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촉진의 길』
- 국가정체성과 의병정신 선양을 통한 방안을 중심으로 -

윤

우

(전 KBS 전문위원 ‧ 정치학 박사 )

Ⅰ. 서 론

Ⅳ. 나라사랑 의식의 확산 방안

Ⅱ. 나라사랑의 당위성과 저해요인

1. 국가 정신교육 강화

1. 나라 사랑의 당위성

2. 나라사랑 운동(캠페인)의 전개

2. 나라사랑 저해 요인

3. 나라사랑 확산을 위한 정책조정

Ⅲ. 나라사랑의 표상 ‘의병정신’
1. 의병과 의병정신
2. 의병정신의 현재-미래 가치

Ⅴ. 결 론

참고 문헌

3. 통일 번영과 의병정신

- 1 -

『나라사랑 촉진의 길』
- 국가정체성과 의병정신 선양을 통한 방안을 중심으로 윤

Ⅰ. 서

우 (전 KBS 전문위원 ‧ 정치학 박사 )

론

나라는 그 국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나라 사랑’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의 민주 시민사회에서는 나라와 국민 각자
의 관계에서 나라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될 때 ‘나라사랑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 그리고 나라의 가치는 정통성과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
서 국민의 ‘나라사랑’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요건은 첫째로,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
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 상황 아래서는 그 문제가 더욱 중시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정치와 정책일 것이다. 이는
위정자들의 책임이 큰 부분이다. 그리고 셋째는 국민의 마음가짐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나라사랑' 마음을 결집해서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
이다. 그 마음가짐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의병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의병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목숨 받쳐 국난극복에
이바지 하는 ‘민병’이고, 그 정신은 평시에도 정의사회-공정사회 구현 등에 이바지
하는 나라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책무 이
행-Nobless Oblige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로부터 930여 회의 크고 작은 침략1)을 겪
으면서도 반만년의 민족사와 국맥(國脈)을 이어 왔다. 그 것은 우리 민족의 소중
한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적지 않은 자원을 지닌
강토 또한 값진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막지 못하
여 민족사상 처음으로 1910년,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오욕의 역사를 체험한 바
있다. 그 기간은 1945년 광복 때까지 35년 동안 같지만, 실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
화된 1894년경부터 나라가 반신불수 상태였기 때문에 겨레의 설음과 독립항쟁은
51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항쟁에서 의병선열 15만명2)을 포함하여 무려 30여만
겨레가 희생당하였다. 그런가하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의 조국 광
복이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이어진지 벌써 70년이 되어 가고
있다. 남북분단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일본의 무
장해제 등을 위해서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이 땅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민족의 시련과 영광』, 24.
2) 박성수, 1995,『알기 쉬운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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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둔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역량 미숙도 원인 중 하나지만, 특
히 소련의 조종으로 북녘 땅에 그들의 위성정권이 구축된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동유럽에 그들이 구축한 위성정권 수립 방식을 처음부터 북한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 분단은 우리 겨레에게 또다시 시련과 비극을 안겼다. 북측의 6 25전쟁
(1950-1953) 도발로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국토의 초토화를 겪었고, 휴전 이후에도
계속된 대남 도발과 위협으로 말미암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민족의 장래까지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무기들은 주변 강
대국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조건에서, 남녁 동족을 겨누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
는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 심화는
자칫 한민족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커가고 있다.
남한의 경우, 분단과 6.25전란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G-20 회원국(2011년 의장국)으로 발 돋음 하였
다. 그러나 국민의 현실 인식과 나라사랑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북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건에서, 우리 내부의 이념대립이나 북한에 대한 편향
된 인식 등은 국민의 나라사랑 의식을 좀먹게 할 수 있다.
또 급변하는 주변정세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면 과제 또한 막중하다. ‘세계화’ 추세와 다문화 현상은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 민족관 값진 전통 등에 대한 의식마저 흔들고 있다.
우리는 강대 민족 세력에 둘러싸인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겨레의 민족관 국가관이
흐트러질 경우 ‘국가’는 물론, ‘민족’ 까지도 소멸 또는 ‘2등 민족’으로 전락할 수
우려가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나라를 잘 가꾸고 통일을 이루어 다음
세대로 이어주어야 한다”는 민족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라사랑’을 촉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국민 모두가 스스로 ‘나라사랑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일이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계몽과 교육 운동을 필요로 한다. 정통성 정체성을 바탕으
로 한 나라의 가치와,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
사랑의 표상’인 의병의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의 내외
정세는 나라사랑 국민정신교육 강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교육이나
운동에는 이의제기와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착수시 분위기 조화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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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라사랑의 당위성과 저해요인
1. 나라사랑의 당위성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 없
지 않다. 그것은 남북분단 상황 아래서, 정통성 정체성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
의 차이,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통성’과 ‘정체성’을 모두 지닌 나라” 이다. 헌정 중
단 등 약간의 하자가 있었지만 훨씬 큰 가치에 의해서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 최초의 나라는 서력기원 전 2333년 10월 3일 ‘왕검’ 단군께서 세운 ‘고
조선’이다. 그리고 그 국맥(國脈)이 3국(고구려 백제 신라)-통일 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을 거쳐 1919년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이 반만년 민족
사의 국맥을 이은 정통국가요 정체성을 지닌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탄생
(1919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재건’(1948. 8. 15)과정과 헌법 등이 말해준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전 민족이 독립을 염원하고 선언한 3.1독립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국가’ 특히 '민주 국가'라는 데서 확인 된다. 1919년 ‘3.1운동’은 온 겨레가
남녀노소 신분 지식 재산 종교 지역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의 뜻으로 뭉쳐
펼친 독립항쟁이었고, 그를 통해 선언한 독립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의 독
립운동계 대표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세운 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리민족 전체의 뜻을 모아 세운 정통국가인 것이다. 1910
년 일제 침략자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1919년 다시 세운 것이다. 국호는 국치
(1910. 8. 29. 국망) 이전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체는 제국(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어 출범하였다. 다만 국가를 운영할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남의 땅(중국 상해)에 망명정부-임시정부 형태
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명지에서 국호와 국체를 동시에 변
경하여 새로 세운 나라이며, 특이한 ‘건국’과정을 거친 ‘새 나라’이다.
3.1운동 직후 한반도와 중국(상해와 간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각기 선포된 국가(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여덟 개나 되었었다.3) 그것은 일제의 감
시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주변국 요지까지 뻗혀 있고 교통 통신도 불편해서 회합
3) 이연복, 199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배경과 민주공화정치”,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정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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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의견교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었다.
① 대한국민의회(블라디보스토크 - 3. 21.선포) ② 임시 대한공화정부(간도 - 3. 29. )
- 4.1.)

③ 대한민간정부(기호

④ 조선민국임시정부(서울 - 4.10.) ⑤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 - 4.13.) ⑥ 고려임시정부(간도 -

4.15.) ⑦ 신한민국정부(평안 - 4.17.) ⑧ ‘한성정부’(서울 - 4.23.)

