무

조건 덮거나 잘못된 통치행위를 미화하는 것 역시 올바른 자세가 아니

다. 국민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느냐, 사회지도층이 어떤 국가

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한순간 방심하면 약 100년 전의 비극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인지 어두운 과거가 되풀이될 것인지는

오늘우리의지혜로운선택과실천에달렸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고, 각자 자

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역사 속



에서 긍정할 것은 당당히 내세우고, 반성할 것은 뼈저리게 극복해야

한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밝은 미래를 찾아낼

수 있고, 좌절과 분노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나갈

수있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3·1운동

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용기를 이해하고 진정한 번영의 앞날을

위한 나침반을 발견하려는 독본(讀本)이다. 또한 지난 100여 년의 역

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기 위한 자

기반성서이자‘3·1정신을새로읽기’위한지침서이다. 

세계사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도도하다. 우리의 현재도 그 세계

사의 격랑 한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우

리의 지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힘들고 고통스

러웠던 역사일수록 세계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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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아 힘에 의한 폭력적 지배보

다는 명분과 의리로써 백성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왕도정치를 지향했

고, 법치보다는 덕치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국풍은 세종이란 뛰어난

임금을만나찬란한꽃을피웠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1592~8)과 청의 침입을 받

았던 병자호란(1636~7)을 겪으면서 이러한 국풍의 명맥이 끊어지고

소모적인 위선과 명분만을 앞세운 정치가들의 만행 속에서 조선의 운

명은 기울어져갔다. 다행히 영조(1694~1776), 정조(1752~1800) 때에

이르러 조선은 다시 융성하는 듯했지만, 이를 이어가지 못하고 나락으

로빠져들고말았다. 

조선의 경제를 지탱하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 갔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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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잦은 가뭄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방 하급관리들의 농간과 양반지주들의 횡포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개혁가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저서

『경세유표』(1871)의「인」편에서 피폐해진 조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온갖 법도가 무너져버렸고, 모든 일이 어지러워

졌다. (…) 전제(田制. 토지제도)가 문란해졌고, 부세제(賦稅制.

세금제도)는 편벽되었다. 생재(生財. 재물을 늘리는 일)의 원천은

있는 힘을 다해 막았고, 재물을 소비하는 구멍은 마음대로 뚫었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조선의 거의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림은 1592년 4

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부산진에서 벌

어진 왜군과의 전투장면을 그린「부산진순

절도(釜山鎭殉節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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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백관(百官)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올바른 선비는 녹봉

을 받지 못했다. 탐학(貪虐. 탐욕과 포학)의 풍조가 크게 일어나

생민(生民)들이초췌해졌다. 일찍이내가생각하건대병들지않

은 터럭이 하나도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하고말것이다. 이어찌충신과지사가수수방관할바이겠

는가?

이렇듯 통치자인 왕실의 무능과 집권계층인 사대부의 부정부패에

시달리며 삶의 터전을 잃은 하층민들은 홍경래의 난(1811~2), 동학농

민운동(1893~5)과같은항쟁에크게호응했다. 

조선의 경제가 피폐해진 데는 상공업의 발달이 더뎠던 것도 한몫했

다. 일본이 조선의 병탄을 노골화하던 1900년대 초를 보면 조선의 상

공업이라고 해봤자 방적업이나 도자기업 정도가 전부였다. 상공업과

정약용|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전제 개혁을 주

장하며 조선 실학을 집대성했고, 유교 경전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당대 조선을 지배한 주자

학적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시도했다.

후일 천주교 박해로 인해 유배에 처해지기도 했

는데 이때 그의 저술활동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무역이 성해야 부국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의 지배계층은 근면과 노동을 천시했고 무역과 산업발전에 대한 진흥

책은생각조차하지않았다. 

궁핍한 경제는 국가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의 군사력

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구열강들이 풍부한 국부가 뒷받침된 강력한 군

대를 바탕으로 식민지 개척에 몰두하던 시절, 조선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군대조차 제대로 정비할 여력이 없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줄 근대식 군함을 보유하는 것도, 국권 수호의 상징인 근대식 군

대를육성하는것도조선에게는사치였다

조선은 청과 일본 등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으로‘은둔의 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각종 이권들과 자원들만 외세의 수중에 넘기고 말

았고, 외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다. 1907년 서상돈(1851~1913)

등이일본이대한제국황실에제공한차관1300만원을국민들이대신

갚자고 제안한 국채보상운동이나‘차관망국’의 위험을 경고했던 장지

연(1864~1921)의담배를끊어국채를갚자는논설은당시국가부채의

위험한상황을잘보여주는한예였다.

이처럼조선이넘어야할산은한두개가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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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에서도 서양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

었다.

선조(1552~1608) 말년인 1603년 동지사(조선에서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일원으로 베이징을 다녀온 이광정(1552~1627)

이 유럽지도를 가져와 국내에 소개했고, 인조(1595~1649) 9년인 1631

년 주청사(동지사 이외에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로 베이

징을 다녀온 정두원(1581~?)이 화포, 천리경(망원경), 자명종(시계), 천

문지리서, 천주교서적등을수집하여가지고돌아왔다. 효종(1619~59)

때에는 천문ㆍ역수 따위를 맡아보던 청의 국가기관인 흠천감에서 서

양역법을배워와1653년부터조선에서도이를사용했다.

인조 6년인 1628년 네덜란드 사람 박연(Jan Jansz. Weltev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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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등 3명과 효종 4년인 1653년 하멜(Hendrik Hamel, 1630~92)

등 36명이 표류해 조선 땅을 밟았고, 이들을 통해 서양의 사정을 접할

수있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은 명을 받드는 반청숭명(反淸崇明)의 중화사상에

치우쳐 당시 급부상하고 있던 서양열강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

지 못했고, 서구열강을 본뜬 이웃 일본의 재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

하지 못했다. 제국주의로 소용돌이치던 당시 세계의 흐름을 전혀 이해

하지못했던것이다. 특히아편전쟁(1839~42, 1856~60)에서청이영국

에 완패하고 일본이 류큐왕국(현재 일본 오키나와 현 일대에 있었던 왕국)

을 강제 병합(1879)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선 왕실이 근본적인 보위책

을세우지못했던점은두고두고아쉬운일이다.

물론 17세기 중엽 이후 제반 제도를 개선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24

아편전쟁 |아편전쟁은 2차

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1839~42)는 중국의 아

편 단속을 빌미로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고, 2차

(1856~60)는 1차 아편전

쟁 이후 청의 개방이 기대

에 못 미치자 영국이 아일

랜드, 프랑스와 함께 청나

라를 공격하여 일어난 전

쟁이다. 그림은 2차 아편

전쟁 당시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청 황실의 별궁

인‘위엔밍위엔’〔圓明園〕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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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절박한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실학이 등장하면서 한때 개혁이 시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조선은 이러한 개

혁의지를근대국가로의이행으로연결하지못했다.

결국 조선 왕실로서는 쇄국 외엔 주변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외세의 진입 앞에 궁여지책으로

실행한 쇄국은 조선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정적계기가되고말았다. 

『하멜 표류기』| 하멜은 1653년 일본으로

향하던 중 제주도에 좌초한 후 한양에서 체

류하다가 1666년 조선을 탈출했다. 『하멜

표류기』는 하멜이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고

용되어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위해

조선에서 체험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책

이다.



1863년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98)은 어린 고종

(1852~1919)을 대신하여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안동 김씨의 세도를 몰아내고, 권문세가의 횡포를

막고,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해 지역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과감히 기

용했다. 특히 국가 재정을 축내고 농민을 괴롭혀오던 서원을 철폐하

고,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양반에게도 군포(병역을 면제

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를 부과했다. 국가의 행정조직과 권한

을 개혁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던 탐관오리

들을숙청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과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차츰 원망의 대상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병인

26



양요, 1866)와 미국(신미양요, 1871)의 함대가 개항을 요구하며 강화도

를무단침입하는일이일어났다. 

프랑스의 함대는 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를 학살한 일

(병인박해, 1866)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미국의 함대는 평양에서 통상

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평양 군민들이

불태워버린 일(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을 빌미로 강화도에 상륙하려

했다. 

두 번의 충돌에서 모두 외국의 함대를 격퇴하는 데 성공한 대원군

은 자신감을 얻어 쇄국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은 자주적인 개국의 기

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게다가 대원군과 명성황후(1851~95)의

권력 다툼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론을 결집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렇게조선은쇠락의길로빠져들고말았다. 

같은 시기 이웃나라 일본은 이와는 대조적인 길을 가고 있었다. 일

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의 협박으로 쇄국을 포기하고 개항했

역경에서피워올린세계평화의불꽃,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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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 |흥선대원군으로 알려진 고종의 친

아버지.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

며, 왕권의 재확립, 서원 철폐를 통한 양

반·토호의 민폐와 노론의 일당독재 타도,

고른 인재 등용에 힘썼다. 그러나 강경한

쇄국정책, 천주교도 대량학살, 무리한 경복

궁 중건, 과도한 권력욕 등으로 비판받았다.



병인양요|천주교 탄압(병인박해)을 구실로 프랑스가 일으킨 제국주의적인 전쟁. 프랑스 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다가 조선군이

완강히저항하자 40여일만에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쇄국정책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림은 강

화도를 공격하는 프랑스 해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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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1868년‘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

로 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 중심의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 메이지유

신〔明治維新〕을단행함으로써근대국가로의물꼬를텄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은 서양 여러 나라와 적극 통상했을 뿐만 아니

라 조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왕정복고를 알리고 임진왜란 이후 단절

됐던 국교의 회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의 국서가 고종

을 격하하는 등 외교문서의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이유로 사신 접견을

거부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복하자는‘정한론’이 제

기됐다.

1873년 10년에 걸친 대원군의 집정이 끝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가인 민씨 세력이 집권했다. 그 바로 2년 뒤인 1875년 일본 군함 운

요호〔雲揚號〕가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정탐하다가 조선군과 포격

전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이 사건을 무마하는 것을 빌미로

개항을 요구했고, 조선은 마지못해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

메이지유신 | 19세기 후반 일본

에서 무사계급 지배체제인 바

쿠후〔幕府〕가 해체되고 왕정복

고를 통해 중앙권력이 확립됐

던 과정을 통틀어 말한다. 이를

통해 세워진 메이지 정부는 구

미 열강을 따라 잡기 위해 학

제·토지에 대한 조세 등을 개

혁하고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관 주도의 자본주의 육성과 군

사력 강화에 주력했다. 그림은

메이지 천황이 도쿄로 행차하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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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그때까지굳게닫아두었던문호를개방하게됐다. 

일본과 맺은 이 불평등조약으로 인한 외국상품의 수입, 미곡의 유

출 등으로 조선은 농촌경제는 물론 상업 전반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물러갔던 일본을 278년 만에 또다시 불

러들이게 됐으며, 이로 인해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한 청으로부터 더욱

심한간섭을받게됐다. 

뒤늦게나마 서구의 국제질서에 기초한 조약체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조선 왕실은 일본에 시찰단인‘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개화정

책을 관찰했으며, 1880년 청의 외교 전담기구를 본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 1881년에 또다시‘신사유람단’이라

는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다시금 일본의 개화정책을 확인한 후 12

사를7사로고치고개화파다수를요직에기용했다. 

같은 해 12월 근대식 병기의 제조 및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청에 유

학생을 보냈다. 이때 이들을 인솔하는 사절단인‘영선사’로 파견됐던

김윤식(1835~1922)은 서양과의 외교를 맡아보던 청의 국가기관인 총

리아문과당시청최고의실세리훙장〔李鴻章, 1823~1901〕의중재아래

구미의국가들과는처음으로미국과의조약문제를논의했다.

이처럼 조선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청과 일본의 경험을

살펴근대적외교기구를개편하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서구열강들과 잇따라 수교를 맺어 근대문물과 근대교육을 받아들

이려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선은 서구열강이 설정한 국제질서와 청이 주도

해 온 동아시아 중화질서가 충돌하는 최전선의 화약고가 됐다. 또 청

과 일본을 각각 등에 업은 조선의 수구세력과 개화세력은 주도권 장악

을위해무력충돌도마다하지않았다. 그로부터30년도안되어조선은

일본에게외교권을빼앗기고국권마저강탈당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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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당시 청의 외교를 통괄하고 있던 리훙장은 조선에 대하

여 형식적으로는 자주국가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간섭했다. 이에대해조선의개혁세력은입장이둘로갈렸다. 

한쪽은 온건파로서 국제질서 속에서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보

다는 자주권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종래의 사대체계 틀 속에서 내치와

외교의 자주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은 청 말기 관료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군사 중심의 근대화운동인 양무운동(洋務運

動)처럼고유의전통은지키면서서양의과학기술은받아들이는‘동도

서기론(東道西器論)’을통한점진적개혁을옹호했다.

다른 한쪽은 급진파로서 전통적 사대체계를 벗어나 근대적 자주국

가를 하루속히 건설하고자 했다. 청의 한계를 간파했던 이들은 188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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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정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잠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민씨 척족들을 축

출하거나 처형하기도 했으나 청의 무력간섭으로 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개화파들은 청일전쟁(1894~5)에서 일본

이승리할때까지조선의국정에서손을떼야했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고, 지배층의 농

민에 대한 수탈도 덩달아 심화되자 1893년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바탕으로 반침략·반봉건투쟁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만주 일

대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청

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조선과 요동반도는 일

본의손아귀로넘어가고말았다.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왼쪽), 박영효(가운데), 홍영식(오른쪽) 등의 개화당이 청에

의존하려는 민씨 일파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려고 일으킨 정변이다. 거사

3일 만에 수구당과 청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34

같은 해 조선에는 친일내각이 출범했고, 친일 개화파 관료들의 주

도하에 을미개혁이 추진됐다. 그 결과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폐지되

는등정치, 경제, 사회각방면에서근대적제도가마련됐고, 청으로부

터의오랜속박에서벗어날수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파 정권은 사실상 일본의 허수아비

에 불과했다. 일본은 이들을 이용해 무역을 독점하여 이권을 마음대로

취했으며, 금융을 지배하여 차관을 억지로 제공하고, 토지를 약탈하는

등조선의경제를하나둘장악해들어갔다. 

한편 만주 진출을 꿈꾸고 있던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6일 후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동

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

에 요동반도의 반환을 요구했다. 세 나라와 한꺼번에 대결할 수 없었

청일전쟁|청과 일본제국이 조

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

이다. 중국에서는‘중일갑오전

쟁’, 일본에서는‘일청전쟁’, 서

양에서는‘1차 중일전쟁’(First

Sino-Japanese War)이라

고 불린다. 청일전쟁은 청의

양무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쟁이었다. 사진은 청을 공격

하는 일본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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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일본은요동반도를청에되돌려줄수밖에없었다(삼국간섭). 

이 사건을 목격한 조선에서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일본을 견제하

는 데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에 일본은

1895년 군인 출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7~1926〕를 조선의 일본

공사로 보내 그로 하여금 일본군 수비대, 낭인들과 함께 경복궁을 습

격하여명성황후를시해하게했다(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와 연이은 단발령 등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다시

고조되자 조선의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1896년 친러파 세

력들은 이를 틈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친일파 중심의 개혁

을일시중단시켰다(아관파천).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10월 12일 황제로의 등

극을 선언하면서 국호를‘대한(大韓)’, 연호를‘광무(光武)’라 하여 대

한제국의 탄생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러나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열강

고종|조선의 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열강의 개항 요구와 조선에 대한 청ㆍ일ㆍ러의

내정간섭 속에서 국권을 위태롭게 지키다가 일

본에 빼앗기고 말았다.