그런데 그 여덟 개 가운데서 5개는 실체가 지속되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즉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모여(인천)세운 서울 지하의 통칭 ‘한성 정부’가 민주적 협의를 거쳐4) 그
해 9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으로 통합되어 상해에서 거듭 났다.
그와 같이 창건된 대한민국의 정부(‘임정’)는 일제의 중국침략으로 말미암아 상
해(상하이)로부터 중경(중칭)에 이르는 사이 여덟 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광복 때
까지 2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독립항쟁을 총괄 지도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무
장력인 ‘광복군’을 편성(1940. 9. 17), 보유했고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전쟁을 도발(1941. 12. 8)한 직후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12.10)도 했다. 광
복군은 또 영국군의 미얀마전선에 참전, 전과를 올렸고 미국 OSS와 함께 본국
진공훈련도 진행 했다. 그런데 본국 진공 작전 개시 직전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
(1945. 8. 15)을 맞게 된 것이다5). 광복군은 중국에서 일본군 점령 후방지역 활동
중 피체 순국자와 교전 중 전사 순국자가 발생하는 희생도 겪었다.6)
한편 1948년의 ‘재건’ 즉 ‘정부(정식)수립’ 과정 역시 이승만 이시영 신익희 이
범석 김병로 등 독립운동계 주도 아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이루어졌으며
법통 계승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탄생한 시점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론이 대두되었던
사실이 그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48년에는 대한민국의 ‘정부’(‘임시’아닌 ‘정식’)
를 이 땅에 세워 ‘재건’한 것이지 ‘건국’한 것은 아니다. 다음 사실이 말해준다.
① 헌법 상의 규정, 즉 제헌헌법(1948.7.)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
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 했고, 현행헌법(1987.12)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한 점
4) 9월 6일 임시헌법 개정안 채택-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임, 9월 11일 새 헌법 및 국무원 명단 공포., 이연복,
199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배경과 민주공화정치”, 27.
5) OSS훈련은 1945년 8월 7일 종료, 작전 투입 대기 중이던 8월 10일 미군 장교들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전
하며 함성을 질렀다., 김유길, 2011, “나의 항일투쟁과 나라사랑의 길”, 『광복회 2011워크숍』,2011. 12.
20-22., 52.
6) 광복군 제3지대 소속 한성수는 적 후방 활동 중 상해에서 피체 1945.5.13. 순국했다., 김우전, 2002,『조국통
일은 누가 할 것인가?』,서울, 고구려, 107-108. : 제1지대 소속의 윤세주. 진광화는 1942.6.3. 산서성 태항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윤세주.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2003,『불명의 민족혼』,한민회, 19., 윤세주 진광화는 원
래 ‘조선의용대’(총대장 김원봉) 북상병력인데 ‘조선의용대’가 1942년 5월 15일 관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고
북상병력은 그해 7월 10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독립동맹에 편입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사이(5.15-7.10)에
전사한 두 분은, 광복군 부사령 김원봉과 윤세주 간 불가분의 인간관계 등으로 보아 광복군 1지대 전사자
인것이다. 한편 ‘조선의용대’북상병력 중 광복군 편입 기간(1942.5.15-7.10)전후의 태항산지구
(1941.12-1943.12) 희생자도 20여명이다.-전사 12, 피체 2, 기타 희생 9명.,앞의 책『불명의 민족혼』, 85., :
楊昭全.이보온,1995,『조선의용군항일전사』, 서울: 고구려, 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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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썼고
③ 경축식 현수막에도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 쓴 점
④ 같은 이름의 ‘대한민국’이 연이어 두 번 건국될 수는 없는 점
➄ 정부에는 ‘임시’ 또는 ‘망명’정부가 있어도 국가에는 ‘임시’나 ‘망명’국가가 있을 수 없는 점
➅ 열강의 승인이 저조했던 것은 식민지 보존에 급급했던 당시 열강이 식민지인 우리의 독립 승인
을 꺼린 상황 때문이었던 점(중국 손문정부 프랑스-폴랜드-첵코 망명정부 제2인터내셔널회의 등
은 승인7))
➆ 정부가 1894-1945년 기간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해 온 점
➇ 대한민국(1919) 초대 대통령이며 1948년 국회의장 및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자신이 ‘건국’이라
아니하고 매번 ‘재건’이라고 한 점
⑨ 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으로 약칭)를 ‘국민주권국가’로 규정한 점(예: 1991. 4. 13.
제72주년 ‘임정’기념식)
⑩ ‘임정’이 직할 국군인 ‘광복군’을 보유(1940.9.17.)하고 태평양전쟁 발발 즉시 일본에 선전포고
(1941.12.10.)를 발한 사실
⑪ 광복 후 ‘임정’이 개인자격 아닌 ‘망명정부’ 자격으로 환국했다면 ‘1948년 건국’론이 애당초 성립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는 ‘임정’이 정통 국가임을 반증한다는 점 등 (사례: 런던에 망명했던 ‘자유 프
랑스’는 종전 후 전승국 지위까지 확보)

물론 1948년의 ‘제헌’국회선거와 헌법 ‘제정’을 ‘건국’의 절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1919년에 ‘건국’되었으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이 처
한 당시의 내외 여건을 고려한 절충적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임정’이
광복 후 국가(정부) 자격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환한 상황8)에서 서울에 새 정부
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의 구
성요건인 국토 국민 주권 가운데서, 주권은 찾았다 하더라도 국토와 국민이 없
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대로라면 '망명 정부'나
'임시 정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임정)은 '연통제'
와 '교통국'을 통해서 국토와 국민을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정통성문제와 관련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1948년 8월 15일 일
경우 ① 대한민국의 정통성 근거가 약화되고 ② ‘대한민국’ 27년(1919-1945)의 역
사는 물론, 30여만 겨레의 희생 속에 51년간(1894-1945) 지속된 독립항쟁의 역사
성과 공훈이 희석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③ 북한(1948.9.9. ‘건국’)측의 역선전, 즉
자신들은 소련의 주도 아래 사실상의 ‘국가’9)를 이미 1946, 7년에 세웠으면서도
“남측이 먼저(1948.8.15) 단독 정부를 세워 분단이 고착됐다”고 역공하는데 힘을
7) 국가보훈처,199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119-121.
8) ‘개인자격 귀국’은 전승국 미국의 자국 ‘국가이익’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련이 북한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중국 연안에 있던 ‘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부주석 최
창익, 조선의용군사령관 무정 등 70여명이 1945년 12월 평양에 도착했는데, 소련군의 강요로 무기와 장비는
물론, 대원들과 가족들을 중국에 남겨 둔 채 혈혈단신 간부들 만이었고 환영객도 없었다. 또 소련군의 견
제로 정치조직을 만들 수도 없었다., 고태우, 2000, 『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회, 35-40.
9)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조종 아래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 3월5일 ‘토지개혁을 단행
하고 이듬해 1947년 2월 20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했는데 북한 스스로 이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
재정권 탄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2004, 『북한개요』,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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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주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④ “일본이 분단의 원인 조성자”라는 우리 주
장을 약화시킬 소지 등 대외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청건 때와 1948년의 ‘재건’
즉 ‘정부수립’ 때의 과정이 모두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한때
헌정 중단 사태도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 등이 입증 한다.
1919년 3.1운동 직후 비록 타국에서였지만 독립운동계가 총망라된 가운데, 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분들로 의회(‘임시의정원’-국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
는 등 민주 절차를 거쳐 4월 13일 민족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임시정
부)’을 선포했고, 그해 9월, 3개 ‘임정’이 합쳐진 ‘통합 대한민국’(9.15.) 역시 헌법
개정 등 민주 절차를 거쳐 이룩한 통합이었기 때문이다.10) 그리고 1960년 ‘4.19 민
주혁명’과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등을 거치면서 헌정이 일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987년의 ‘민주화’성취로 정체성은 완전히 정립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척결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것이 정체성에 ‘하자’로 되는 것
은 부정하기 어렵다. 광복 조국에서, 친일 행위자가 처벌 되지않았다는 것은 민족
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재건이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
계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오점이 정통
성․정체성 자체까지 부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광복 후 ‘친일반민족행
위자’에 대한 남과 북의 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

광복 직후부터 소련 군정의 조정 아래 추진된 정권 수립 과정에 ‘친일 반민족행위자’처리

를 정권 구축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혁명적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역시 ‘흠’을 지적 받고

있다. 즉 친일 흔적이 있는 만담가 신불출과 무용가 최승희 등을 보호 했고, 김일성의 동생이자 북
한의 실력자였던 김영주(金英柱)는 과거 일본 관동군 소속이었으며, 국가부주석을 지낸 김일성의 외
척 강양욱(康良煜)도 종교-문화부문의 친일파였고, 과거 남로당 실력자로 6.25 전쟁기간 중 서울시
인민 위원장이었던 이승엽(李承燁)의 경우 일제시대 인천양곡조합 간부였으며, 남로당 간부였던 정
백(鄭栢)등도 친일파였다.11)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북한은 또 독립유공자 예우 문제에서 김일성

개인의 항일운동과 연관된 특정 무리에게 혜택이 편중된 흠을 드러냈다고 한다.12)

10) 일제의 본국 강점과 감시 및 주변국 주요지역의 한인감시 등으로 선거는 물론 회합 연락조차 어려운 가운
데서도, 국망을 전후하여 국외 망명한 무장투쟁 세력을 포함한 독립운동계, 2.8독립선언(동경 유학생)계, 국
내외의 3.1운동계 등 29인(광복후 북한 ‘최고의’ 상임위원장 김두봉 등 포함)이 중국 상해에서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임시국회)’을 구성하고 국호와 헌법제정. 정부조직과 인선 등을 통해서 13일 ‘대한민국(임
시정부)’창건을 선포했고, 더구나 그해 9월 15일에는 3.1운동 직후 선포한 총 8개의 ‘임정’중 실체가 유지된
3개 ‘임정’ 즉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서울의 통칭‘한성정부’등이 협의에 의해
통합 대한민국으로 재출범하였다. (역대 ‘임시의정원’의원 역임자 총수는 109명), 김희곤,2004,『대한민국임시
정부 연구』,지식산업사, 84-110 참조.
11) 김필재, “고교한국사 교과서, 김일성 '항일'집중 부각” http://news.nate.com/view/20110502 검색일: 2012.1.31.11:30
12) 한광수, 2011, “남.북한 독립유공자녀 지원정책 비교를 통한 정부지원방안 연구”,『북한학보』제36집2호, 북
한연구소-북한학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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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1948년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채택
(1948. 9. 7.)하고 그에 따라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1949. 1. 8.)했으나 사회 혼란과 6.25전쟁
등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폐지(1951. 2. 4.)되어 중단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2002년 ‘역사 심판’ 차원에서 광복회가 ‘친일민족반역자’ 692명의
명단을 발표(2002. 2. 28.) 했고 이어서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거기에 16명을
추가한 708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국회에서 ‘친일민족반역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3. 22.)되고 3차례에 걸쳐 총 1005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인명사전’을 발간(2009. 11. 8.), 4,389명을 밝힌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처리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질 만큼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광복 직후 단
행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 심판’형식으로 매듭짓게 된 것은 차차선의 조치에 그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주변 환경과 우리의 현실

냉전체제가 사라진지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냉전양상이 그대로 지속되
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또 중국의 급성장으로 이른바 G-2 시대, 즉 미국과 중국
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G-2 (양대) 세력이 첨예하게 마주치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강토이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G-2의 한쪽인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청사공정’으로 우
리의 옛 땅과 역사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역사 침탈은 영토 침탈
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또 제주 서남
방의 ‘이어도’도 넘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는가
하면 중국 어선들은 서해와 동해의 우리 연안 어족자원까지 말리고 있다. 더욱 우
려되는 일은 중국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 3. 26)과 김정일 사망(2011. 12. 17) 때
보인 태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뒷받침 해주는 한
편, 북한의 경제난을 틈타 북한의 나진항 운영권과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 개발권,
그리고 지하자원 채굴권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부실
하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도발했다가 패전한 나라지만, 독일과 달리 진정
한 반성과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사와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 정권의 과오를 교과서에 실어 교육하는데 반해서 일본은 “독도가 일
본 고유의 땅이지만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표기한 실정이
다.13) 또 독도(한국). 북방 4개 도서(러시아), ‘센가꾸’열도(중국) 등에 대한 영유
권 주장(분쟁)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 일본의 과오는 지역
협력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60여년에 걸친 세계경찰국가 역할과 군사비
13) 일본 도쿄도가 도립 고교에서 가르칠 일본사 교과서에 표기했다는 내용의 2012. 1. 27.자 요미우리 신문 인
용., 조선일보 20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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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최근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시달린 데 더하여 경기 침체로 국제
적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번영을 해치
는 북한 지배층의 인권유린, 핵무기 개발, 그리고 대남 도발은 그칠 줄 모르는 상
황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온갖 갈등과 부조리가 난무하
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우리의 각성과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3) 나라사랑과 통일 번영

통일은 남북 동포 모두의 행복이 증진 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
민이 그러한 통일 의지 즉 정신적 결의를 가져야 하고 아울러 물질적 힘이 뒷받
침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라사랑 정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나라사랑은 바로 통일과 번영을 앞당기는 길로 되는 것이다.
독일은 어렵다던 통일을 1990년 10월 3일 이루어 냈다. 라이프치히의 월요예배
에서 시작된 실개천 같던 동독의 민주화 운동은 반년이 되지 않아 거대한 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1989. 11. 9)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동독의 개
혁운동은 동독 제2도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를 모태로 11개
지역 30명에 의해 결성된 재야단체 ‘신광장(Neues Forum)’이 지방선거(1989. 5.
의 부정에 항의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3제도의 개혁
자유 총선거 등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14)
4) 나라의 운명과 정신력의 중요성

민족사학가요 대한민국(임정)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7-1925)
은 1915년 중국 상해에서 간행한 그의 저서 『한국통사 상권』(韓國痛史 上)에서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가 없다고 하였으
니 그것은 나라는 형(形-形體)이고 역사는 신(神-精神)인 때문이다. ....신(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국가)은 부활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15)
그리고 영국의 문명사학자 아널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는 저서
『역사연구』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적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달려 있다” 고 지적하였다. 세계 문명사를 들여다
볼 때 그러한 통찰은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16) 또『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 천년을 지탱해준 철학은 ‘노블레스 오블리쥬’(사
14)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동국대학교출판부, 215-216.
15) 박은식 저, 이장희 역, 1987,『한국통사 상』, 박영사, 14.
16) 오일환, 2010, “의병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 『의병정신을 국민정신교육 중
심으로』, 의병정신선양회 학술회의 2010.1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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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책무 이행-필자)”라고 지적하면서 “로마의 노블레스
(귀족)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칼을 들고 피를 흘렸
다”고 강조 하였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
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 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이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거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도 이런 사회지도
층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17)