의이권침탈은더욱심해져갔다. 

또 러시아는 청과 비밀리에 협의하여 요동반도를 빌려 통치하려 했

으며 평안북도 용암포까지 넘보았고,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남진에

바짝긴장했다. 결국1904년 2월동양의평화를위한다는빌미로러시

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은예상과달리1905년일본의승리로끝이났다. 

전쟁에서승리한일본은포츠머스강화조약을통해조선에서정치·

군사·외교·경제 등 모든 방면의 특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같

은 해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이를 등에 업

고무장군인들을 끌고와조선조정을강박하여을사조약을체결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

으며 일본인 통감의 통치를 받게 됐다. 을사조약이 발표되자 전국 각

지에서수많은저항운동이일어났으나상황을역전하지는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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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일본제국의 초대 내각총리. 메이지유

신 이후 일본제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

제5대·제7대·제10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을 지냈다. 일본 근대화를 이

끌고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

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안중근에게 피살됐다.



이처럼18세기말~19세기초한반도는동학사상, 개화사상, 위정척

사(衛正斥邪)사상 등이 서로 얽히고설킨 가운데 개화파와 보수파의 대

립, 친일파·친러파·친중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 1876년 개항 이후 30

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끝내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놓쳐버림

으로써국권상실의어두운그림자속으로빠져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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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항쟁이 일어났다. 보수 유생들

은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고 배격하는

위정척사운동을 벌였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당하

고, 봉급으로 주는 쌀이 늦게 지급되고, 지급되는 쌀마저도 모래가 섞

이고 정량에 못 미치는 불량미인 것에 분노한 옛 훈련도감 소속의 구

식군인들은1882년무력으로난을일으켰다(임오군란).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된 후에는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과 을미의

병운동으로저항했는데, 이는훗날항일독립운동의토대가됐다. 

또한서재필(1864~1951)을중심으로하는독립협회(1896~8)는조선

의 정치가 자주성을 잃고 외세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반성하

고, 1897년 민중과 함께 독립문을 건립하고,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

38



서재필 |독립운동가. 갑신정변 참여 후 도미했다가 귀국하여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해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널리 알렸다. 그를 견제하던 고종에 의해 강제 출

국된 뒤에는 미국에서 의학박사가 되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재미 한인사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광복 직후 귀국하여 미군정과 남한 과도정부의 고문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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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는 등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펼치면서 국권수호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

보> 등도 민중 계몽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러한 애국계몽운동을 통

해평등의근대의식이널리퍼졌다.

한편 서양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부국강병도 시도됐다. 전신, 전화,

전등이가설됐고, 기차와전차가개통됐으며, 새로운의술과건축술도

도입됐다. 근대학교가 설립되어 민주주의 교육이 실시됐으며, 국권회

복을 위한 국학운동이 크게 일어나 민족주의적 사학의 기초가 마련됐

다. 한글전용, 국한문병용 등 문체의 변혁도 있었으며, 신소설과 현대

시가 선을 보이기도 했다. 서양음악과 회화가 소개됐으며, 신극운동

도 일어났다. 기독교의 보급으로 근대의술과 근대교육이 진흥됐으며,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특사|만국평화회의(오른쪽)에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영일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의 방해로 실패했다. (맨 왼쪽부터)이준은 이후 헤이그에 남아 외교활동

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상설은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투신했다. 이위종은 기자협회의

도움으로 일본의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연설을 한 후 순국한 이준을 헤이그에 묻고, 블라

디보스토크로 가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러시아제국 소속 장교로 1차세계대전에 참전,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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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대종교 등 민족적 전통종교가 발흥하여 민족의식을 크게 고취

했다.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이준(1859~1907), 이상설(1870~1917),

이위종(1887~1907?) 세사람을특사로파견하여조선의국왕인본인은

을사조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일본의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조인한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특사들

의 회의 참석이 거부되어 외교권 회복을 위한 고종의 마지막 노력은

무위로돌아가고말았다

헤이그특사 사건에 크게 놀란 일본은 1907년 7월 19일 고종을 강

제 퇴위시키고, 마지막 황제 순종(1874~1926)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한 지 4일 만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내정 관련 전권

박승환 |대한제국의 군인. 대한제국군 참령으로

서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07년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제위를 빼앗긴 후 군대 해

산령이 내려지자‘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

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 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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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일본에위임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한일신협약을체결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은 친일조직인 일진회 타도에 앞장섰고, 당시

총리대신으로서 고종의 퇴위에 앞장섰던 이완용(1858~1926)의 집을

불태우기도 했다.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을 결성하여 각지에서 일본군

과 싸웠고, 박승환(1869~1907)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함을

분하게 여겨 자결했다. 최익현(1833~1906)은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의

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관군에 패해 쓰시마〔對馬〕섬에 유배된 후에는

곡기를끊었다가그후유증으로죽었다. 

1908년 3월 23일 미국에서는 장인환(1876~1930)과 전명운

(1884~1947)이 당시 대한제국 고문으로서 일본의 보호정치를 찬양하

던 더럼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1851~1908)를 저격 사살했다.

1909년 10월 26일중국에서는안중근(1879~1910)이만주침략을꿈꾸

최익현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문신. 강화도조

약에 반대해서 도끼를 메고 광화문에 나아가 상소

를 올렸고, 을사조약 체결 후에는 전라북도 정읍

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

마 섬에 유배되었다. 유배 당일 도주의 단발 요구

에 항의해 단식을 시작했으나, 도주의 사과 및 왕

명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3개월 뒤

사망했다.



안중근 |독립운동가.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

군 정벌에 참여했고,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을 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독립운동에 투

신해 1909년 10월 26일에 청의 길림성 하얼

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했다.

이후 곧바로 체포되어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되었으며,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명운 |독립운동가. 한성학교 졸업 후 1903년 도미했다. 더럼

스티븐스를 저격한 후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말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탁소

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다.

장인환 | 독립운동가. 고아로 어렵게 성장하다 숭실학교 졸업

후, 도미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더럼 스티븐스의 친일 발언에 격분하여 그를 저격했다. 재판

결과 금고 25년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0년 만인 1919년 가석

방되었다. 1927년 귀국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다시 샌프란시스코

로 돌아갔다. 이후 병고에 시달리다가 1930년 투신 자살했다.



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고 순국 직전 다음과

같은유언을남겼다.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

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

는여한이없겠노라.”

이후일본은더욱강포해졌고, 1910년 8월 29일마침내대한제국은

일본에강제병탄됐다. 이로써조선왕조는27대순종임금을마지막으

로건국519년만에막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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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근대 독립국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

까? 완고한 쇄국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친일 개화파의 어설픈 개혁 때

문이었을까? 

국권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국권수호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행한 결과를 막지 못한 원인을 파헤치는 일이야말

로우리가풀어야할숙제이다. 

물론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겠지만 그 이유는 대략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수있다. 조선의국력, 즉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재정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미약했으며, 근대세계에 대한 위정자들의 안목

이 근시안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근대국가의 역군이 되어야 할 민중들

의주인의식이나역량이한참모자랐다는점등이그것이다.

황현(1855~1910)이 대원군의 집정부터 1910년 국권피탈에 이르기

까지의 47년간을 기술한『매천야록』을 보면 지도층 인사들은 어느 누

구를 막론하고 일신의 영달과 가문의 세도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은 힘의 논

역경에서피워올린세계평화의불꽃,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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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적자생존의 패도가 통용되던 당시 제국주의 국제질서의 냉혹함

을주목하기어려웠을것이다. 

국가의 존립은 국력에 근거하며, 국력은 경제발전에 기초한 국방력

과 외교력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당시유럽에서는영국에서18세기중엽시작된산업혁명이전역

으로 확대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

러한 성장은 더 많은 자원과 시장에 대한 필요를 키웠고 이에 유럽 각

국은 식민지 개척과 패권 다툼에 열을 올렸다. 19세기는 이런 시기였

다. 이러한 국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선은 은둔적 배타주의에 갇

혀 국력을 도모할 수단도 없고 개념도 없이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하고있었다.

일본과 조선 모두 타의에 의해 개항했지만 일본은 개국 이후 메이

지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이행했으나 조선은 개항 이후 분열을 거듭

하다개혁에끝내성공하지못했다. 

조선은 조공을 바치고 그 대가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이른바

‘조공체제’안에서 자족했고, 1644년 명의 멸망 이후에는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했다. 서쪽으로는 중국대륙이, 북쪽으로는 만

주벌판이,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남쪽으로는 일본열도가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지세로 인하여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지만 조선은 무

예를 중요시하는 대신 글을 숭상하여 문약해지고 말았으며, 대륙과 해

양을 무대로 기개를 마음껏 떨치기보다 나라의 문빗장을 꼭꼭 닫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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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은둔과소극의평화를선택했다.

이 같은 수동적 해법들이 조선으로 하여금 근대세계의 변화에 동참

할절호의기회를놓치게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선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근대화는커녕 독립국가

유지에 실패했더라도 조선을 식민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장본인은

청과 일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은 기존의 중화질서를 유지하고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을 이용했고, 일본은 서구열

강에게 당했던 강제 개항의 수모를 조선에서 만회하고자 했다. 일본은

19세기 서양을 휩쓸고 있던 제국주의를 재빨리 모방하여 일찍이 부국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세계

지도이다. 조그만 동그라미로 묘사된 일본, 류큐와 중국과 함께 자세히 묘사된 조선을 통해서 조선이

중국 다음의 문명국이라 생각하는 소중화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강병을 이루었고, 동양에서는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아시아를

서양인들로부터 구원한다는‘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명분으

로내세워대륙침략은물론아시아제패를꿈꾸었다. 

강력한 무력과 외교로 이웃나라의 주권을 강탈했던 일본의 제국주

의적 침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일

본의 역사 교과서는 인류의 양심과 세계사 앞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제강점기의 서술방식이 지금까지 통

용되어서는안된다. 

조선은 독립할 실력이 없어 항상 동양평화를 깨뜨리는 존재였

다. 그리하여 일본은 먼저 조선과의 조약 체결로 국교를 맺고,

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조선을 도왔으며, 정치개혁을 위해 산

업을 부흥시키고 무역을 융성케 하고 문물을 전했다. (…) 조선

의 국익과 조선민의 복지를 증대하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

해서는 조일 양국이 일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인

이 많았고, 마침내 조선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겼으

며, 조선의왕가는황족의예로모셨다. 반도인민은황국신민이

되었고, 동양평화의기초는공고해졌다.

_『신국사상해, 제6학년용』(조선소학교육각과연구회, 1939)

역사에서 가정은 금물이지만 만약 조선의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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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력과 재력으로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하면

서 인재교육과 국민계몽에 힘을 쏟았더라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조선 왕실이 좀더 군사력 신장에 힘쓰고 국제정세에 민감했더라면 청

과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이 제아무리 강했더라도 조

선이그렇게허무하게주저앉지는않았을것이다.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변하지 않

는 한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거나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변

열강들의야욕은결코사그라지지않을것이다. 

국제정세에서 주변에 열강이 상존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반대로 우리 내부의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

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드느냐에 따라 국권상

실, 식민지배의 과거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대성취의 역사가 실현될 수도 있다. 역사를 만들

어내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지혜로운 주체가 되어 두 번 다시 외교

권을 박탈당하거나 국권을 상실하는 수모가 우리 역사에 반복되게 해

서는안된다.

역경에서피워올린세계평화의불꽃, 3·1운동

49





2.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민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전에 겪던 고통들

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다. 일본은 강제병탄을 스스로 인정이라

도 하듯이 1910년 10월부터 악랄한 총독정치와 군대·경찰을 통한 무

단통치를시작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국토를 유린

하는 일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는데, 그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토를 강

탈했고, 대대로 내려오던 경작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은 가난한 영세 소

작농으로전락해비참한생활을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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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것도 모자라서 농민들이 1년 동안 애써 지은 곡식까지 강

탈해 갔으며, 나중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와 일터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정든 고향을 떠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고

국을등지는사람들이점점더늘어만갔다. 

당시 이런 한반도의 상황을 염상섭(1897~1963)은『만세전』(1924)

에서다음과같이묘사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않으면안되겠으니까 …하는말을들을제, 그것이

토지조사사업 |일본은 한반도의 원활한 수탈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

로 인해 대지주가 출현했고 실제로 토지를 소

유해 왔던 많은 농민들은 경작권을 잃고 영세

소작농, 화전민, 노동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

야 했다.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큼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큼 조

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

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

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 그들에게 있

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림뿐이다. 그들이 어머

니의 뱃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단 하나의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톨〔一粒〕의나락을기른다. 그러나그한톨의나락은누구의입

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주림만

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삯이다 (…)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 )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魅 )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

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

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 꽃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

취한행복한질식이아니라, 대기( )에서절연된무덤속에서

화석( ) 되어가는구더기의몸부림치는질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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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토지조사사업 외에도 산림령·광업령·어업령을 발표하여

산림, 광산, 해산 자원에 대한 권리를 독점했고,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

민족의 산업활동을 제한했다. 한반도는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말살당

한채일본의원료공급지로전락하고말았다.

또 일본은 조선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 |일본은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왕족들을 신

사참배에 동원하고(왼쪽 위), 학생들을 신사에 참배케 하고(오른쪽 위),

부인회를 동원하여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며(가운데) 학교에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로만 수업하게 했다(오른쪽 아래).



주하여 아예 일본의 일부분으로 만들려고 했고, 한민족을 일본민족으

로 동화시키려 하는 등 민족말살을 최종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에서는 일본말과 일본 역사를 주로 가르치는‘황민화’교육이 이루어

졌다. 

이런 일본의 통치방식에 한민족은 분노했고, 한반도 각지에서 저항

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저항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

으며, 교육·언론·종교로 국민계몽에 앞장서고 있던 애국자들과 항일

독립운동가들은투옥되고고문당하고학살당했다. 

한민족에게는 표현의 자유나 노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허락

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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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는 우리 역사에서나 세계사에서나 격변의 시대였다. 우리

역사에서는 35년간의 악랄한 식민통치가 시작되던 시기였고, 세계사

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를 유린하며 자신들의 배를 마음껏 채

우던 탐욕의 시기였다. 일본은 이러한 제국주의 시류에 편승하여 한반

도는 물론, 타이완, 만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

을무력으로침탈했다. 

한민족은일본의압박과차별과천대속에서더이상내나라, 내땅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해가 감에 따라 일본

을몰아내고하루빨리나라를되찾아야한다는자각이일어났다. 