이스라엘이 ‘사면초가’격으로 아랍권에 둘려 쌓여 있는 조건에서도 굳게 견디는
원동력 역시 정신력에 있다. 유태 민족 특유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국민 일반의
정신력, 전쟁이 일어나면 만사 제치고 달려 나가는 마음가짐 등이 그것이다.
5) 반만년 역사와 강토의 소중성

중국대륙과 이마를 맞대고 수천 년 간을 살아오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고
유한 영토와 주권과 민족과 언어문화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우연일 수 없다. 오늘
날 중국에는 대략 55개 소수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국 영토 밖 주변에 독립
주권 국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단 2개 뿐이다. 하나는 몽골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조선족이다. 그런데 몽골족은 반 이상이 이미 중국에 동화되었고(내몽고) 나
머지 반이 비록 주권국가(외몽골=몽골 공화국)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구라야
겨우 220만에 불과하고, 우리와 견줄 처지가 못 된다. 그리고 보면 오직 우리만이
유일한 독립주권국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 셈이다. 우리가 그 강대하고도 불가사
의한 용광로인 중국에 끝내 복속 동화되지 않고 당당히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 그 힘의 원천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오직 우리적인 특수한 ‘문
화의 힘’이었다.18) 바로 그 ‘문화의 힘’과 반만년 민족사는 소중한 가치이다.
한편 우리의 강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중남부에까지 걸쳐 있었다가 지금은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땅은 독특한 면모를 갖춘 강토이다. 위치가 문명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온대지방이며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풍토로 생물의 분포가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하다. 풍광의 아름다움도 손꼽힌다.
예부터 금강산이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로부터
3대 자연유산 (자연.지질.생태)으로 지명된데 이어 ‘신세계7대자연유산재단’(스위스
소재)으로부터 ‘세계7대자연유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2011. 11. 12)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19)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라시아 대륙
의 동쪽 관문, 대륙과 해양세력이 교차되는 쌍방향 교두보로 되기도 한다. 지난날
17) http://mail.naver.com/read_index3.nhn?folder 검색일 2012.2.15.22:30.
18) 홍일식, “국가목표로서의 문화주의”, 『민족정론』, 1993.9., 48-49.
19) Korean Times 2011.11.14. : 세계7대자연유산-브라질의 Amazon. 베트남의 Halong Bay .아르헨티나의
Iguazu Fall(폭포) .인도네시아의 Komodo 국립공원. 필리핀의 Puerto Princes지하 강 . 남아공의 Table
Mountain (산) .한국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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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의 표적으로 자주 되었지만, 역으로 그 위치 에너지는 우리 역량에 따라 ‘동
북아 중심’으로서의 힘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6) 나라 없는 민족의 고통과 설음

“나라 없는 민족의 설음과 한(恨)”, 그 것은 바로 60여 년 전까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 하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설음이요 '한' 이다. 일제는 세계에 유례없는
‘헌병 경찰 통치’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민족 지도자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국토의 40%를
약탈하는 한편, 민족 자본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의 길도 막았다.20)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였고 말과 글을 빼앗았으며 심지어는 성(姓)까지 일본식으
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징용과 징병으로 우리 청장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끌어가기도 했다.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면
서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은 똑 같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조선인을 ‘2등 국민’
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나라 없는 민족’ 이란, “민족은 있으되 주권과 독자적인 영토가 없는 민족”을
말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란 이라크 터키의 접경지역인 쿠르디스탄 지역을
주요 거주지로 하는 ‘쿠르드 족(Kurd, ─族)'이다. 그들은 인구 2천5백만 명에 이
르는 세계 최대 소수민족이다. 또 유럽의 '짚시' 족과 아프리카의 피난민도 나라
없는 설음을 겪고 있다.
7) 다문화 사회와

민족정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백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른바 ‘다문화 사회’현상을 보이
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다민족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문화의
섞임은 우리 민족의 경우도 고대로부터 이미 있어 온 일이라 할 수 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문화는 섞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제 강점기의 일본 문화
와 광복 후의 서구 문화 유입사실이 말해준다. 한편 인종과 문화가 섞일수록 우
리의 민족정기와 민족문화는 살아 숨 쉬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8) 세계화 시대와 국민국가의 존속성

늘날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는 나라의 소중함이나 나라 없는 민족의 고통
을 망각하기 쉬울 만큼 급속하게 다가와 있다. 그 세계화 추세는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 민족관을 흔들 수 있다.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진운이다. 그러
오

20) 윤세주.이원대열사기념사업회, 2003, 『불멸의 민족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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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화’가 아무리 진전 되더라도 현존 국민국가(nation-state)21) 즉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국민국가는 앞으로도 세기를 넘어 존속하게 될 것
이다. 또 ‘세계화’도 국가(민족)와의 연계 아래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60년이
넘은 유엔(UN)과 유럽연합(EU)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반증한다.22) 우리의 경우
‘민족’의 중요성에도 변함이 없다. 주변 강대 민족의 위해 가능성 때문이다.
한편 ‘세계’는 ‘나’로부터 출발하여-가족-친족-지역공동체-국가 민족-다음에 오
는 ‘공간’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 다음 단계에 와 닿는 현상
인 것이다. 또 “피는 물 보다 진한 법”이라는 불변의 이치가 겨레(민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준다. 그러한 이치는 다음 현상을 보면 알수 있다.
◈ 1991말 소련이 붕괴 된 후 각 민족 중심의 15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는데 그 각각의 공화국
안에서 주류민족들의 응집과 소수민족 차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여파로 우리의 독
립유공자 후손이 대부분인 현지의 고려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 유럽연합(EU)의 발전으로 27개 회원국 간의 국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국가 또
는 민족별 언어･문화 등 전통 수호 현상은 여전 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코트랜드 사람들이 그 지
방의 분리 독립을 위해 2014년 국민투표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켈트족과 앵
글로색슨족 이라는 민족문제와 관련된 현상이다.23)
◈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 사회에서도 뿌리를 찾는가 하면 큰 인물이 등장하거나 또는 큰 사건
이 발생하면 의례히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을 거론 하는 수가 많다.(예: 아일란드계･히스패닉계･ 아
랍계･아시아계 등)

2. 나라사랑 저해 요인

교육내용과 사회부조리 현상 등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나라
사랑 의식 확산에 역행되는 저해요인으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몇 가지 역사적인
문제와 우리 사회내부문제 등을 들 수 있다.
1) 남북 분단과 북한의 정통성 정체성 자율성 문제

남북관계에서 남쪽 관련 사항은 앞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문(Ⅱ-1-1) )에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분단의 과정과 북한 관련 사항을 다룬다. 이는 북한
의 집요한 ‘대한민국 정통성 폄훼’ 활동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21) 국민국가 [ 國民國家 , nation-state ] :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를 말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거쳐
형성된 근대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민족국가(民族國家)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독립된 정치조직으로서의 국민국가는 단일 국가의 형태를 가
지며 통일된 법과 정부 체계를 갖춘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855 검색일: 2012.2.24.
22)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출범해서 67년이 되었고, 유럽연합(EU)은 1948년 4월의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결성과 1951년 4월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로 비롯되어 64년이 되었지만, 구성 회원국
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 전통 문화와 언어 수호 의지 등으로 ‘국가’간 연합체제의 형태에 변함이 없다.
23) 조선일보 2012. 1. 12. A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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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단의 배경과 원인

한반도의 분단은 근본적으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에 그 원인이 있다. 그
리고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남과 북에 각각
군대를 진주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그 위에 우리 내부의 정치 상황 등이 복
합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일본의 패전
이 확실해진 1945년 8월 8일 뒤늦게 선전포고한 소련군이 이튿날부터 국경을 넘
어 한반도 북부에 진격하는 상황 아래, 최전방 부대가 오끼나와에 있던 미국이 소
련군의 남하24)를 한정시키려고 ‘38도선’을 제안했고 소련이 그에 동의한 결과였다.
소련은 1945년 2월 연합국 정상회담(얄타)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
낸 뒤, 180일 이내에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8월 8일은 마침
18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노회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일본의 패망을 끈질기
게 기다리며 그 180일을 채우다가, 원폭 투하(8.6. 히로시마)를 보자 일본에 선전
포고한 것이다. 또 일본 점령, 내지 최소한 혹카이도(北海島) 점령에 공동참여를
희망하고 있던 소련은 미국이 ‘38선’을 제의하자 한반도는 북반부 정도의 점령으
로 만족해서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25)
(2) 소련군의 ‘7일 참전’과 북한 ‘점령’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은 불과 7일 동안(1945. 8. 8-14.)이었다. 그 나마도 일
본이 항복하기로 결정(8.10.)하기 전, 즉 일본 지휘부의 전의가 살아있는 기간의
참전은 ‘단 하루’(8 . 9)인 셈이다. 그러한 소련의 참전기간은 진주만 기습을 당한
후 3년 8개월 7일(1941.12.8-1945.8.14.)에 걸쳐 싸운 미국의 참전기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짧다. 소련은 그 짧은 참전 결과로 ‘전리품’처럼 북한을 챙긴 것이다.
나치 독일군의 폴랜드 침공(1939. 9. 1.)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미
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1941. 12. 8.)함에 따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 되었
다. 그런데 소련이 대일전을 선언한 것은 전쟁 말기인 1945년 8월 8일(5.8 독일
항복 후 3개월) 즉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이틀 뒤였다. 그리고 작전은 8월
9일에 시작되었다. 그에 앞서 3년 8개월 동안 대일 전쟁을 수행해 온 미국은 일본
본토 진공을 앞두고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
24) 소련군 태평양함대 정찰국 직속 해병대 중위로 청진 상륙작전에 참가한 전 북한 문화성 제1부상 정 률(카
자크스탄 거주)은 “전쟁 개시 전,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속초. 삼척. 포항. 부산까지 남하하라는 명령과는
달리 8월 20일 느닷없이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되돌아갔다가 8월 25일 다
시 원산항에 도착했다”고 증언 하면서 소련과 미국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31-33.
25) 김학준, 1995, 『북한50년사』, 동아출판사, 65-68. : 소련이 약속한 대일 참전 시기는 ‘독일이 항복한 후 3
개월 이내’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한 1945년 8월 8일은 독일 항복(5.8.) 3개월
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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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8월 10일 새벽, 포츠담선언 수락 즉 무조건 항복 할 것을
결정하고 중립국을 통해 그 사실을 연합국에 알린 후 15일 국왕이 항복을 공표했
다. 그러니까 소련의 참전은 단 7일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 즉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관계로 소련군 제25군은 웅기(8.11.)와 나진(8.12.)에 상륙하
고 청진에 진격했다.(8.16.점령)26)
한편 우리 사회 일각에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요 북한에 진주한 소
련군은 해방군27)이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한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이 평양의
철도호텔에 ‘북조선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를 설치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평안
남도 도청에 군정 사령부를, 각 도･시･군에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평양･함흥･신
의주등 주요 도시 위수사령부에는 대좌를, 중･소도시에는 중좌와 소좌를 각각 위
수사령관으로 배치했다. 그런데 그러한 위수사령부 설치계획은 제25군이 북한지역
을 점령한 이후 세운 것이 아니고, 대일전 개시 전 소련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
비해온 것이었다.28) 소련은 북한에 대해 자율권을 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접 통치 방식을 써서, ‘북조선소련군정청’을 세우지 않았다(미군은 서울에
군정청 설치). ‘군정청’ 대신에 ‘북조선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 산하에 ‘민정관리총
국’을 두고 그 기구가 사실상 군정청 역할을 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기구를 ‘민
정사령부’라 불렀고 책임자 로마넨코 소장을 ‘민정사령관’이라고 불렀다. 그 민정
사령관 로마넨코와 정치사령관 레베제프 소장을 직접 지휘한 극동군 제1방면군
군사위원 스티코프 상장(우리 중장 해당)은 소련에게 점령된 북한에서는 사실상
소련 총독이었다. 그는 뒷날 ‘미 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될 때 소련 쪽 수석대표
로 서울에 왔었고, 평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소련 대사관이 개설
되자 초대 소련 대사로 부임해 1950년 12월 본국으로 소환될 때 까지 북한의 실
력자로 군림하게 된다. 스티코프는 1939년 소련-핀랜드 전쟁 때 제7군사령부 군
사위원으로 참가했고 소련이 승전하여 핀랜드 공산당 창설자이며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서기인 쿠시겐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핀랜드 민주공화국’정부를 헬싱
키에 세울 때 깊이 개입한 아파라치크(당료)출신 이다. 한편 스티코프의 역할에
대해서 레베제프는 “그가 조선에 있든 제1방면군 사령부(하바로스크)에 있든 모스
크바에 있든 간에, 그의 관여 없이는 당시의 북조선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
지 않았다.”고 회고했는데 이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29)
(3) 북한 정권의 탄생 과정과 정체성 자율성 문제