바로 이 시기에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1차세계대전 직전까지

만 해도 서구사회는 인류가 영원히 진보하리라는 장밋빛 전망에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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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 있었다. 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이를 뒷받침했고, 상업과 무역의

발달이이를이끌었다. ‘유럽지배의평화’가시작되는듯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선발국가들과 후발국가들 간에 영토 쟁탈을 둘러

싼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유럽대륙은 한바탕 피비린내 나는 전

쟁터로 변했다.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시작하여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던 1차세계대전(1914~8)이 그것이었다. 4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는 민간인 6천만 명을 포함한 총 7천만 명이 동원됐

으며, 무려9백만명에달하는엄청난사상자가발생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충돌하여 무산계급

이승리하는‘볼셰비키혁명’이일어났다. 혁명에성공한레닌(Vladimir

Lenin, 1870~1924)은 각국이 합병과 배상을 배제한 정전·강화의 교섭

을 시작하라고 촉구하는‘평화에 대한 포고’를 선포하여 1차세계대전

의중지를촉구했다.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T. W. Wilson, 1856~1924)은 1918년 1월

우드로 윌슨 |미국의 28대 대통령. 유럽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

는다는 고립주의를 버리고, 유럽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

기 시작한 첫번째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

을 결정했다. 그가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1차세계대전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시

작되어 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 등의 연합국과 독일ㆍ오스트리

아ㆍ불가리아ㆍ오스만제국 등 동맹국이 중심이 되어 싸운 전

쟁이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에는 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무

너졌고, 독일에서는 독일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

이 수립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

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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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로서“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민족자결주의’의원칙을제창했다. 

물론 당시‘민족자결주의’는 약소민족일지라도 다른 민족의 무력

적 침략이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국제적 약속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윌슨의 이러한 원칙은 당시 다른 민족의 무

력적 침략과 지배로 허덕이며 죽어가던 세계의 모든 약소민족들에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였

다. 한민족도이원칙에고무됐다. 

그렇지만 1919년 당시 세계열강의 역학관계만 놓고 본다면 3·1운

동이 폭발할 만한 국제환경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1919년에

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토지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반도의 지방행정구역

을 전면 개편하는 등 강고한 무단지배체제의 구축을 거의 완성하던 시

점이었다.

또한1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진영에가담했던일본은승전국의일

원이 되어 국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했고, 세계대전이라는 특수경기로

인해 만성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해 일본 내 자본주의체제가 완

성되던시점이기도했다. 

한민족 내부를 보더라도 독립운동세력은 세계대전으로 인해 큰 타

격을 입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10년을 전후로 연해주와

만주에 공들여 구축하고 있던 해외 독립운동기지는 1차세계대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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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러시아, 중국, 일본의 야합으로 그 기반이 파괴됐고, 해외 독립운

동가들은극심한고통을겪어야했다.

3·1운동은이런열악한상황속에서일어났다.



3.





1919년 1월, 4년간의세계대전을마무리하기위한강화회의가프랑

스 파리에서 열렸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원했지만 영

국·미국 등 승전국들은 파리강화회의와 베르사유조약을 통해 국제질

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자랑

해 왔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만적인 전쟁과 대량파괴를 불러왔음을

통렬히 반성했다. 유럽 곳곳에서추모제가열렸고, 기념비들이 세워졌

다. 그리고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등이속속독립했다.

한편 연합국에 동참한 일본은“포로가 된 체코의 군사를 구한다”는

구실로 1918년 8월,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상

륙했고, 10월에는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점령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

서 4월에 일본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선발대가 연해주에 상륙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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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볼셰비키집권을 거부하는러시아백군을 지원하고, 시베리아횡

단철도에 대한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곳에서 활약 중

인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분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소비에트의 적군에게 크게 패했

다. 메이지유신이후대외전쟁에서일본이당한첫패배였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민중폭동으로 기록

되는 쌀값인하시위가 일어났다. 1918년 7월 쌀값이 1914년보다 4배

나 폭등하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무려

70만 명이 참가하여 300곳의 쌀 상점들과 지주들을 습격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강제 진압했다. 하지만 이로 인

해 당시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과 헌정을 무시하는 통치를 일삼던 데

베르사유조약 | 1차세계대

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연합국

들은 전후 처리를 위해 파

리에서 강화회의를 열고

베르사유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른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불씨가

되었다. 



역경에서피워올린세계평화의불꽃, 3·1운동

67

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내각은 총사퇴했고, 그동안 잠

재되어있던민주화사회운동이확산됐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일본에 있던 한인 지식인들의 독립운동에 영향

을 끼쳤다. 1918년 12월 29일 도쿄의 메이지회관에서 망년회를 연 한

인 유학생 수백 명은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30일

도쿄 조선YMCA회관에서 개최된 웅변대회에서는 민족자결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재미 한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파리강화회의에 대

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자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재팬 어드버타

이저(Japan Advertizer)> <오사카아사히신문> <도쿄아사히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고, 때마침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와 있던

여운홍(1891~1973)을 통해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 소식을 접한 터라

일본의 쌀소동 |일본 민중들이 쌀 도

매상들의 가격담합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이 사

건의 원인이 된 쌀 부족 문제를 조선

과 타이완으로부터 쌀을 들여오는 것

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로 인해 양국

의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졌다. 사진은

당시 분노한 민중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민족자결에 따른 한반도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방법을 모색하

기시작했다.

당시 일본 도쿄 유학생의 모임은‘학우회’가 주도했는데, 학우회는

1919년 1월 6일 웅변대회를 열고 독립운동을 실행할 대표로 최팔용

(1891~ 1922), 송계백(1896~1920) 등 10명을선발했다. 적의심장인일

본 도쿄에서 이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비밀회합을 여러 차례 가진 뒤

독립선언서를작성키로합의했다. 2월 8일오후2시도쿄에있는조선

YMCA회관에모인유학생600여명은‘독립선언대회’를열고이광수

(1892~1950)가 기초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

다. 일본의 조선 병탄이 동양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강조한 이들의

독립선언서(국문, 영문, 일문)는이날오전일본의회와주일각국대사관,

각 내외 신문사에 미리 전달되었다. 해외에서 울려 퍼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소식은 국권 상실 이후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에 신음하

고분노하던국내지식인, 학생, 종교인들에게크나큰자극이됐다. 

이보다보름앞서1919년 1월 22일고종이갑자기서거하는사건이

벌어졌다. 일본은 뇌일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곧이곧

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급기야 독살설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고종

에 대한 애도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됐다. 1919년 3월 3일고종의인산(因山)을기해전국에서수많은유림

들과 유력인사들이 대거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귀국 유학생들을 통해 국내로 빠르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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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됐다. 이렇게 3·1운동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갔다. 한편 러시아

에서는 재러한족회 중앙총회와 이동휘(1873~1935)를 중심으로 하는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에서는 안창호(1878~1938)를 중심으로 하

는 대한인국민회가, 중국에서는 여운형(1886~1947)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청년단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면 한동안 흩어져 있던 국내외의 민

족역량이하나로결집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될수있었다.

총과 칼로써 강압하던 무단통치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거사를 모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919년 1월 하순 귀국해 있던 도쿄 유학생 송계백이 중앙고보 숙직실

로 교사 현상윤(1893~1950)을 찾아왔고, 교장 송진우(1889~1945)와

조선청년독립단 단원들

| 1919년 2월 8일 도쿄

에서 재일 조선인유학

생 600여 명이‘조선

청년독립단’의 이름으

로 모여 독립투쟁의 의

지를 천명한‘2·8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선

언식이끝나자마자주동

자 30여 명은 일본 경

찰에의해체포되었다. 



함께한 자리에서 도쿄 유학생들의 거사계획을 알리면서 2·8독립선언

서 초안을 전달했다. 이후 현상윤과 송진우는 이 소식을 천도교의 최

린(1878~ 1958)과 최남선(1890~1957) 등에게 알렸다. 이들은 최린의

집과 중앙고보 숙직실에서 회동을 거듭했고, 민족자결주의의 한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능동적으로 비폭력·대규모 독립시위를 벌일 것을

모의했다. 

2월초까지당시명망가들을중심으로하는민족대표를교섭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던 당시 상황

을 이용하여 천도교계의 손병희(1861~1922), 기독교계의 이승훈

(1864~1930), 불교계의한용운(1879~1944)·백용성(1864~1940) 등종

교계가 중심이 된 단일 조직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각 학교, YMCA

청년대표들과도긴밀히연락하면서대중적이면서도평화적인독립시

위를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태극기 제작과 독립선언서 인쇄에도

만전을 기했다. 거사 이틀 전인 2월 27일 밤늦게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인보성사에서비밀인쇄된독립선언서2만 1000장은서명자들

의 연고지인 서울, 평양, 정주, 임실, 화순, 청주, 용강, 해주, 선천, 원

산, 의주등지로철도편을통해전달됐다. 1919년 3월1일이되자이른

아침부터집집마다독립선언서가배달됐고, 곳곳에격문이붙었다. 

3월 1일 정오 서울 종로 인사동에 위치한 태화관(음식점)에는 선언

서에서명한‘민족대표’33명중늦게도착했거나중국으로탈출한4명

을제외한29명이모여역사적인독립선언식을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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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48인의 모습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 | 1920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기사로

3·1운동 민족대표 48인의 공판을 다루고 있다.



천도교

손병희(1861~1922), 권동진(1861~1947), 오세창(1864~1953), 임예환

(1865~1949), 나인협(1872~1951), 홍기조(1865~1938), 박준승(1866~

1927), 양한묵(1862~1919), 권병덕(1868~1944), 김완규(1878~1948), 나

용환(1864~1936), 이종훈(1858~1932), 홍병기(1869~1949), 이종일

(1858~1925), 최린(1878~1958) 

기독교

이승훈(1864~1930), 박희도(1889~1952), 이갑성(1889~1981), 오화영

(1880~1960), 최성모(1873~1936), 이필주(1869~1942), 김창준(1890~

1959), 신석구(1875~1950), 박동완(1885~1941), 신홍식(1872~1939), 양

전백(1869~ 1933), 이명룡(1873~1956), 길선주(1869~1935, 불참), 유여

대(1878~1937, 불참), 김병조(1877~1950, 불참), 정춘수(1875~1951,

불참) 

불교

한용운(1879~1944), 백용성(1864~1940)

1920년 7월 12일 3·1운동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른바‘민

족대표48명’에는아래의사람들도포함된다. 

천도교

박인호(1854~1940), 김홍규(1876~?), 노헌용(1866~?), 이경섭(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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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삽시간에 전

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

은 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태극기 목각판(가운데)은 3·1운

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 쓰였던 것이다(등록문화재

385호, 독립기념관 소장).



기독교

김도태(1891~1956), 안세환(1892~1927), 함태영(1872~1964), 김원벽

(1894~ 1928), 김세환(1889~1945) 

기타

임규(1867~1948), 송진우(1889~1945), 현상윤(1893~1950), 최남선

(1890~1957), 강기덕(1886~?), 정노식(1891~1965), 김지환(1892~1972),

한병익(1895~?)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파고다공원에서는 중학교 이상 학생들과 일반시민 5천여 명도 독자적

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밤늦게까지‘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이날 서울 시내를 뒤흔들었던 시위대들의 행진경

로는다음과같다. 

1대: 종로1가→남대문→서소문동→정동미국공사관→대한문→

광화문 → 조선헌병대 앞 → 프랑스영사관 → 소공동 → 을지로

→충무로2가

2대: 종로1가 → 무교동 → 대한문 → 정동 미국공사관 → 대한문 →

갑/을조로분기

갑조: 무교동 → 종로 → 창덕궁 → 안국동 → 프랑스영사관 → 서소문

→서대문→영선문앞→대한문→소공동→충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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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조: 광화문 → 조선보병대 앞 → 서소문 영국영사관 → 서소문동 →

소공동→충무로

3월 1일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에서 폭발한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는 삽시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으

로 퍼졌고, 정의·인도·생존·번영을 갈구하는 독립선언서의 메아리

는5월말까지근3개월이상그칠줄몰랐다. 일본의무자비한총칼의

탄압에도굽히지않은크고작은시위가2천여회를넘었고, 참가자수

만 해도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웃도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자

유와 독립을 향한 이들의 행진은 교통이 불편한 10개 지역을 제외한

222개부(府)·군(郡)에서지속적으로일어났고, 중국동북, 만주, 러시

아연해주, 미국, 일본등이역만리의재외동포들에게까지전해졌다. 

그토록짧은시간안에한반도는물론해외각지로3·1운동의소식

제암리학살사건 | 1919

년 3월 1일 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얼마 뒤인 31

일 발안장날에 경기도

화성시(당시 수원군) 향

남면 제암리에서 일어

난 만세시위를 무력으

로 진압하던 일본 육군

이 4월 15일 제암리교

회에 30여 명의 성인

남자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학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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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파된 이면에는“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했던 인쇄매체인 독립선언서의 전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또 연이

어 일어난 독립시위에 참여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시위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그밖에 고종의 인산을 보기 위해 상경했

다 귀향한 사람들이나 서울 유학생들의 귀향 보고 등도 시위가 계속되

는데일조했다.

시위 확산에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나 철도 연변지역의 기독교인

과 군 단위 중소도시나 읍 단위 산간지역의 천도교인 등 종교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산·숭실·신성·양실·숭덕·영실학교 등 종교

계 학교와 200여 각종 사립·공립·관립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적

잖은 영향을 미쳤다. 만세시위 소식을 늦게 접한 대부분의 일반 농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골 장날을 적절히 활용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산상(山上)시위나봉화(烽火)시위까지도감행했다.

해외에서는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선언서의 전파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입소문이 시위 동참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부당한

식민통치를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3·1운동의 소식을 전했는데, 1919년 3월 23일 자 베이징의〈매주평

론(每周評論)〉에서 천두슈〔陳獨秀, 1879~1942. 중국공산당 창설자〕는 이렇

게 썼다. “이번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 성실, 비장 그리고 정확한 관

념을표명하고있다. (…) 조선민족의영광을생각하는한편우리중국

민족의위미부진(萎靡不振)에대해굴욕을느끼지않을수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상하이에

서 일본제국의 한반도 강제점령을

부인하고 국내외를 통할·통치하고

항일투쟁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이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줄여서‘임

정’이라고도 부른다. 사진은 1919

년 당시 임정 직원(맨 위), 임정 청

사(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청사의

유적이 남아 있는 골목(맨 아래)의

모습이다. 



물론 헌병경찰, 군대, 소방대 등을 동원한 일본의 강제 진압과 무자

비한 탄압으로 한인들의 피해는 엄청났다. 시위의 열기가 좀처럼 수그

러들지 않고 농촌 산간지역까지 시위가 확산되자 당황한 일본은 제암

리학살사건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만

7500명이상이살해됐고, 1만 6000명이상이부상을입었으며, 체포된

사람만 해도 4만 6000명이 넘었다. 이에 맞서 일부 지역에서는 군청·

면사무소·헌병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거나 일본인 지주·상인·고리대

금업자등을응징하는등비폭력시위가폭력시위로바뀌기도했다. 

3·1운동 직후 일본의 무단통치가 다소 느슨해지고 민족교육과 언

론 기관들이 다수 설립됐으나 식민통치의 근간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

다. 이에 국내 13도 대표들과 중국·러시아 방면 망명자 등 29명이 4

월 10일중국상하이에모여3·1운동의정신을계승한임시의정원〔초

대의장이동녕(1869~1940)〕을조직하고, 4월 11일“국민이주인”인민

주공화제를 표방한‘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함으로써‘대한민국임

시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의 한성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등과 통합해 9월 11일 8장 97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1875~1965)을 대통령

으로하는내각을출범시켰다. 이렇듯3·1운동에기초해탄생한대한

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26년간 독립투쟁과 국

토회복운동의중심체가되었다.

78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10년대 독립선언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60여 종류가 있다. 국내와 중국 만주에서의 선언서는 비교적

장기적 투쟁과 비폭력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외 선언서들

은폭력적저항을강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예를 들어 1919년 초 중국 지린〔吉林〕에서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침략행위, 무력과 강제에

의한 조선 병탄, 병탄 후의 야만적 지배와 민족말살정책을 격렬히 비

판하고있다. 

슬프다. 일본의무력과재앙이여. 임진이래로반도에쌓아놓은

악은 만세에 엄폐치 못할지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 지은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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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에 용납지 못할지라. (…) 일본의 합병 동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사행함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요, 일

본의 합병 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불법 무도한 무력 폭행을 극도

로 써서 된 것이니 이는 국제법규의 악마이며, 일본의 합병 결

과는 군대 경찰의 야만적 힘과 경제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강박하고교육을 제한하여 세계문화를저지하고장애하

였으니이는인류의적이라. 그러므로하늘의뜻과사람의도리

와 정의법리에 미쳐서 만국의 입증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하며,

그들의죄악을응징하며우리의권리를회복하노라.

이광수가 기초한 재일 유학생들의‘2·8독립선언서’에서도 러일전

쟁 때 일본이 조선과 공수(攻守)동맹(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병력으로 제

삼국을 공격하거나 상대편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서로 간

에 맺은 동맹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자 조선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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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독립선언서 | 1919년

초 중국 지린〔吉林〕에서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오독립선언서’(대한독

립선언서)에는 사기와 강

박으로 이루어진 일본과

의 병합은 무효이며 육탄

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쟁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

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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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호국으로 만들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고종을 폐

위한다음조선을완전히병탄한것을사기와폭력으로간주했다.

실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 의한 것이니 이

와 같이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상에 특필할 인류의

대치욕이라 선언하는 바이다. (…) 조선민족이 무수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일본에게 합병당한 조선은 반대로 동양의 평화를

교란케하는환란의근원이될것이다.

3·1운동 직후 만해 한용운이 지은「조선 독립의 서」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주의를 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패망에 빗대어 신랄

하게비판했다. 

소위 강자, 즉 침략국은 군함과 철포만 많으면 자국의 야심학욕

(野心壑欲)을 채우기 위하여 불(不)인도, 멸(蔑)정의의 쟁탈을

기미독립선언서 |

기미독립선언서에

는 3·1운동의 본

질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사

진은 3·1운동 당

시 전국에 배포된

기미독립선언서의

모습이다.



행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함에는 세계 혹 국부의 평화를 위한

다든지, 쟁탈의 목적물, 즉 피침략자의 행복을 위한다든지 하는

등 자기 기인(欺人)의 망어(妄語)를 농하여 엄연히 정의의 천사

국으로 자거하나니, 예를 들면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하

고 2천만 민족을 노예로 대하면서도 조선을 합병함은 동양평화

를 위함이며, 조선민족의 안녕 행복을 위함이라 운운함이 이것

이라.

또한 한용운은 같은 글에서 조선 독립의 이유로 민족자존, 조국사

상, 자유주의, 세계에대한의무등4가지를제시했다. 

이처럼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단순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가아니라인류보편과동양평화의관점에서바라보고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3·1운동의 본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은 1919년 3월 1일 집집마다 배포되고 태화관에서 낭독된‘기

미독립선언서’였다. 최남선이 기초한 이 선언서를 읽어보면 독립과 자

주는 인류평등과 정의·인도의 시대에 한민족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

한 권리이며 동양의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

임을강조한다는사실을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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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告)하야 인류평

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誥)하야 민족자존

의정권(正權)을영유케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誠忠)을 합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을 위하야 차(此)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

(順應幷進)하기 위하야 차(此)를 제기함이니, 시(是)는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동생권(共存同生

權)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

지억제치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作)하야 유사

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箝制)의 통고(痛苦)를 상

(嘗)한 지 금(今)에 십 년을 과(過)한지라. 아(我) 생존권의 박상

(剝喪)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심령상(心靈上)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무릇 기하(幾何)며,

신예(新銳)와독창으로써세계문화의대조류에기여보비(寄與補

裨)할기연(機緣)을유실함이무릇기하(幾何)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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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噫)라, 구래의 억울을 선창(宣暢)하려 하면, 시하(時下)의 고

통을 파탈(擺脫)하려 하면, 장래의 협위(脅威)를 삼제(芟除)하려

하면, 민족적양심과국가적염의(廉義)의압축소잔(壓縮銷殘)을

흥분신장(興奮伸張)하려 하면, 각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

(遂)하려하면, 가련한자제에게고치적(苦恥的) 재산(財産)을유

여(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慶福)

을도영(導迎)하려하면, 최대급무가민족적독립을확실케함이

니, 이천만 각개가 인(人)마다 방촌(方寸)의 인(刃)을 회(懷)하

고, 인류통성(人類通性)과 시대양심이 정의의 군(軍)과 인도(人

道)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 오인(吾人)은 진(進)

하야 취(取)하매 하강(何强)을 좌(挫)치 못하랴. 퇴(退)하야 작

(作)하매하지(何志)를전(展)치못하랴. 

병자수호조규 이래 시시종종(時時種種)의 금석맹약(金石盟約)을

식(食)하얏다 하야 일본의 무신(無信)을 죄(罪)하려 안이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아(我) 조종세업(祖宗世

業)을 식민지시(植民地視)하고, 아(我) 문화민족을 토매인우(土

昧人遇)하야, 한갓 정복자의 쾌(快)를 탐할 뿐이오, 아(我)의 구

원(久遠)한 사회기초와 탁락(卓 )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소의(少義)함을 책(責)하려 안이 하노라. 자기를 책려(策

勵)하기에 급한 오인(吾人)은 타(他)의 원우(怨尤)를 가(暇)치 못

하노라. 현재를 주무(綢繆)하기에 급한 오인(吾人)은 숙석(宿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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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징변(懲辨)을 가(暇)치 못하노라. 금일 오인(吾人)의 소임은

다만자기의건설이유(有)할뿐이오, 결코타의파괴에재(在)치

안이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오, 결코 구원(舊怨)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타를 질축배

척(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구사상, 구세력에 기미(羈 )된 일

본위정가의공명적(功名的) 희생이된부자연(不自然) 우(又) 불

합리한 착오상태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야, 자연, 우(又) 합리

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

구로서출(出)치안이한양국병합의결과가, 필경고식적위압과

차별적불평(不平)과통계숫자상허식의하에서이해상반한양

민족간에영원히화동할수 없는원구(怨溝)를거익심조(去益深

造)하는 금래실적(今來實績)을 관(觀)하라. 용명과감으로써 구

오(舊誤)를 확정(廓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

적신국면을타개함이피차간원화소복(遠禍召福)하는첩경임을

명지할것안인가. 또, 이천만함분축원(含憤蓄怨)의민(民)을위

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이

(所以)가안일뿐안이라, 차(此)로인하야동양안위의주축인사

억만 지나인(支那人)의 일본에 대한 위구(危懼)와 시의(猜疑)를

갈스록 농후(濃厚)케 하야,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동망(共

倒同亡)의비운을초치(招致)할것이명(明)하니, 금일오인의조

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영(生榮)을 수(遂)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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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邪路)로서 출(出)하야 동양 지

지자인 중책을 전(全)케 하는 것이며, 지나로 하야금 몽매에도

면하지못하는불안, 공포로서탈출케하는것이며, 또동양평화

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

게하는것이라. 이엇지구구한감정상문제리오. 

아아, 신천지가 안전(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去)

하고도의의시대가내(來)하도다. 과거전세기에연마장양(鍊磨

長養)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에투사하기시(始)하도다. 신춘이세계에내(來)하야만물의회

소(回蘇)를 최촉(催促)하는도다. 동빙한설에 호흡을 폐칩(閉蟄)

한 것이 피일시(彼一時)의 세(勢)라 하면 화풍난양(和風暖陽)에

기맥을 진서(振舒)함은 차일시(此一時)의 세니, 천지의 복운(復

運)에 제(際)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乘)한 오인은 아모 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기탄할 것 업도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

(護全)하야생왕(生旺)의낙을포향(飽享)할것이며, 아의자족한

독창력을발휘하야춘만(春滿)한대계(大界)에민족적정화를결

뉴(結紐)할지로다.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

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업시 음울한 고소(古巢)로서 활발히 기래

하야 만휘군상(萬彙群象)으로 더부러 흔쾌한 부활을 성수(成遂)

하게 되도다. 천백 세 조령(祖靈)이 오등을 음우(陰佑)하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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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外護)하나니, 착수가 곳 성공이라. 다만,

전두(前頭)의광명으로맥진(驀進)할따름인뎌. 

공약 삼 장

ㅡ. 금일 오인의 차거(此擧)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

적 요구니, 오즉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

로 일주하지 말라. 

ㅡ.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ㅡ.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

야금 어대까지던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인민족임을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권리를영원히누려가지게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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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의권위를 의지하여이를선언함이며, 2천만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

의자유발전을위하여이를주장함이며, 인류가가진양심의발

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

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

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

에, 천하의어떤힘이라도이를막고억누르지못할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

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

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잃은것이그얼마이며, 정신상발전에장애를받은것이

그얼마이며, 민족의존엄과영예에손상을입은것이그얼마이

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

고보탤기회를잃은것이그얼마나될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

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의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

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

88



다마음의칼날을품어굳게결심하고, 인류공통의옳은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

써도와주고있는오늘날, 우리는나아가취하매어느강자를꺾

지못하며, 물러가서일을꾀함에무슨뜻인들펴지못하랴?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

을 배반했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학자는강단에서, 정치가는실제에서, 우리옛왕조대대

로닦아물려온업적을식민지의것으로보고, 문화민족인우리

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

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

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

고격려하기에바쁜우리는남을원망할겨를이없다. 현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

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것이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

아고쳐서자연스럽고합리로운, 올바르고떳떳한, 큰근본이되

역경에서피워올린세계평화의불꽃, 3·1운동

89



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것이아니었던두나라합방이었으므로, 그결과가필경위

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통계숫자에의하여서로이해가다른두민족사이에영원

히함께화합할수없는원한의구덩이를더욱깊게만드는오늘

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

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알아야할것이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싸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지나

민족(중국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두텁게하여그결과로동양의온판국이함께넘어져망

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

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

어지탱하는자의중대한책임을온전히이루게하는것이며, 중

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

를 삼는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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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찌사소한감정상의문제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

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닦아 키우고 기른 인

도적정신이이제막새문명의밝아오는빛을인류역사에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원기와혈맥을떨쳐펴는것은이한때의형세이니, 천지

의돌아온운수에접하고세계의새로바뀐조류를탄우리는아

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

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

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

한천지에순수하고빛나는민족문화를맺게할것이로다. 

우리는이에떨쳐일어나도다. 양심이우리와함께있으며, 진리

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

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시작이곧성공이다. 다만, 앞길의광명을향하여힘차게

곧장나아갈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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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삼 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

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

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물론 기미독립선언서가 한자어가 중심이 된 예스러운 문어체로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초자인 최남선이 훗날 친일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이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선

언서의가치를폄하하는사람들이적지않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권이 찬탈되고 인권이 유린되던 처참한 식

민지 상황하에서 강건한 어조로 국권의 회복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회

복에 용기를 북돋아준 길이 남을 명문일 뿐만 아니라 최남선은 자신의

주의·주장이 아니라 2천만 동포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대신 썼을

뿐이며, 크게 소리치고 싶었으나 한 번도 소리 내지 못했던 당시 민중

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민족대표 33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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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서명한것이기때문이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가‘독립국가의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하

는근거로다음10가지를들고있다. 

①인류평등의대의와민족자존의정당한권리

②인류의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

③ 민족적 독립이가장시급한일

④자기를엄하게격려하고건설하고, 신운명을 개척

⑤동양평화와조선독립

⑥고유한자유권을온전하게보호하고이미지니고있는독창력발휘

⑦한민족은양심과함께하고진리와함께나아감

⑧조상이보이지않는곳에서도우며전세계기운의보호를받음

⑨세계문화대조류에기여하고그를보완함

⑩질서를존중하고광명정대함

결국 3·1운동은 항일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

지 않았다. 3·1운동은 민족 역량의 통합만이 살 길임을 보여주며 우

리 스스로에게 과제를 던졌고, 조선의 실정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국

제여론을 환기하며 이웃 여러 나라들에게도 숙제를 남겼다. 어떤 형식

으로든지 한 민족의 주권과 이익이 침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노력이이루어져야하는지를보여줬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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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은 3·1운동 이후에도‘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온갖 착취와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우리 선열들은 3·1운동을 통해 민족자립의 기

초가 민족문화 향상에 있음을 깨닫고 민족각성운동에 전력을 기울였

다. 3·1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됐으며, 그 방법 또한 무장투

쟁, 외교활동, 민족문화수호운동, 실력양성운동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됐다. 

중국 만주에서는 무장투쟁과 독립군기지 건설이 주된 활동이었다

면, 미주에서는 이승만의 외교활동, 안창호의 흥사단운동, 박용만

(1881~1928)의무장활동등이힘을얻기시작했다. 

한반도에서는 강우규(1855~1920), 김상옥(1890~1923), 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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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독립운동가. 3·1운동 직후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

어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3년 1월 12일 독립운동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인 경찰

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서 일본 군경과 접전을 벌이며

저항하던 중 자결했다.

강우규 |한의사, 독립운동가. 1919년 조선총독부 총독으로 부임해

온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탄이

다른 데로 떨어져 거사에 실패했다. 이후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목숨

을 잃었다.

안창호 | 독립운동가, 교육자, 계몽운동가. 일본을

피해 도미한 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

했고, 인재를 양성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독립의

발판이라 생각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흥사단, 재미

한인단체 등을 조직, 주관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

을 하던 중 일본 영사관 경찰의 불심검문에 체포되

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출옥 직후 사망했

다.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은 윤치호, 이광수, 최남

선, 송진우, 조병옥, 김성수, 여운형, 조만식 등에게

두루 영향을 주었다.

박용만 |독립운동가.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과 함께 재미 한

인사회의 초기 지도자였다.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

구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가 투옥되었고,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투쟁운동을 벌였다.

1928년 군자금 모금차 톈진에 체류하던 중 독립운동자금 1천

만 원을 내놓으라는 의열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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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주 | 독립운동가.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경찰 주재소를 습격했으며, 경찰관·면장을 살해한 후 중국으로

피신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 장교로 복무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의 경호관으로 일하다가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6년 12월 28일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 기관인 조

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철도회사에 폭탄을 투척하

고 일본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자결을 시도하다 총상을 입고 병

원에서 사망했다.

윤봉길 |독립운동가.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한인애국단에 가입했다. 1932년 4월 29일 상

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연

및 일본 전승기념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의 유

력인사들을 죽이고, 장성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윤봉

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혹한 심문과 고문을 받고

사형당했다. 당시 중국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이

소식에“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며 감탄했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봉창 |독립운동가. 서울에서 태어

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는 점

원, 상인, 노동자 등으로 전국을 전

전하다가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애국

단원이 되었다. 1932년 일본에 잠입

해 일본 천황 부자를 폭탄으로 저격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자리에 체포

된 후 사형당했다. 그의 거사는 윤

봉길의 거사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

부를 널리 알려 해외 한인단체의 지

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사진

은 체포되어 연행되는 모습이다.