26) 고태우, 2000, 『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회, 13-14. : 그 책에서 저자는 소련의 참전 기간을 6일로 표
기했다. ‘7일’은 선전포고일을 포함한 날 수 이다.
27)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평양 비행장 도착 연설에서 “친애하는 동지들, 볼쉐비키 당과 소
련 정부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
로서 이곳 당신들에게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37.
28)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53-54.
29) 김학준, 1995, 『북한50년사』, 동아출판사,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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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국가)은 소련군의 조종 아래 만들어진 신생 정권(‘국가’)이다. 남한의
경우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 되었지만 이는 1919년 3.1독립
항쟁의 민족 염원에 따라 중국 상해에서 창건한 ‘대한민국’의 ‘재건’이었던데 비해
서 북한 정권은 ‘국맥’의 연계도, ‘정통성’과의 관련도 전혀 없이 등장한 정권이다.
즉, 2차 대전 후 소련이 동유럽 여러 나라에 공산정권을 구축한 방식에 따라 소
련 조종 아래 만들어진 공산혁명정권이다. 공산혁명을 정권탈취 유형으로 분류할
때 첫째 유형은 러시아 혁명 방식이고 둘째 유형은 유고･알바니아･중공･베트남･
쿠바와 같은 무력투쟁에 의한 혁명이며 셋째 유형은 몽골･북한･폴랜드･불가리아･
헝가리･첵코･동독 등 소련으로부터 강압된 혁명 유형이다.30)
그러니까 제3 유형의 북한은 애당초부터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나 방식에 의해
서 ‘공화국’을 세울 수 없었다. 핀랜드 괴뢰정권 수립에 간여했던 스티코프 등 소
련군 정치장교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위성정권을 구축한 것이다.
8.15 광복 직후 소련과, 그들이 내세운 김일성은 공산당 건설을 위해 여러 파벌
의 공산주의자들과, 그리고 국가(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전
선, 즉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투쟁해야만 했다. 그 무렵 소련은 김일성 그룹의
후견자였고 점령군 당국을 통하여 북한의 당 국가 건설의 전 과정을 감독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후견 아래 국내파인 오기섭(吳淇燮) 그룹과 남로당계인 박헌영
(朴憲永) 그룹을 차례로 무력화시켜 당에서의 ‘단일적 지도’를 확립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조만식(曺晩植) 그룹을 제거하고 국가(정부)기구를 수립하였다.31)
북한은 1948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남측이 먼저
(1948. 8. 15) 통일정부 아닌 단독정부를 세웠다”고 비난 한다. 그러나 실제는 북
이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2월 8일 결성한 ‘북조선임시인
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32)는, 정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토지개혁법령(전문 17
조)을 그해 3월 5일 공포하고 30일 ‘토지개혁 총화보고’를 하였다33). ‘토지개혁’을
불과 3주일 동안에 혁명적 방법으로 해치운 것이다. 이 위원회는 최고집행기관이
었으나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측 포고
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
실상 독자성이 없었다. 그리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
성)를 창설했는데, 북한 측 스스로가 이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나 ”으
로 규정34)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군정의 정치사령관을 지낸 레베데프 소장의 비
30) 극동문제연구소, 19976,『북한정치론』, 73-74.
31)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4, 『북한현대사 1』, 한울, 17-18.
32) 당시 소련 군정 당국은 조만식의 이용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단정하고, 그를 가둔지 약 1개월 후 이 기구
를 창설(1946.2.8)하는데....그들은 “북한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원으로서 볼쉐비
키의 의사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조직은 매우 편리한 기구라고 생각했다. 극동
문제연구소,1972, 『세계공산권총람』, 840.
33) 고태우, 2000, 『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회, 56. : 남한에서는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공포하
였다.(104쪽)
34) 통일부, 2004, 『북한개요』,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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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록과 증언을 통해서, 김 구와 김규식이 참석한 1948년 4월 제1차 남북지도자연
석회의 추진, 북한정권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구성, 북한의 임시헌법
기초 등 모두를 소련이 치밀하게 기획. 연출한 것임이 밝혀졌다.35)
더욱 충격적인 일은 김일성이 입북하기 보름 전인 1945년 9월 초순, 스탈린이 김
일성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불러 크렘린궁과 별장에서 단독으로 만나 그를 북한
의 최고 지도자 후보로 낙점한 후 그를 믿고 평양에 보냈다는 새로운 증언이다.
스탈린주의를 설파하고 여러 질문을 통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스탈
린은 즉석에서 “이 사람이 좋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북조선을 잘 이끌어가라. 소
련군은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고 지령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련 극동군총사
령부 사령관 바실레브스키 원수의 부관을 지냈고 일본어 통역도 맡았던 정치장교
코바렌코 소좌의 증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즉 레베데프 소장은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오기 며칠 전, 스티코프가 전화로 ”제88정찰여단의 대위 김
일성을 평양에 보낼 계획이니 그가 살 주택과 경호원을 준비하고 그를 평양시 위
수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한 후 지방 순찰 등 정치 훈련을 시키라”는 지시를 했
다고 한다. 또 정치장교 메크레르 중좌(제2극동전선 제7호 정치국장)의 증언에 의
하면 그는 소련군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 제88여단에서 김일성. 김 책 등 빨치산
출신 조선인들을 일일이 면접한 바 있고 입북 후에는 동료인 고려인 2세 강미하
일 소좌와 함께 평양에서 김일성이 입북한 뒤 해야 할 정치 훈련 프로그램을 준
비했으며 김일성이 입북한 뒤에는 그를 데리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를
‘항일투사 민족영웅 김일성 장군’ 만들기의 주역을 맡았었다고 한다.36)
또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토지개혁을 비롯해서 북한 정권 구축 과정의 모든
일이 소련의 손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그(레닌
그라드) 태생으로 서울의 국민대학교에 재직중인 소련-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
코프(Andrei Lankov)교수는 “북한 정권 탄생기의 또 다른 통치자 스티코프
(Shtykov)”란 제목의 논문에서 소련의 북한 정권 구축과 6.25전쟁 도발에 대한 소
련의 조종과 역할을 상세히 밝혔다.37)
란코프 교수는 3성 장군 스티코프(Terenti Shtykov 1907-1964)의 정치 이력 특
히 북한에 대한 역할을 중심으로 규명한 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스티코프는 1945-1948년간 북한에 대한 소련의 실질 총독이었고, 모든 면에서 당시 북한
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supreme ruler)는 그였으며, 김일성 체제는 그 후견 아래 탄생된 것이다.
둘째로 비밀해제 되어 출판된 소련군 문건에 따르면 1946년 북한의 토지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군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다. “김일성이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며 북한 농민에게 땅을 준 사람은 스티코프 다”라고 일컬어진다.
셋째로 선거 결과는 사전에 스티코프와 소련군 장성들이 북한인 참석 없는 회의에서 마련되었고

35)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6.
36)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70-74.
37) Andrei Lankov, 2012, "Terenti Shtykov : the other ruler of nascent N. Korea", Korea Times 2012. 1.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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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인원 배정, 심지어 여성 ‧ 노동자 ‧ 농민을 얼마나 당선시켜야 하는가까지 결정하였다.
넷째로 스티코프는 김일성의 호전성을 지지했고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큰 비용 안 들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모스크바에 수차 타전하였다.

그는 전쟁 실패 책임으로 소환(1950.12)되어 2계급 강등,

중부지방 행정직으로 좌천됐다가 스탈린 사후 헝가리 대사를 역임하였다.

한편 북한의 정권 수립이 전적으로 스티코프 등 소련측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학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38)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軍官區) 실력자 스티코프가 하바로프스크에 앉아서 김일성이 너 좀 와라하
면, 김일성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사이 어떻게 됐어?,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 됐나?, 아 그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해..... 그게 다 문서(공개된 소련문서 - 필자)에 나와요. 심지어 1946~47년에
북한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잖습니까? 그때마다 스티코프가 직접 평양에 오고, 진남포‧ 해주까지 다
시찰하면서, 여기 선거현수막 이거 바꿔, 이거 가지고 안돼, 심지어 김일성의 연설문을 자기가 고쳐
써줘요, 고쳐 써준 것을 김일성이 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율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모
르고 그 때 북한은 자율성이 있었는데, 남한은 자율성이 없었고 ― 이건 그러한 원(原)자료들을 보
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 더 놀라웠던 것은, 공산통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
요. 해주에서 무슨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의 회의 계획서, 이것까지 다 북한점령
군 사령관에게 보고하더라고요. 국기 경례, 스탈린 대원수에 대한 인사, 그것까지 다 써 있어요. 누
가 나와서 선동연설을 하면, 누가 박수를 치고, 그 시나리오까지 다 사령관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
면 소련사령관은 그것을 보고 논평을 해요... 미군이 남한을 통치하는 동안에 미국 정부에서 한인
(韓人)들에게 지방 회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검열을 받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 문서로 나온 게
없습니다. 소련은 그만큼 철저하게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북한은 우리가 배워왔던
그대로 소련의 위성국가였고, 자율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은 북한 정권이 소련 측 조종 대로 민족 지도자는 물론, 공산주의
지도자까지 제거하면서 구축된 것으로서 국맥을 이은 ‘민족(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선거 형식을 취
하기는 했지만 ‘흑백투표함 선거’로 ‘정체성’과 ‘자율성’ 역시 성립될 수 없다.
2) 김일성의 항일투쟁

주체사상 문제

(1) 김일성의 항일투쟁

김일성을 ‘가짜’로 지목한 것은 남한 측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이었다.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장군환영대회’에서 소련군 로마넨코 민정사령관의 소개로 등단
한 33세의 김일성을 본 십수만명의 군중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짜다 !
”를 연발했고 장내는 순간 불신과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휩싸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당(조만식)선생은 “가짜 김일성이며, 소련 군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유명한 연설을 행하였다
고 한다. 그 ‘가짜’소리가
38) 김학준 박사 강연초록 http://www.newdaily.co.kr/news 검색일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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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은 당시 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온 ‘김일성 장군’이 아니었
기 때문이라고 한다39). 그리고 ‘가짜 김일성’이라는 말이 당시의 월남 피난민들의
입을 통해 남녁에 알려졌고 6.25전쟁(1950-1953)으로 인해서 그대로 퍼진 것이다.
▣ 중국공산당 군 - 소련군 소속으로 활동
김일성(본명:金成柱-1912.4.15생)의 항일투쟁은 ‘중국인민혁명군’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초 중국 공산당원 양정우(楊靖宇양징위)가 만주일대의 유격군을 모아
중국인민혁명군을 발족시켰다. 1936년 이를 바탕으로 ‘동북항일연군’이 조직 되었
다. 동북항일연군의 제1로군, 제2로군의 활동지역인 남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족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김일성도 그 일
원이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공산군이었고, 소련이 주도
한 국제공산당(코민테른)과 연계를 맺고 활동하였다(서대숙). 김일성의 항일운동
핵심은 동북항일연군에서의 무장투쟁이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운
동이지 조선독립운동의 일부분이거나 조선민족의 항일운동은 아니었다(황장엽).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는 대부분 중국 사람이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동북항일연
군 소속이었음을 감추고, 김일성이 ‘조선이민혁명군’이라는 항일무장군대를 조직하
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한 이름의 항일무장조
직은 존재하지 않았다.40)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군’ 하급 지휘관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말 일본군의 대공세로 그 조직이 와해되면서 소련으로 월경, 하바로스크 인
근 브야츠크의 소련군 제88정찰여단(여단장 중국인 周保中)에 배속되어 소련군
대위(제1영장)로 활동하다가 종전 후 귀국했고 소련에 의해 발탁된 사람이다.
그는 1945년 9월 19일 소련군 88정찰여단 조선인 대원 최용진(인솔책임자). 최용
건. 김책 등 10여명과 함께 소련 군함 ‘푸가초프’호를 타고 원산항에 도착, 귀국한
후 10월 14일 소련군정이 마련한 ‘김일성장군환영 평양시민대회’(공설운동장)를 통
해 대중 앞에 등장한 것이다.41)
요컨대 김일성은 ‘독립군’과 같은, 우리 겨레(한민족)의 무장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군과 소련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물론 항일 투쟁을
위해서는 타민족, 타국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민족 무장력’으로써 만주에서 활약하던 같은 시기에 김일성은 중국공산
당군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련군으로 활동한 것이다.
39)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 ‘김일성 장군’으로는 1907년부터 함경도와 간도에서 의병항쟁을 한
함남 단천군 수하면 황곡리 출신 의병장 김일성 (金一成: 본명 金昌希). 함남 북청군 출신(1887년생)으로 일
본 육군사관학교 제23기(1911년)기병과를 나온 김광서(金光瑞 - 金敬天-金擎天)....그는 3년 후배인 이청천
(본명 池錫奎)과 함께 1919년 6월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내고 연해주와 간도에서 활약 했다...
등 몇명이 있다. 공산권문제연구소,1982, 『김일성의 정체』, 신명, 41/55.
40) 손광주, 2006, “청소년을 위한 현대사 강좌(6)”, 『월간 조선』 2008년 5월 호, 234.
41) 고태우, 2000,『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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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엔 참전도 못해
김일성이 소속된 소련군 제88정찰여단은 소련의 대일전 개시(1945.8.9) 4일 후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제2차 대전(극동에서는 태평양 전쟁 1941.12.8 1945.8.15)에는 참여하지도 못했다. 그러한 사실은 김일성 자신이 1945년 9월 평
양 도착 2-3일후 찾아가 만난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과의 대화에서
“장군님 !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빨치산부대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 것
으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번 참전할 수 있도록 하바로프스크 사령부에 건의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하고 청한 사실이 뒷받침 한다.42) 그의 행적과 사실
이 이러함에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① 중국 공산당 군의 일원이었고 ② 소련으
로 넘어 갔으며 ③ 소련군 대위로 소련군에 근무했던 일 등을 모두 은폐하고 있
다. 그러면서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김일성 장군(‘조선인민혁명군’)이 위대한 소련군대와 함께 조선해방전
쟁에 참전했다”고 선전하고 있다.43) 마치 ‘민족군’을 결성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지
도했고 그 부대가 만주로부터 진격해서 본국을 해방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 각지와 국내 각도에 지하조직을 두었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은 있어도,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존재조차 인정 된 바 없다.
▣ ‘민족 무장력’과 ‘타국 군 소속 무장력’의 성격적 차이점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겨레 무장력의 경우와, 타국 군대 산하
무장력의 경우는 차이가 매우 크다. 타국 군대 산하의 무장력으로 투쟁할 경우에
는 첫째로 지휘 주체(국가. 당. 군)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둘째로 독자적
목표를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휘 주체 측의 목표 달성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지휘 주체가 공산주의자들일 경우는 국제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팽창 노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사실이 입증한다.
◈ 88여단장 저우바오중(周保中: 중국인)이 “3년간 여단 대원들은 소련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속에
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레닌･ 스탈린의 민족정책
을 옳게 이해하고 중국과 소련 인민들 간 친선의 정신을 길러 왔습니다...”44)로 보고서를 시작한 점.
◈ 김일성이 활동했던 시기의 중국 공산당 군(중국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이나 소련군(제88여단)
의 경우는 모두가 모스크바 즉 스탈린의 지도 아래 이른바 ‘세계 혁명 노선’(세계 적화노선)의 테두
리 안에서 활동하던 때였다. 원래 공산주의는 ‘국가’를 부정하고 국제주의를 추구한다.45) 중국 공산
42)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58-59/77.
43) 고태우, 2000,『북한현다사 101장면』, 가람기획, 269-270. 북한은 1978년 4월 26일 조선인민군의 창군이
1932년 4월 25일 이루어졌다며 인민군의 창군기념일을 종래의 2월 8일에서 4월 25일로 바꿨다.
44)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58.
45) 마르크시즘에서는 부르조아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한 국가를 제거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 가는 과도
기에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론이 레닌에 이르러서는 당의 독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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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1937년 조선인 김무정을 팔로군 총사령부 작전과장을 거쳐 포병단장에 임명한 바 있고46) 소련
이 중국인(373명)과 조선인(103명),나나이족(326명), 러시아인(462명), 기타(100명) 등 총1,354명을 제
88정찰여단에 편성한 것47)도 그러한 성향과 관련된 것이다.