(1892~1926) 등의의혈투쟁이계속됐다. 1926년순종의장례식에있었

던 6·10만세운동이나 1929년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광주학

생운동도 3·1운동을 재현하는 대규모 시위였다. 또한 1927년 독립운

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계급투쟁을 우선하는 좌

파사회주의자들이합동하여‘신간회’를결성하기도했다.

한편1929년대공황이전세계를휩쓸자궁지에몰린일본은침략을

더욱 노골화했다. 일제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 만주사변을 일으키

고 1932년에 위성국 만주국을 세우자 한인들의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

운동까지 위협받게 됐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봉창(1900~32),

윤봉길(1908~32)의의거로일제의간담을서늘케했다. 

훗날 카이로회담(1943)과 포츠담회담(1945)에서 한반도의 독립

문제가 논의된 것도 독립을 향한 이런 자조의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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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들어서도 일본의 침략 야욕은 그칠 줄 몰랐다. 일본은 중

일전쟁(1937~45)으로 중국 본토를 공략했고, 일본의 군수물자, 쌀, 원

자재의보급지였던조선은이시기철저하게수탈당했다.

1939년 유럽에서는 독일·이탈리아 등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소련

등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한

편이 되고,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2차

세계대전(1939~45)이일어난것이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지 않은 미

국을 습격해 태평양전쟁(1941~5)을 일으켰다. 일본은 한동안 필리핀,

말레이반도, 버마(지금의 미얀마), 동인도제도 등 서태평양제도를 공략

하여 기세를 올렸으나 막강한 공업력이 뒷받침하는 미국의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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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역전됐다. 

그러자 한반도에서 일본의 억압은 더욱 광폭해졌다. 우리말을 배우

지도 쓰지도 못하게 했고, 우리말 신문·잡지를 폐간했으며, 각종 교

육·학술 단체를해산했다.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본과조선은한 몸이라

는뜻)라는미명아래한반도의젊은이들을전쟁터로내몰았다.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 갔으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했다. 공출이란 이름으로 농민

들의 쌀이나 무명을 모조리 강탈했으며, 창씨제도를 만들어 조상 대대

로내려온성(姓)까지일본식으로바꾸도록강요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을 위한 효율적인 병참보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공업화·근대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길을 닦고 농지를 정리했으며, 학교를

세우고공장을세우고근대도시들을건설했던것이다. 

일본의 이런 만행에 맞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이어“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

는 내용의 대일선전포고문을 공포하여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워

나갔다.

특히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

의 독립운동단체들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여 그 지지기반을 강화한

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이 건국강령은 보통선거를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왼쪽)와 한국광복

군(오른쪽)은 중국국민당의 지원 아래 중국에서 활동했

다. 이후 조선의용대에서 분리해 나간 조선의용군은 중

국공산당군과 함께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남은 조선의

용대와 한국광복군은 통합하여 항일전을 계속했다. 

만주와 중국의 한인 독립부대 활동 지역

(지도: 『한국이 보이는 세계사』창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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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등을 규정했다. 또

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자들을 끌어들여 정부의 체제를 개

편했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과 통합

하여 항일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 한편 조선의용대에서 분리

하여 나온 조선의용군은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

열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한 조선독립동맹에 들어가 중국공산당군과 함

께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이 조선독립동맹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

화국의수립을건국강령으로제시했다.

일본은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항복하고 이어서 독일이 항

복하자전력이급격히약화됐다. 여기에1945년 8월 6일과9일원자폭

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자 일본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

다. 일본이 연합군과 항복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차

수요집회 |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 중 생존자들은 일

본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

구하며 1992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시위를 이어오

고 있다. 단일 주제로 개최

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기

간 집회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이 기록은 매

주 경신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책

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사진: 뉴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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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와 한반도에까지 진입하자 위협

을 느낀 일본 천황은 라디오를 통해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해 무

조건항복을발표했다.

피폭된 히로시마 |최초의 핵폭탄인 우라늄235 폭탄‘리틀 보이’가 투하된 후 히로시마 시에서는

투하지점에서 반경 12km 지역이 폭풍과 화재에 의하여 괴멸되었고, 20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

며, 가옥 6만 호가 파괴되었다. 이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 



3·1운동은 한민족에게 민족적 자각과 자립심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워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민족운동을 다양화

하는 계기가 됐으며,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굳게 함으로

써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기폭제였다.

또한 미국의 프론티어정신, 인도의 사타야그라하 사브하(진리수호정

신) 못지않은 것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숭고한 것이 3·1운

동의정신이다. 

3·1운동이이렇게높이평가받아야하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 3·1운동이 독립국가라는‘국가 정체성’과 자주민이라는‘국

민 정체성’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남에게 얽매

이지 않고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심한 차

별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쳐 만세운동

에목숨을걸고나선선조들의소중한유산이다. 

둘째, 3·1운동은 1919년 1차세계대전 종결 이후 제국주의 열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던 당시 국제질서에 대하여 약소민족들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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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내기시작한최초의사건이었다. 3·1운동이한창이던1919년

4월6일인도에서는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에

의해 비폭력·불복종운동이 일어났고, 5월 4일 중국에서는 반제국주

의·반봉건을 외친 베이징대학생들에 의해 5·4운동이 일어났으며, 6

월 필리핀과 이집트에서는 마닐라대학생들과 카이로대학생들이 3·1

운동과 유사한 독립시위를 연달아 일으켰다. 이것만 보더라도 3·1운

동이 20세기 초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수있다. 

셋째, 3·1운동은 침략자인 일본의 무력지배와 강압통치에 단순히

저항한 일시적 민족운동이 아니었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세계의 평

화·정의·인도의 회복이 별개의 목표가 아님을 간파하고 널리 천명

한 평화운동이었다. 어느 시대고 폭력과 강권으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

기위해서는비폭력에대한강렬한의지가있어야하는것이다. 

넷째, 3·1운동은 혹독한 식민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어려움을 인

정하고, 국민적 지도자나 동원 조직체가 취약한 국내 여건과 지원세력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국제환경을 두루 살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한반

도에 국한하지 않고 이역 땅까지 번져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

부를 탄생시키고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줬

다. 1876년 개항 이후 숱한 개혁운동들이 실패로 끝나고 이에 동참했

던 사람들마다 좌절과 분노로 세월을 한탄했지만, 3·1운동을 통해 나

타난 민족의 함성과 엄청난 에너지를 만끽한 다음부터는 대동단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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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불의 앞에 용감히 맞설 수 있게 됐다. 그것

이 독립국가 건설의 이상과 자주국민으로서의 굳은 의지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과대한민국건국의밑거름이됐던것이다.

다섯째, 3·1운동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운동이었다. 자유는 근대적 개념이다. 한민족이 이 근대적 개념인 자

유를 각성하고 실감하고 절규하게 된 것은 기미독립선언서가“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야”“오즉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라고

선언하면서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각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3·1운동 때처럼 전 국민적인 규모로 일어난 때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3·1운동 때 외쳐진‘자유’를 먹고 산다. 3·1운동이 일어나

기 2년 전,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고조된 평등사상도 우리 근대사상의

한 축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근간으로 만들어

져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유가 생활화되고

제도화됐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과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3·1

운동은‘자유’의 정신이고, 그것은 곧 오늘날 대한민국을 존립케 하고

번성케하는기본정신이다. 

여섯째, 3·1운동은‘세계화’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미독립선

언서가“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

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며”라고 한 바와 같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

시키는그큰흐름에우리도동참하겠다는선언에다름아니다. 

일곱째, 3·1운동은‘독창성’의 정신과 일치한다. 기미독립선언서



에표현되어있는것처럼“신예와독창으로세계문화의대조류에기여

보비할 기연을”되찾겠다는 의지,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

만한 대계에 민족적 정화를 결뉴”하겠다는 다짐, 이는 모두 우리 민족

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세계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긍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는 100년 전의 비전이며

자신감이다. 이러한 비전, 자신감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특허 출

원건수가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을 뿐 아니라, 2차세계대전 후

신생한 140개국 중에서 산업화·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유일한 나라,

교역량 세계 9위, GNP 세계 15위(모두 2011년 세계은행 집계), 2012년

런던올림픽종합순위5위(금메달수기준)를기록하는부국이됐다. 또

한우리의대중문화로‘한류’라는전세계적문화적공감대를만들어냈

한류열풍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

진은 2011년 11월 시드니 시내 올림픽공원에서 열린‘K-팝 뮤직 페스티벌’의 모습이다. 이 공연에는

2만여 명의 관객들이 몰렸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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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운동으로 체화된 자긍심과 정신력이 아니면 이런 국민적 힘은

상상할수도없을것이다.

여덟째, 3·1운동은 의로운‘분노’다. 분노할 줄 모르는 민족은 일

어설 힘도 도전할 의지도 없는 민족이다. 3·1운동은 분노의 폭발이며

분노의결실이다. 근대중국의선각자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여한십가문초(麗韓十家文 )』의 서문에서“지금 조선인은 아무 쓸모

없는 소수점 이하의 사람들로 나라와 세상에 다시는 기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했다. 량치차오가그렇게말한것은3·1운동이일어나기

5년 전인 1914년이었다. 그러나 량치차오는 한민족을 몰랐다. 한반도

에서 3·1운동 같은 엄청난 폭발력의 대저항운동이 일어나리라고는

일본도 중국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 비해 당시의 조선

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 열악했다. 더

구나일본의군사력과경찰력은전아시아를휩쓸고도남았다. 

그런데도 3·1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민족만

이 갖고 있는‘분노’의 정신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박은식

(1859~ 1925)의『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1919년 3월부터 2달

여 동안 전국 222개 부·군과 해외 각지에서 당시 조선 인구의 10%에

해당하는200만여명의민중이사상2만 3000여명, 체포 4만 6000여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맨주먹으로 총칼 앞에 맞

섰다. 

분노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동력을 가져다준다. 분노

110



할 줄 아는 민족은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한국인의 무서운 동력, 솟구치는 활력, 그것은 모두 의로운 분

노의원류인3·1운동에서부터나왔다할것이다. 

아홉째, 3·1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대중운동사에서 커다란

‘분수령’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우리 역사는 전제왕정에

서 민주공화정으로 이행했다. 또한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무

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됐고, 일본에 의존하는 근대화 대신 실력양성론

과 완전독립론이 대두됐으며, 민족공동체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문화운동이분출했다.

열째, 3·1운동은 계층·지역·성별·종교 간의 장벽과 은둔·자

괴·부정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허물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자들이

연대하고, 정의감과 인류애를 발동하면 아무리 힘 센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못한다는분명한교훈도심어줬다. 

3·1운동은이렇듯우리역사에서처음으로우리의식의흐름을파

천황적으로 바꾸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열거했던 것 어느

하나 우리 현대사의 기본을 만들고 기반을 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3·1운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1운동의

정신은끊임없이새롭게읽어야하고길이계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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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945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3년

1957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68년

1969년

1971년

1972년

— 독일·일본항복, UN(국제연합) 결성

— 인도와파키스탄분리독립, 트루먼독트린·마셜플랜발표

— 대한민국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이스라엘건국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 중화인민공화국수립

— 6·25전쟁(~1953) 발발

— 쿠바혁명(~1959)

— 소련, 세계최초의인공위성스푸트니크호발사성공

— 한국, 4·19혁명

— 한국, 5·16군사정변

— 미국, 쿠바봉쇄(~현재)

— 한국과일본, 한일기본조약체결; 미국, 북베트남에폭격개시

— 중국, 문화대혁명

— 프랑스·독일등, 68혁명전개

—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 닉슨독트린(평

화3원칙) 발표

— 중국, UN에가입하고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됨

— 미국, 닉슨 대통령이 소련과 중국 첫 공식 방문; 남북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회 UN 인간환경

회의개최

— 1차 석유파동; 칠레,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옌데

대통령살해하고집권; 미국, 베트남에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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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980년

1986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4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3년

1995년

— 한국, 부마민주항쟁 일어나고, 박정희 사망하고, 12·12 군

사정변 일어남; 미국과 중국 수교; 2차 석유파동; 소련, 아프

가니스탄침공(~1989)

— 한국, 5·18민주화운동; 폴란드,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발족; 이란-이라크전쟁(~1988) 발발; 아프

리카 국가들, 아프리카 공동 재건을 위한‘라고스 행동 계

획’수립

— 필리핀, 민주혁명;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유출사고발생

— 한국,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타이완, 38년 만에

계엄령해제

— 중국, 톈안먼사태; 베를린장벽붕괴

— 독일통일

— 걸프전쟁발발; 소련, 해체되고독립국가연합(CIS) 출범

— EU(유럽연합) 탄생

— 김일성사망

—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 한국, 외환위기로IMF에구제금융신청; 아시아금융위기발생

— 한국, 남북정상회담(6·15남북공동선언)

— 미국, 9·11테러발생, 아프가니스탄공격

— 미국, 대량살상무기를구실로이라크공격





1.





1945년 8월 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많은

민족들이 해방됐다. 한반도의 독립 문제는 이미 2차세계대전 중에 열

강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윈스턴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장

제스〔蔣介石, 1887~1975〕등미국·영국·중국3국정상이모인1943년

카이로회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고,

소련의스탈린(Joseph V. Stalin, 1878~1953)까지가세한1945년포츠담

회담에서는한반도의독립이재확인됐다.

따라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자, 한반도는 8월 15일을

기하여 35년간의 고통스런 식민지배와 통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문학가 박종화(1901~81)는「대조선의 봄」에서 당시의 기쁨을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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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벙어리된지 은여섰해

서울鐘路(종로)에自由鐘(자유종)이울었다

아가야이종소리를너도듯느냐?

깨어저라하고두드리는저鐘(종)소리

대한독립만세를부르짓는저歡呼聲(환호성)!

인제는조선에도봄이왔구나

너도나도다시한번살어낫구나

아가야, 나도너도조상없는자식이였지?

姓(성)도일음도다갈었구나

三韓甲族(삼한갑족)이라면서도!

카이로회담 |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의 3개 연합국 정상

들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영

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

며, 일본이 1차세계대전 후 타국

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카이로선언을 발

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사진은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3국 정상

의 모습으로 왼쪽부터 장제스,

루스벨트, 처칠이다.



아가야말까지뺏겼구나

둥게둥게두둥게

너를안고얼러보지도못했섰구나

五千年歷史(오천년역사)를갖인民族(민족)이라면서도!

나는밤마다울었다, 너는몰랏지?

벼개를적셔가며울었드니라

소리없이울었드니라

숨소리색색, 平和(평화)스럽게잠든네얼굴을바라보며

천진란만한聖(성)스러운네얼굴을듸려다보며

一生(일생)이나가틀절룸바리의네運命(운명)을생각할때

밤이지새는줄도모르고나는소리업시울었드니라

벙어리된지 은여섯해

三千里江山(삼천리강산)에自由鐘이울렸다

大朝鮮(대조선)의아들, 우리아가야이鐘소리를너도듯느냐?

메나리은은이떨녀감도라, 슬지안는저鐘소리

대한民族만세를부르짓는저歡呼聲!

또한번大朝鮮에봄이왔구나

활개를치자너도, 나도, 다시살어낫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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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기쁨과 이제는 우리 손으로 굳

세고 온전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뿐이었다. 한반도

에서는 식민지배의 종식이 곧바로 단일국가의 수립으로 연결되지 않

았다. 미국과소련의이해가첨예하게부딪혔기때문이다.

1945년 8월 9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얄타회담(1945)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위도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했고, 미군은 9

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뒤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했다. 미국은 소련

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에 잔류해 있던 일본군

의 무장해제를 분담할 목적으로 북위 38도선의 분할 점령을 제안했던

광복의 기쁨 |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고 한반도는 일제의 학정으로

부터 해방되었다. 사진은 8월 16일 마포형무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쁨의 만세를 부르고 있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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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군사분계선으로 그어졌던 38도선은 얼마 지나

지않아미·소양국의통치경계선으로변했다. 

한민족도 이념과 계층으로 사분오열됐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방정국에서 정당·사회단체의 수는 460개, 당원의 수는 6700만 명

에 달할 정도였다(<동아일보> 1946년 4월 19일 자, 1947년 7월 30일 자).

그중에서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박헌영(1900~55)의 조선공산당계가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 송진우·김성수(1891~1955) 등 국내 우파가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 뒤이어 귀국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구(1876~1949) 등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 등이 이 시기의 정국을

주도했다.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 조만식(1883~1950) 등 민족주의자들을 중심

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됐고, 기타 지역에도 지역자치

기구가 조직됐지만 각종 자치기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인민

얄타회담 | 1945년 2월 4~11일 우크

라이나 흑해 연안에 있는 얄타에서 미

국·영국·소련의 정상들이 모여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에 대하여 의견

을 나눈 회담이다. 식민지 민중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현상 유지를 기본으

로 자국 중심으로 전후 세계를 재편하

려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은 얄타회담에 참석한 3국 정상들의

모습으로 왼쪽부터 처칠, 루스벨트, 스

탈린이다.



김성수 |기업인, 언론인. 일제강점기에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며

민족자본 육성에 힘썼고, 중앙고등보통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

려대학교) 등을 인수해 운영했으며,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영했

다. 광복 후 한국민주당을 조직하고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주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한국민주당의 당수, 대한민국 2대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했다.

김구 |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교육자로

강단에 섰으며 교육·계몽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수감

되기도 했다. 1919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

으며,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등을 지휘했다. 광복 후에는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추진

했고 1948년 남북협상을 추진하던 중에 피살됐다. 

이승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1·2·3대 대

통령. 외교독립론을 주장하며 주로 미국에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

을 벌였다. 광복 후 귀국하여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이끌었으며, 남

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임기 중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혁명 직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한 후 하와이에서 여생을 마쳤다.

조만식 |독립운동가. 3·1운동 등으로 옥고를 치른 뒤 오산학교에

서 교사와 교장으로 교편을 잡았고, 물산장려운동·민립대학기성

회운동, YMCA 평양지회 설립, 신간회 활동 등을 주도했다. 광복

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정당인‘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다가 1946년 평양 고려호텔에 감금된 뒤 6ㆍ25전

쟁 당시 북한에 의해 평양형무소 수감 중 총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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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독립운동가, 조선공산당ㆍ남조선로동당 당수. 사회주의 독

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옥고를 되풀이했다. 광복 후 좌우합작운동에

는 반대했으나 남북협상에는 참여했다. 1948년 월북한 후에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수상으로 활동하다가 6ㆍ25전쟁의 책임을

이유로 김일성에 의해 숙청, 피살됐다.

송진우|3·1운동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 한국민주당의 초대 당

수. 김성수 등과 <동아일보>를 창간, <동아일보> 사장, 주필, 고문

등을 역임하며 언론에 종사했고,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하

여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신탁통치 찬반 문제를 놓고 신

중론을 펼쳤다가 찬탁론자로 몰려 총격을 받고 피살됐다.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 중국에

서 신한청년당 당수로 활동하면서 3·1운동 기획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원, 외무부 차장 등을 지냈

으며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지냈다. 1944년부터는 건국동맹과

농민동맹을 결성했고, 해방 뒤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혼란 수습과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했다. 1946년부터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던 중 1947년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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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인민정치위원회로빠르게개편됐다.

일본에 의해 해외로 강제 연행·징집됐던 수많은 동포들도 모두 새

나라 건설의 꿈에 부풀어 속속 귀국했다. 그러나 이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듯 한반도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경험이 성숙

되지 못하여 혼란이 계속됐고, 통일된 독립국가 수립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갔다. 

38선 |북위 38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8도를 지나는 위선이다. 2

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

사분계선이었는데, 6ㆍ25전쟁을 겪으

며 서쪽 경계선을 남으로 내리고 동쪽

경계선은 북으로 올리는 수정을 거쳐

한반도를 분단하는 휴전선이 되어 오

늘날에 이르고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영국·소련 3개 이사국의 외상

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이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가 다루어졌는데, 미국은“미국·영국·중국·소련 대표들이 모든 권

한을 행사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소련은“조선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도

이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27일 발

표된모스크바삼상회의협정내용에는미·소공동위원회설치와최고

5년기한의4개국신탁통치에대한사항이담겨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신탁통치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로 받아

들여졌고, 조속한 독립을 고대하던 이승만, 김구, 김성수 등은 3·1운

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권동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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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을 펼쳤다. 반면 소련의

지시에 따랐던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했다가 찬성

으로입장을바꿨다. 

38도선 이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일부 중도우파들을 제외한 민

족주의 진영 전체가 반탁운동을, 38도선 이북에서는 조만식 등 일부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한 공산주의 진영 전체가 찬탁운동을 전개함으로

써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좌우 대립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

에서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가 수립됐고, 같은 해 3월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반탁운동에 참여한

우익단체들까지 협의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 측 주장과 이를 반대

하는소련측주장이팽팽히맞서회담은끝내결렬됐다. 

해방 후 혼란을 가중한 언론|

당시 언론은 신탁통치에 관련

된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혼

란을 가중했다. 한 예로 <동

아일보>는 1945년 12월 27

일 자 기사(사진)에서“외상

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

제-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

령,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

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

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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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 3일 전북 정읍을 방문한 이승만은“미·소 공위가 재개

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

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

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

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하지만 당시 미군정 당국은 이승만과 김구 등을 배제한 다음 김규

식(1881~1950), 여운형 등 중도우파들을 주축으로 하는 좌우합작운동

(1946)이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 단일 과도정부 수립은 크게 어렵지 않

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승만은 1946년 12월부

터 1947년 4월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요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반

소·반공의단독정부수립을호소했다. 

신탁통치 반대시위와 유인물|신탁통치 문제는 한반

도의 좌우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사진은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던 덕수궁 앞에

서 반탁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의 모습과 반탁을 호소

하는유인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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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12일,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은 미국 의회에서 소련의 팽창과 남하정책에 맞서“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

며, 독재에 항거하는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는 트루먼독트린을 발표한 다음, 그해 6월 서유럽 경제부흥 지원책인

‘마셜플랜’을조직했다. 이로써미·소대립은더욱심화됐다.

1947년 5월에 열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고, 7월 19일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던 여운형이 암살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양자 합의가 아닌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 외상회의의 의결에

맡기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이 모스크바삼상회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는이유로상정자체를거부하자9월미국은한반도문제를UN(국제연

합)에 상정했다. 1945년 창설된 UN은 기존의 국제연맹(LN)과 달리

안전보장이사회의5개상임이사국(미·영·프·중·소)에게거부권을줬

으며, 이사회 회원국(상임 5개국, 비상임 10개국)의 결의는 무력 제재까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1919년 임정 수립

이후 외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애썼고, 독

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후 신탁

통치반대운동에 나섰으나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분적인 지지로

입장을 바꾸고,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에 앞장섰

다. 이 때문에 테러에 시달리다 6ㆍ25전쟁 중 납북되

어 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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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능했다.

1947년 11월 14일, 2차 UN 총회는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

일까지 철수하자는 소련 측의 안을 부결했다. 총회는 그 대신 새로운

독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UN한국임시위원단(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

을 설치한 다음 UN을 대표한 이 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 다음 미·소

양국군을 철수하자는 미국 측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UN이 의결한 미

국 측 안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과 북한은 1948년 1월 9일, UN 총

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북한에서의 UN한국임시위원단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만들었다.

1948년 2월 25일,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어 그리스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 모두 공산국가가 되었다. 이에 2월 26일 열린 UN

소총회에서는“1947년 11월 14일의 총회 결의에 의해 설정된 계획은

해리 트루먼|미국 33대 대통령.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

을 받았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통령으로서 핵공격 명령

을 내렸으며, 6ㆍ25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미국은 공

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의 자유와 각국의 독립 유지

를 위해 노력하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에 대하여 군사

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트루먼독트린’을 발표해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틀을 제시했다.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지

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는 미국 측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1949년 4월에는 미국 주도로 유럽, 미국, 캐나다를 연결하는 집

단 안전보장기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결성됐고, 6월에는 소

련주도로독일수도베를린이봉쇄됐다. 

이렇게한반도의분단은미·소냉전과함께고착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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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결의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되자 반탁세력은 크

게 둘로 갈라졌다.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은 남

한만이라도 즉각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우파 측은 미·

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 지도자 협상을 통한 통일독립정부 수립을 주

장했다.

1948년 2월 4일,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합의한 후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했고, 김일

성(1912~94), 김두봉(1889~1961?) 등과 한반도 영구분단과 내전을 막

기 위한 통일전선 차원의 정치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

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공산정권을 수립해 놓고 북한 단독정부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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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4김 회담에서 합의된“외국 군

대 즉각 철수,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남한단독선거 반대, 민주주의 임

시정부수립”은실현되지못했다. 

결국1948년 5월 10일남한에서는UN한국임시위원단의감시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한반도에서는 민주주

의 이념과 제도에 의한 첫 선거였으나 김구·김규식 등 일부 민족진영

과좌익계열은남한단독정부수립에반대하여선거에불참했다.

5월 31일 이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6

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안이 상정됐다. 제출된 헌법안에 대한 설

명,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각 항목이 심도 있게 심의되고, 의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는 과정이 여러 번 되풀이됐다. 마침내 7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체제의제헌헌법안(총103조)이통과됐고, 7월 17일제정·공포

됐다. 그첫머리는다음과같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3·1운동

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

파하고민주주의제(諸) 제도를수립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各人)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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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

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

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헌법제1조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나온다.

7월 20일, 제헌헌법이정한바에따라초대국회의장이승만이초대

5·10 총선거 |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남한에서 UN한국임시

위원단의 감독하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사진은 5·10 총선거 홍보 포스터(왼쪽), 동대문갑구에서

투표하는 시민(가운데), 개표(오른쪽)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시영(1868~1953)이 부통령에 각각 선출됐고, 이승만은

해방 3주기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공

화국인대한민국의공식탄생을대내외에선포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첫 발을 내디뎠

다. 1876년 개항 이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근대 국민주권국가

를 건설하려던 선각자들의 오랜 꿈이 7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리고 3·1운동 이후 29년 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치와

서구식 민주주의가 현실정치에서 펼쳐지게 됐다. 이에 대해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차 UN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

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립된 유

일한정부임을선언했다(UN 총회결의195호). 

북한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각 지방에 설치됐던 인민위원회를 기

초로1946년 2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구성됐다. 김일성은임시인

민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어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등에 관한 법

령 등 공산체제의 기반을 모두 마련한 다음, 1948년 9월 9일 UN의 결

의를무시한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선포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미·소 냉전과 민족진영 분열로 인해 서로

다른두개의정치체제가들어서게된것이다.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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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전쟁 발발 이전에 김일성은 38도선을 돌파하겠다는

무력남침 계획을 스탈린에게 비밀리에 건의해 승인을 받았고, 마오쩌

둥(毛澤東, 1893~1976)도스탈린과김일성의남침모의에동조했다.

소련·중국 등과 군사비밀협정을 맺은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당시

최첨단 무기를 지원받았고, 재중 조선인 수만 명을 중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북한군 전력을 강화했다. 이들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

에 벌어진 국공내전(1927~49)에 참전해 전투경험이 풍부했다. 또한

북한은 남한 지도자들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하거나 UN 사무총장에게

평화통일선언서를보내는등위장평화공세도강화했다.

미국은 1949년 6월 29일, 495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주한미군

을 완전히 철수했다. 또 같은 해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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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자, 이듬해인 1950년 1월

미국은 동북아시아 방위선인‘애치슨라인’을 발표해 한반도와 타이완

을미국의태평양방위선에서제외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 전역을

기습침공했다. 6·25전쟁의시작이었다. 6·25전쟁이터지기전무려

417회의 남침 징후가 육군본부에 보고됐고, 1949년부터 군사적 충돌

이자주일어나북한의남침가능성이커졌으며, 1950년이후에는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등이 심각하게 거론됐지만 군부대 이

동, 지휘관급 인사이동 등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국방에는 허점이 한

둘이아니었다. 게다가전쟁이터지기하루전인6월 24일에는전군의

비상경계령을해제하기까지했다. 

그 결과 북한은 불법침공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을 함락했고,

수감되어 있던 남로당원들을 비롯한 죄수 전원을 석방했다. 7월 20일

임시수도 대전까지 함락하자 평야지대인 전라도는 무혈입성하다시피

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하루 만인 6월 26일 새벽 4시, UN 안전보장이사

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6월 28일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소련이불참한가운데가결했다.

7월 7일 UN군사령부를 설치한 UN 안보리는 미국 등 참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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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 6ㆍ25전쟁은 한반

도를 초토화했으며,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

진은 서울 시내에서 전투를 치르

고 있는 미군들(맨 위 왼쪽), 전

쟁 중에 학살된 양민들(맨 위 오

른쪽),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피난민들(가운

데), 압록강을 건너고 있는 중공

군들(맨 아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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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원국들을미국의지휘아래두었고, UN군총사령관으로맥아더

(Douglas MacArthur, 1880~1964)를임명했다. 7월 12일이승만대통령

은이른바‘대전협정’(정식명칭은‘재한미국군대의관할권에대한대한민

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UN군에게 이양했다. 7월 말 낙동강과 그 상류 동북부의 산악지대를

잇는 천연장애물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한 UN군이 대한민국의 마지

막 보루인 부산과 대구의 사수에 온 힘을 기울이자 북한 인민군은 대

규모 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국군과 UN군은 이들의 파상공세를 막아

내는데성공했다.

국군과 UN군으로서는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8군은

일본으로, 국군 2~3개 사단을 포함한 정부 요인 10만 명은 제주도나

괌, 또는 하와이로 각각 철수할 계획까지 논의되기도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벗어난것이다.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의 시간을 번 UN군과 국군은 9월 15일 역

사적인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해 전세를 역전하고,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되찾았다. 북한군이 38도선 이북으로 퇴각하자 국군과 미군은

압록강까지진격하여국토통일이눈앞에다가온듯했다. 

하지만 펑더화이〔彭德懷, 1898~1974〕가 이끄는 중공군(정식 명칭

‘중국인민지원군’)이비밀리에압록강을넘어10월 25일밤부터대대적

인 인해전술로 공격해 오자 전세는 또다시 역전됐다. UN군은 후퇴를

거듭하여12월 15~24일에는함경남도흥남에서대대적인철수작전(군



10만 5천 명, 민간인 9만 8천 명)이 진행됐으며, 1951년 1월 4일 수도 서

울이 다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대규모 피난행렬이 줄

을이었다. 이른바‘1·4후퇴’가시작된것이다.

3월 15일 국군과 UN군이 서울을 재탈환한 후 6·25전쟁은 1951년

초여름부터 점차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5월 17일 미국 안보회의가

“한국전쟁의 목적을 한반도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정

치적 목표와 공산군을 격퇴하고 휴전협상을 통하여 쌍방의 적대행위

를 종식시킨다는 군사적 목표로 분리하되 군사적 목표의 달성을 우

선 추구한다”고 결정했다. 6월 1일에는 UN 사무총장이“38도선 부

근에서 휴전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한다는 UN군의 참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

듯 6월 23일 UN 주재 소련 대사가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6월 30일 리지웨

이(Matthew B. Ridgway, 1895~1993) UN군사령관이휴전회담제의를

수락하고, 7월 2일 중공군도 동의했다. 7월 8일과 10일에 UN군과 공

산군의 접촉이 있었고, 25일부터 개성의 판문점에서 본격적인 휴전회

담이 개최됐다. 그러나 당시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UN

측주장과38도선을군사분계선으로하자는공산측주장이팽팽히맞

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전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치열한공방전이이어졌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급사하자 휴전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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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은 휴전에 반대하여 4월 5일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6월 18일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남한 전역에서는 휴전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7월 27일 오전 10시 UN군 대표 클라크

(Mark W. Clark, 1896~1984) 사령관, 공산군대표펑더화이, 북한의김

일성이 7월 30일 22시를 기해 쌍방은 현재의 접촉선에서 2km씩 철수

하여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비무장지대(DMZ)를 만드는 데

합의하는 휴전협정문서에 서명했다. 3년 1개월여에 걸친 6·25전쟁은

이렇게끝을맺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을 뿐 아니라 수백 만 명

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아름다운 강산과 소중한 산업시설이

폐허가 됐다. 또한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 커졌으며, 동서 진영 간에

냉전의골은더욱깊어졌다. 

휴전협정 서명 |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UN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UN대표단 수석대표 미육군 중장 윌리엄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1895~1987, 사진의 왼쪽), 조선인민군및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

민군 대장 남일(1913~76, 사진의 오른쪽)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회의장에서 만나 서명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했다. 사진은 휴전협정 조인식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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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사·사망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병 계

137,899

40,670

148,600

244,663 128,936 84,532229,625

798,400 25,600

303,212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990,968

972,600

(미군 36,940)

520,000(부상자 포함)

104,280

(미군 92,134)

9,331

(미군 8,176)

120,000 640,000

154,881

(미군 137,250)

450,742 32,838 621,479

부상 실종 및 포로 계

한국군

UN군

북한군

중공군

민간인

출처:『2010 국방백서』(국방부, 2010), 249쪽

(단위: 명)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6·25전쟁에 대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은다음3가지이다.

첫째, 6·25전쟁은 국제전쟁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전쟁이었고, 북

한 김일성 집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남침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남

침은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후원, 동맹국 중공의 지원에 힘입

은 침략전쟁이었기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

으며, UN에의한군사제재를결정했다. 1989년동유럽과소련이붕괴

되고, 중국이 개방되자 비밀자료들이 차례차례 공개되면서 북한이 그

토록 주장하던 남한의 북침설이나 미국의 남침유도설은 설득력을 잃

었다. 

둘째, 6·25전쟁은같은민족끼리피를흘린전쟁이었다. 수많은사

람들이 6·25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가족과 헤어져 서로 생사를 모

른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다. 북쪽의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

아 남쪽으로 온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고, 피난길에 가족을 잃고 헤

어진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6·25전쟁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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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참극은지금까지우리생활구석구석에깊은상처를남기고있다. 

셋째, 6·25전쟁은우리의통일을더욱어렵게만든전쟁이었다. 만

약6·25전쟁만없었더라면지금쯤우리는통일까지는몰라도서로가

깝게 왕래하며 북한 출신의 남한 인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사업을 벌

이고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6·25전쟁으로인해가시철망이겹겹이

쳐진 휴전선이 생겼으며, 50여 년 가까이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 년 간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

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남북 간의 협상이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

휴전선 |정식 명칭은‘한반도 군사분계선’이며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으로 발효되었다. 군사분

계선 남북 2km에는 비무장지대(DMZ)가 분포해 있는데, 비무장 지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이 있다. 사진에서 두 번째 철책 너머로 비무장지대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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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인도 모두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이처럼 엄청난 상처와 손실을 남긴 가슴 아픈 전쟁이

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평화·

번영을결정짓는역사적대전환점이기도했다. 6·25전쟁을통해얻은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

한옹호와주권재민의식을다지는기초가됐다.





2.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의 원활한 수탈과 용이한 전쟁 물자 공급

에 맞춰 공업화됐기에 38도선 이북은 공업, 38도선 이남은 농업 위주

로 산업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공

장, 근대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철공장,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대부분북쪽에자리하고있었다. 

게다가 일본이 식민통치 35년 동안 한민족의 자치·자립·자조의

역량을 철저히 억압한 결과 한반도 인구 중 90%가 농민이었으며, 제

조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해방 이

후 일본인 기술자들이 한반도에서 물러가자 그나마 있던 공장도 움직

이지 못했다. 정치나 행정 그리고 교육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북한 지역을 소련이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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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38도선이남의경제생활은더욱말이아니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이런 절름발이 신세로 출발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남한의 빈약한 시설들은 6·25전쟁으로 초토화됐다. 공공시설,

도로, 교량,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43%, 발전시설의 41%,

일반주택의3분의1 이상이파괴됐다. 6·25전쟁직후대한민국의1인

당국민소득은50달러였다. 당시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가대한민

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무상원조는 기아선상에서 헤매

던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빈약한 산업시설과 물자 부족,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극도로 높은 실업률로 인해 국가경제는 활로를

찾지 못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는 모두 남의 일이었

다. 춘궁기인 보릿고개만 닥치면 하루 밥 세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

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대

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굳은 의지와 올바

른전략, 그리고국민들의놀라운열정덕분에가능한일이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민주당

내각을 전복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

민국산업화와근대화의초석을닦았다. 이는역사의아이러니다.

군사정권은 민주당 내각이 수립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경제기획원이라는 막강한 경제 사령탑을 설치하여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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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전쟁으로 파괴된 황폐한 국토에서 정부의 굳은 의지와 올바른 전략, 그리고 국민들의

놀라운 열정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에 성공했다. (사진: 연합뉴스)



154

장에총력을기울였다. 박정희(1917~79)는국민모두가가난에서벗어

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화도 없다고 보고 모든 국력을 경

제개발에집중했다. 

자본과 기술의부족, 빈약한 시장 등 국내 실정을감안하여‘자립경

제체제 건설’을 과감히 포기하고‘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

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체질과 산업구조가 수출제일주의로 재편되

기 시작하자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대했고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

나국가경제발전의기틀이마련됐다.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에서는 외자의 적극적도입과 효율

적관리·투자를통하여방직·합판등노동집약적인경공업기반을조

성했다. 이는 선진공업국들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선 틈

새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상품이 수출되자 사

람들도 해외로 진출할 길이 속속 열렸다.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사가,

베트남에는 국군이, 중동에는 건설근로자가,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파

견되면서해외진출의교두보가마련되기시작했다.

그러나 상품 수출과 외자 도입으로는 재원이 부족했다. 이에 군사

정부는 1965년 오랫동안 끌어왔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마무리했

다. 야당과 국민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게

서 받은 이른바‘청구권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부산항

만 등 국가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농촌근대화에 박차

를가했다.



경부고속도로 |한일기본조약에서 얻은 차관과 미국에서 베트남전쟁 파병의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건

설되었다.‘국토의 대동맥’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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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들어서자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며 원유의 생산 제한

으로 인해 석유값이 폭등하는 석유파동으로 전세계는 불황에 빠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으며 보호무역의 추세가 널리 확산됐

다. 더이상고도경제성장이힘들게된것이다. 이에2차경제개발5개

년계획(1967~71)은 전자·화학·철강·기계공업 등 기술집약적 중화

학공업 쪽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3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76)에서는 1973년‘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철강·조선·기계(자동차포함)·석유화학·전자·비철금속등 6개

산업이 집중 육성됐고 각종 수출단지와 공업단지가 조성됐다. 또한 국

민경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도 꾀하게 되어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

는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

성사업, 의료보험제도등이실시됐다. 

박정희 |대한민국 5·6·7·8·9대 대통령. 일본육군사관

학교에 편입하여 졸업 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장교로

근무하다가 해방 직후 광복군에 편입했고, 남로당에 입당

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했고, 집권 기

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성공해‘한강의 기적’을 이

뤄냈으며 국방력을 증강해 자주국방을 도모했다. 그러나

3선개헌 및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

망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중복 투자, 재벌 특혜 등 부작

용을낳기도했다. 

대한민국경제는1980년대전두환, 노태우정부를거치면서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출을 증대했으며 중산층을 확장했다. 19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범위와 폭이 더욱

넓어졌다. 1996년에는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선진국

경제클럽이라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했다. 하지만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

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국민은 민·관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하여 외

환위기에서4년만에탈출하는저력을보여주며세계를놀라게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중공업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2008년 세계 2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2010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2차세계대전 이

후 신생한 독립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원조받던 국가’에서‘원조하

는국가’로성장하는놀라운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적지 않았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재편된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이라서 외부의

충격에 극히 약하다.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로 인해 재벌 중심의 경

제구조가 고착화됐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강화됐다는 점도 큰 문제다.

무리한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농민의 희생이 컸으며, 농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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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산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식량주권 확보

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개발독재와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경제발전

이란 미명하에 억압된 민주주의, 인권, 환경, 행복추구권 등의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업그

레이드’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빈

부의 양극화 해소는 앞으로 국가 통합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 직후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이 앞섰던 북한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선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고 말았다. 특

히 1990년대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을 기점으로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며 국가경제 근간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 1994년 김일성

이 사망한 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져왔지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던 북한정

권의꿈은더욱더멀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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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지금까지우리국민들은정치

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정부 수립 2년 만에 동족

상잔의 참혹한 6·25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

기엔너무나척박했다.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펼치며 언론과 야당을 탄압했다.

1954년에는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고자 개헌

을 시도했으며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사사오입(반

올림)을 내세워 통과시키는 억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집

권여당인 자유당의 주도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 당시 대

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흔드는

일대사건이었다.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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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궐기

했다. 마산에서 불붙은 규탄시위는 전국 각지로 번져나가 4월 18일에

는 고려대생들이, 4월 19일에는 서울 시내 전 대학생들이 경무대 앞에

모여 부정부패 척결과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승만은 집권 연장을

위해 한때 계엄령 선포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결국 국민들의 뜻

에따라4월26일대통령직에서물러나하와이망명길에올랐다.

4·19혁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의로운 항거였으며, 부당한 압제에 굴복하지 않

고분노하는3·1정신을훌륭히계승한봉기였다.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당의 주도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

회, 그리고 기본권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대통령에

는윤보선(1897~1990)이, 국무총리에는장면(1899~1966)이각각선출되

4·19혁명|3·15 부정선거

로 촉발된 4·19혁명은 대

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

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

다. 사진은 계엄군의 탱크

를 빼앗고 환호하는 시민

들의 모습이다. (사진: 4·19

혁명기념도서관)



어제2공화국이공식출범했다. 

장면 내각은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

했으나 터져 나오기 시작한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기대수준을 만족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불안이 날

이 갈수록 심해졌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쟁에 빠졌고, 통일

운동을 빙자한 혁신·용공세력들은 매일같이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

은 자유와 방종에 취해 있었고, 거리는 날마다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

았다.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국가 재정은 빈약했으며 통일을 둘러싸고

국론은 분열됐다. 심지어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기까지 했으나 정부

는 이 같은 혼란정국을 수습할 힘조차 없었다. 이런 어수선한 때를 틈

타 김일성은 남한 사회의 내부혼란을 부추겼으며, 통일방안으로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다. 6·25전쟁이 끝나고 10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

의근간이또다시흔들리기시작한것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

다. 이로 인해 출범한 지 1년 남짓밖에 안된 민주당정권이 무너졌고,

명맥을 겨우 유지하던 민주주의의 싹도 짓밟혔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5·16군사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2년 6개월 동안 경제부흥,

정치안정, 사회기강확립을위한조치를취해나갔다. 

군사정권은 민정이양을 앞둔 1962년 7월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를 설치한 후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국회를 골

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고 공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6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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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포했다(발효시점은1963년 12월 27일). 1963년 10월 5일대통령선

거에서 군복을 벗은 박정희가 야당 후보인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

통령에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했다. 1971년 치러진 대통

령선거에서는 야당후보인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더이상의중임은불가능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정권의 통치가 이어지던 시기, 국제정세는 크게 요

동쳤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미국과 화해한

중국이 세계무대, 특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한반도와 주

변정세가 급격히 변해갔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소국가의 의

견은 무시된 채 기존의 동맹국과 적국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냉혹한

현실을 지켜본 박정희는 남북대화나 정치민주화 대신 국가안보와 정

치안정을최우선시했다. 

이에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2개월간 해산하고, 모든

정당및정치활동을금하는이른바‘10월유신’을단행했다. 국회의기

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했고, 그곳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국민

투표에의해확정했다. 이른바‘유신시대’가시작됐다.

박정희는“국민의총화와단결로써국력을조직화하고능률을극대

화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의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룩하기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하며 10월유신의 의

미를 전했다. 하지만 헌정을 폭압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

는 없었다. 이후 내려진 각종 긴급조치들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

162



리가 억압받자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쏟아

져나왔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는 10·26사태

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하지만 박정희 죽음 이후 혼란한 정국

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군부가 일어났다. 이른바‘신군부세력’

은 같은 해 12월 12일 이른바 12·12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권과 정치

적실권을모두장악하기시작했고, 1980년‘서울의봄’을만끽하려던

학생·시민과 정면충돌했다. 같은 해 5월 18일 김대중(1924~2009) 석

방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광주에서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억

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한 다음‘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

회건설’을제5공화국의목표로내걸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발전에 걸맞은 민주정치를 지속적으

로 요구했다. 결국 1987년 6월 군부퇴진과 대통령직선제 실시 요구

등으로 표출되고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6월항쟁으로 터져나와

6·29선언을 이끌어냈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

게 됐다. 제6공화국 출범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착됐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기틀이 마

련됐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1948년 건국 당시에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었고, 1960년 4·19혁명 당시에는

영국식·일본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 당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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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이집트·터키식혁명을모델로한것이었다. 그리고1972년 10

월유신 이후에는 한국식 대통령제와 타이완식 총통제를, 1979년 박정

희의 죽음 이후에는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1987년 6·29선언 이후에

는 다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과 민도

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를고수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노태우 정부(1988~

93)에서는 서울올림픽 개최와 동유럽 및 소련·중국과의 국교 수립,

김영삼 정부(1993~8)에서는 세계화정책 추진,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확대, 김대중 정부(1998~2003)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정

상회담,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노무현(1946~2009) 정부(2003~8)에서

는 남북화합과 지역균형발전, 탈권위주의 등을 이뤄내며 이명박 정부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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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민족에 의한 식민통치 이후 국토의 분단, 서로 다른 정부

의 수립, 동족상잔의 6·25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서울올림픽과 한·일월드컵, 외환위기 극복과 1조

달러 무역달성 등 참으로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사회적으로는자유화를, 문화적으로는개방을이루어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한 140여 국가 중에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산업화·민주화의 대성취를 이룩했다. 신생 독립국가가 산업화와 민

주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의 경우를 보더

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는 김일성 일가 중심의 3대

세습으로 변화와 개혁의 탄력을 잃은 지 오래다. 핵무기 등 군사력 중

심의 정치로 인해 북한은 대한민국이 건국 60년 만에 달성했던 그 어

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민생은 붕괴 일

보직전에도달해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해방이 독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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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동 선열들이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듯이 경제가 발전하

고 자유민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 역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화·민주화에앞장섰던수많은사람들의피와땀덕분이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꼼꼼히 복기하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전망해야 한

다. 그 길을 걸어갈 자원이 충분치 않고, 나아가는 도중 극복하기 어려

운 장애물을 만나 좌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3·1운동과

같이 역사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낸 지혜의 유산이 있다. 이런 유

산에 의지해 굴하지 않고 길을 찾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대한민국|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한 140여 국가 중에서 오로지 대

한민국만이 산업화·민주화 동시 달성이라는 대성취를 이룩했다. (사진: 뉴스뱅크)



3.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이나틀은크게바뀌지않았다. 그것은헌법의전문이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의“우리대한국민”의근간을담고있기때문일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

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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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

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다짐하면서…. 

이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을 이루는 핵심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한민

족 근대정신의 진정한 뿌리다. 해방 직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

국가를이루려는부단한노력들, 대한민국정부의수립, 4·19혁명, 부

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들로 이뤄낸 민주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도 모두 그 뿌리는 3·1운동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3·1운동의어떤면이그런것일까?

3·1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이면서도, 맹목적

인 애국심이나 적대감만을 북돋는 협소함에 빠지지 않고 동아시아 국

가들 간의 연대와 세계평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

으로새로운자주독립국가의국민상을제시했다. 

3·1운동은 제국주의의 야만에 반기를 들고 전통적 중화사상에 사

로잡혀 있는 중국의 무기력과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에 물든 일본의 오

만을 동시에 꾸짖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

었고, 서구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정의와 인도가 무엇인지 일깨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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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성인들의심금을울렸다. 세계의평화와인류의행복이19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보잘것없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조선의 독립

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세계에 천명한 것

이바로3·1운동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3·1운동은 힘을 하나로 결집할 때 한민족이 어

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폭발력을 똑똑히 보여준 일대 쾌거였다. 분

단과 분열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3·1운동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새롭게읽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3·1운동은 어두운 억압의 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혜의 길로 나

설 줄 알았던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며, 세계

열강은 여전히 탐욕스럽다. 다시금 지혜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 즉 3·1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3·1정신은 어두

운밤의등대처럼새로운시대를밝혀줄것이다.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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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20세기초반의일이지만21세기에와서도그의미가전

혀 퇴색하지 않았다. 퇴색하기는커녕 3·1정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1운동을 촉발한 20세

기의탐욕과불의는21세기에들어서도수그러들지않고오히려더강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재해

석하는데있어명심해야할것들이있다.

우선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나타난‘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

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적

행동이념은 위험천만한 요소다. 흔들리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고, 또 침략을 당했을 때 이를 막을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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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다. 일제

강점기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 목숨까지 내던진 수많은

순국열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버려

가면서‘내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까닭은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민의

생존을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민족과 국가의 자존,

자유를 부정하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

야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결정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

요하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만 성장과 배분, 자유와 평등, 전통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시민사회

를실현할수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와 민주화와 선진화는 물

론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

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도구로도 적극 활용되는 미래지

향적인헌법이되어야할것이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제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모두

가 헌법을 숙지하고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챙길 때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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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힘을 얻는다. 자유와 평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달콤한 열

매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이 공익

과충돌할때는공익을우선할줄알아야한다.

이것 말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지워진 짐이자 의무가 있다.

바로 분단의 극복이다. 서로 다른 체제로 오랜 세월 갈라져 지내왔으

나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ㆍ일본ㆍ

중국 간의 오랜 상호 위협과 의심을 불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

제이다. 

특히육지와바다로서로이웃하고있는한국·중국·일본이화합하

는 것이 중요하다. 3국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원념들을 털어내는

데 힘쓰는 한편 인류평등의 대의와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진심으

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

론 학계와 시민사회가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한반도가 불안해서는 동북아의 평화 자체를 기대할 수 없고 핵위협

도 사라질 수 없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때 동북아 국가들은 공동번

영의 길로, 세계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이 증

명했듯이 힘을 하나로 결집한 한민족은 세계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내와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는 일

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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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특히나 더 그렇다. 구한말 일본에 나

라를 빼앗긴 것은 국가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위정자를

비롯한국민전체가깨어있지못했기때문임을잊지말아야한다.

3·1정신의 재해석에 있어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단순

히 민족통합과 외세저항의 도구로서의 민족주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3·1정신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3·1정신의

위대한 부분은 한민족의 독립을 천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3·1정신의 재해석은

세계를이끌새로운시대정신을제시하는데까지나가야한다. 

세계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침

략주의와 강권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각 민족의 생존을

박탈해 발전을 가로막고 명예를 훼손시켰던 제국주의와 강권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인류문명사에 두 번 다시 발호하지

못하도록철저히배격해야한다. 

이모든사항들은비단3·1정신의재해석뿐아니라, 대한민국과세

계 인류의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3·1정신을 이어받는

길은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가 진정한 번영을 이루는 길과 다르지 않

다. 이모두가바로지금우리의손에달려있다.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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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경제력으로 웬만큼 밥

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닥치는 어려움은 더욱

거대해지고,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문제들은 더욱 복잡기괴해지고 있

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구체적인 미래상이 필요하

다. 3·1정신은 바로 그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다. 기미독립선

언서에 담긴 3·1정신의 이상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우리가 지향해

야할대한민국을구체적으로그려보면다음과같은모습일것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첫째, 민주국가, 법치국가이다. 국민이 대한민

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이 최대한 보장된다. 헌법이 수호되고 법률과 제도가 존중되

는법치가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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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국가이다. 국토와 정치의 통일 이전에 동질성 회복과 정

신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지고, 남북이 상호불가침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며, 북한의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전 민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통일방안은 과감히 폐지된다. 이를 통해 전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셋째, 문화국가이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의무교육과 공교육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학교교육은 학교 밖 수련활

동과 균형을 이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창조성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대학의자율성이보장되고기업과의협력이활발해진다.

넷째, 자주국가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보호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네트워크를 강화해 내외

동포를 하나로 묶는다. 동북아 균형외교에 힘써 한·미·일 해양세력

과 북·중·러 대륙세력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한다. 저개발국가를 적

극 도움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테러의 대상

이되는일이없게한다.

다섯째, 인권국가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지않으며, 국민의기본권을 보장한다. 약자와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 또한 빈부의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차별받는 사람과 지역이 없게 한다. 이를 통

해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고 무차별 살인, 아동 성폭행과 같은 흉악범

죄를예방한다.

21세기를이끌시대정신, 3·1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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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정의국가다.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정직·근면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정치적 기회주의는 발 붙일 곳이 없어진다. 특권과 독점이 뿌리뽑히

고, 균등한기회와공정한경쟁이실현된다. 

일곱째, 소통국가다. 각자의 이념이나 권력의 유무에 크게 구애받

지 않고 상식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논쟁은 감정을 소모

하는 상호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타협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창의적

인대안이실현된다.

여덟째, 상생국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협력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내적으로

는 내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장년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실업 등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

된다.

아홉째, 과학기술국가다.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

고, 신재생대체에너지 기술이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끈다. 이를 통해

농·수산·어업과 상·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균형을 이루어 공존할

수있게된다.

열째, 안전국가다. 재해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각 방면에 마련된 안전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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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0가지 미래상 중에는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나 커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 앞에는 지혜로운 선조들의 발자국과

3·1정신이있다. 3·1정신의뜻을굳건히세우고그발자취를잘헤아

리면실현가능한길을꼭찾아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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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 5년마다 자유·비밀·직

접선거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있다. 그리고 선출직 대통령들은

취임식석상에서국민앞에다음과같이선서하고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

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헌법제69조)

이 짧은 선서 속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비전 그리

고대통령의책무가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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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법통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이

념에 대한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3·1정

신과불의에항거한4·19혁명이념을어떻게계승할것인지를분명히

해야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을 지향

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추진해야 한다.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통일을이루기위해애써야한다.

셋째,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폐습과 불의를 없애고, 자율과 조화를 기

초로 민주적 질서를 구축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균등하게부여해야한다. 

넷째, 국민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할 뿐만 아니라 자

유와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

활의균등한향상을기해야한다. 

다섯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한다.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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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수 있으며, 민족의 역사가 비민주에서 민주로, 차별에서 균등으

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분단에서 통일로 전진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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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은 참 힘들다. 젊은이들이 신바람 나게 자기 일을 하

거나 열정적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좀처럼 마

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춘은“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

온 동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때일수록 청년들은 뜨거운 가슴과

용기를놓지말아야한다.

지난날3·1운동이한낱시위로그치지않고다음세대로계속이어

지면서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 덕분

이었다. 만약YMCA 소속청년들이나유관순과같은학생들의적극적

인 참여와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3·1운동이 그토록 전 계층, 전 지역

으로빠르게확산될수있었을까?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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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국가

관과 세계관이 분명한 세계시민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금 일어나

야한다. 

물론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이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젊은이들도 스스로 돌

파구를마련해야한다. 젊은이들은혁신적인창업이나해외 진출에적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는 창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

도록 안전망을 마련해 주고,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에 힘

쓰며젊은이들의도약과비상을도와야한다.

이를위해서젊은이들은소위취업의‘스펙’을쌓는데급급할것이

아니라 창의성를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영역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마한 능력으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면 인정받던 시대

는 진작에 끝났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주어

지고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통섭이 필요

해지고있다. 창의성과도전이그무엇보다도중요한까닭이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창의성을 가

지기 힘들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파악해 새로운 대안을 찾

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하

는데존중과배려없이는불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

정의와 원칙을 준수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보

면‘모로가도서울만가면된다’는식의편법과비위가성공의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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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일수있다. 하지만그것은근시안적인판단일뿐이다. 한두해살

고말인생이아니라면정의와원칙이야말로궁극적인성공의열쇠다.

하지만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서 시작되

는 길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둘러싼 현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

여주는 일이 많아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손해를 보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 약속임을

깨달아야한다. 

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공존을 위한 지

혜가 법에 오롯이 담겨 있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법에 대해 관

심을 갖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그래서매우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의 참여 없이는 발전하기 힘들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 유신체제를 반대한 부마민주항

쟁,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월항쟁 등은 모두 젊은이들이 앞장섰던 일

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젊은이들의 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

도과언이아닐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나 패권 경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을 위험에 빠뜨리고 퇴보의 길로 몰아넣는 일을 냉철히 판단해 거부할

줄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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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젊은이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과 슬

기를 길러야 한다. 대의정치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이 충분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각 개

인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성적인 의사 표현이 모일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

의가실현될수있다. 

또한 앞선 세대의 희생과 피와 땀을 되돌아보고 기억해야 한다. 지

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겨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이르게 한 과거의 길을 따라가 앞선 세대의

삶을 열린 눈을 통해 살펴보면 현재를 더욱 잘 통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통찰은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앞당길수있을것이다.

20세기 초 한반도의 청년들이 3·1운동으로 품었던 비전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반도의 독립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꿨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청년들이그것을이어받아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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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거의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일이다. 20

세기 현대사회에서 100년은 격변의 100년이고 소용돌이 속의 100년

이다. 이 100년 동안에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변화

는격심했다. 

그럼에도 3·1운동을 일으킨 3·1정신은 면면히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3·1절이 되면 으레 3·1정신을 되새겨보고 3·1운동을 새삼

스레마음에각인한다. 도대체이정신과이운동이오늘을사는우리

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3·1운동 새로 읽기’인가. 그 무엇이 있어

그 어떤 정신, 그 어떤 운동보다 3·1정신, 3·1운동을 계속 선양하려

하는가.

사실 그때의 우리 사회와 지금의 우리 사회는 구조와 기능에서 그

차이를도저히가늠할수없을만큼달라져있다. 생활양식은말할것

도 없고 사고방식이며 행위유형에서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선인들

과 오늘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인은 3·1운동

을 일으킨 선인들의 생물학적 후손일 뿐 사회학적 후예는 아니다. 그

선인들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오로지 혈통일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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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고변화되었다.

그렇다면 거의 100년 전 3·1정신의 그 무엇이 면면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3·1운동의 그 무엇이 꺼지지 않고 아직도 타고 있다

는것인가.

이는 우리가 우리 역사 이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니 결코 가

질 수 없었던 자유의 정신, 세계화의 정신, 독창성의 정신 그리고 분

노의 정신이 모두 3·1정신에서 연원하고 3·1운동에서 그 정신의

동력을찾았다는점에있다.

3·1정신과 3·1운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든‘시작’이며, 오

늘의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큰 한국인의 나라‘대한민국(大韓民國)’으

로 존재케 한 원류다. 생활의 실제에서, 사회의 모습에서, 가치의 차

원에서 그때와 지금이 어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바뀌었

다해도, 오늘의그‘실제’와그‘모습’과그‘차원’의뿌리는3·1정신,

3·1운동에 깊이 박혀 있다. 예컨대 강의 흐름과 그 흐름의 방향과 강

줄기그리고그강의수량과수질이아무리달라졌다해도, 그강의연

원은바로거기그옹달샘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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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3·1정신은 영원하다. 3·1정신은 우리 민족을 뒷받침

하는 큰 산이자 살아 있는 경전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커다

란 나침반이자 등대이다. 3·1운동은 지울 수 없는 민족의 발자취이

며, 씻을 수 없는 민족의 핏자국이그대로 드러나는 십자가다. 대한민

국이 존재하는 한, 아니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3·1운동과

3·1정신은영원히계승·발전될위대한민족정신이다. 

안창호는 1920년 중국 상하이에서 거행된 3·1절 1주년 기념식에

서3·1운동의역사성과영원성을이렇게강조했다.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요. 이날은 일이(一二) 개인이 작정

한 것이 아니요 2천만이 했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血)로 작정한 날이요. (…) 과거 1년간 일인

(日人)은 이날을 무효에 귀(歸)케 하려 하여, 우리는 이날을 유

효케 하려 하여 싸웠소. 그리고 세계는 이 싸움에 주목하고 있

소. 일본의 최대 문제는 이날을 무효에 귀(歸)케 함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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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케 함이외다. (…) 기필코

이날은 유효케 하자. 그러하기 위하여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변치말고잊지말자함이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침략과 저항’‘지배와 피지배’의

이율배반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용기를

갖고 이를 청산하여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과거를 말끔히 씻

어내야 한다. 가해자는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원인을 분

석해 이전 세대들이 저질렀던 역사의 책임을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

히 물려받는 이상야릇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침탈과 억압, 파괴

와 착취, 군림과 배척 대신 공생과 협력, 화합과 배려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서 모두가 민족

의일원으로하나되는위대한결단을내려야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게 3·1정신이

중요한 유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제창했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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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아시아의 길은 전 세계를 평화롭고 활기찬 미래로 인도할 것이

다. 그 길을 찾아내고 앞장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3·1정신의 장자인

우리들의몫이다. 

그래서또한번다시‘3·1운동새로읽기’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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