똑 같이 남의 땅(중국.러시아)에서 활동했지만 ‘13도 의군’(류인석-1910 연해
주) . ‘북로군정서’(서 일. 김좌진 1919 북간도). ‘조선혁명군’(양세봉-1929-32 서간
도) . ‘조선의용대’(김원봉-1938 무한) . ‘한국광복군’(이청천-1940 중경)과 같이 ‘민
족무장력’으로 항일 투쟁을 한 경우와, 타국 군대의 일원이었던 김일성의 경우는
차이가 큰 것이다. 대한민국(임정)이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중경에서 국군으로 창
군(1940.9.17)한 ‘한국광복군’의 경우, 중화민국측이 자기네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
려 한 이른바 ‘행동준승’으로부터 끝내 벗어나 국제법상 ‘동맹군’의 지위를 확보한
것48)도 그 때문이었다. ‘임정’의 그와 같은 노력은 한국광복군이 민족 무장력으로
서의 자주성을 갖고 민족독립 항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김일성이 ‘민족독립(해방)’ 보다 ‘공산주의 혁명노선’ ‘팽창노선’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김일성이 속했던 동북항일연군은 “중
국 공산당의 항일운동이지 조선독립운동의 일부분이거나 조선민족의 항일운동은
아니었다”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1992입국)의 지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 ‘보천보 전투’는 산골 지서 습격
한편 북한에서 김일성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는 ‘보천보 전
투’(1937.6.4)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항쟁이
었다고 할 수 있다(그 작전을 지휘한 김일성은 전사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51
년 간의 독립항쟁 전체(1894-1945)를 놓고 볼 때는 말할 나위 없고, 동북지방(만
주)의 무장 항일투쟁 면에서도 그것은 아주 소규모 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홍범도
나 김좌진, 양세봉, 이청천, 이범석 등의 무장투쟁에 견줄 바 못된다 (보천보 전투
는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즉 백두산 부근 산골 면소재지의 경찰 지서 등을 공
격한 것임). 김일성 자신도 “우리가 무장투쟁을 크게 한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나을 터인데, 왜 그것을 자꾸 깎아내리려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고 한다(황장엽).49) 그의 말처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에
서 그의 업적, 그것도 타국 무장력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을 침소봉대하고, 다른
분들을 폄하하거나 가림으로써 마치 항일독립투쟁 특히 무장투쟁은 김일성만이
크게 하였고 그 덕택에 조국이 해방된 것 인양 과장한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으로 변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 1976, 『북한정치론』, 183.
46) 고태우, 2000,『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39.
47) 김국후, 2011, 『비록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67.
48) 신용하, 1999,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그 역사적 의의”,『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한국광복군동지회 학술
회의 1999.9.21., 58
49) 손광주, 2006, “청소년을 위한 현대사 강좌(6)”, 월간 조선 2008년 5월 호,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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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사상

북한이 주체사상의 큰 줄기로 내세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에 속한다. 그러한
사상은 220년 전에 탄생한 조선조 말의 큰 학자 화서 이항로(華西 李恒老
1792-1868)가 이미 설파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고매한 인격과 학문, 특히 위정
척사(衛正斥斯)사상으로 최익현(崔益鉉). 유인석(柳麟錫) 등 근세 의병장 수십명을
포함하여 1천여 독립유공자(연원 기준)를 배출한 정신적 대부요, 김 구(金 九). 안
중근(安重根) 등 남북한에 8천여 학통연원을 둔 분이다. 그는 ‘자주(自主). 자강(自
强). 자존(自尊). 자위(自衛)’를 주창50)했는데 이는 곧 ‘주체-독립정신’으로 통한다.
이와 같이 200년 전에도 이미 제시된 바 있는 내용의 문제를 북한에서 ‘주체사
상’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부각시킨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 말해주는 대로 두 가
지 정치적 이유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1960년대 중반 중국과 소련 사이
에 이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골육책의 하나였다. 둘째로
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수령 독재’와 ‘세습’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
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한 당의 지도사상으로서 김일성 혁명사상의 진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51) 그러면서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주체사상’
을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 노동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굳
혀 나갔다. 북한에서는 법 위에 당 규약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있는 ‘당의 유일사
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52)이라는 것을 1974년 김정일이 만들어 전 주민을 일상
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의 지도자’라는 전기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
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입니다”53)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등
을 동시에 내세워 수령과 인민대중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규정, 하나의 지배적 통
치이념으로 꾸며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김일성과 그 직계 권력의 절대화에 연결시킨 것이다. 김일성의 권력을 절
대화하고 그가 사망(1994.7.8)하자 그의 장남 김정일이 그 절대 권력을 계승하고,
다시 김정일이 사망(2011.12.17)하자 그의 3남 김정은에게로 이어준 3대 세습이
그 것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실제로 체계화한 황장엽 당비서가 1992
50) 장삼현, 2012. “ 이항로 선생 동상건립 캠페인”, ‘선진한국 1월 호’, 25-26.
51) 김갑철, 1977, 『북한 정치이데올로기 분석』, 서향각, 12.
52) 김정일, 198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 수록 : 1967년 김영주가
제기하여 1974년 김정일이 공식 발표하였다.
53) 고태우, 2000,『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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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남으로 망명해서 밝힌 대로 그 것은 ‘10대원칙’과 같은 주민통제 장치를 설정
해서 독재권력을 강화하는데 악용 되었을 뿐이다.
3) 6.25전쟁의 원인과 성격 문제

6.25전쟁을 두고 그 동안 ‘북한의 남침’이라는 전통주의 시각과 ‘남침유도 또는
북침’이라는 수정주의 시각이 맞서 오다가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의 비밀문서 공개
를 계기로 ‘남침’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일성이 전쟁 계획을 당시의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 설명하면서 승인을 요청했고 스탈린이 한 동안 꺼리다가 1950년
에 들어 재가했으며 이에 김일성이 기뻐하면서 자신 있다고 말한 대화내용54)까지
그 문서들이 소상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남침’
사실을 은폐하면서 미국과 남한이 북침했기 때문에 “미제가 강점한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정의의 전쟁”55) 즉, 조국(민족)해방전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
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
공을 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56)
“조선전쟁은 철두철미 미국이 저들의 세계전략 실현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의의로부
터 오래전에 계획하고 꿈꾸어오던 전쟁정책을 실천에 옮긴 침략 전쟁이었다” (2000. 6. 28. 외무
성 대변인 담화)57)

북한의 그러한 주장은 6.25전쟁의 원인을 남측이 먼저 북침했기 때문에 되받아
치게 된 것으로,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을 ‘조국(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 것
이다. ‘조국(민족)해방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뜻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북한은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식 등을 통해서
북한 측이 ‘승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전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이므
로 정의의 전쟁이고 따라서 6월 25일은 미제반대투쟁의 날, 7월 27일(휴전일)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6월 25일부터 7월 27일
까지는 ‘반미공동투쟁월간’58)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시카고 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류
의 이른 바 ‘남침유도’론 등의 수정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
의 성격에 관해서도 강정구 교수는 ‘조국해방전쟁이자 혁명전쟁’이라는 북한의 규
정을 소개하면서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단정했다.59)
그런데 북한의 개전 책임 회피, 즉 ‘불법 남침’ 은폐에도 불구하고 6.25가 ‘불법
54) 김학준, 2012, “6.25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순국』 252호, 순국선열유족회,2012.1., 93-98.
55) 이완범, 2009, “6.25전쟁의 성격과 개전책임문제”,『북한학보』제34집1호, 북한연구소-북한학회, 53.
56) 허종호 외, 199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 조국해방전쟁사』 제3권 1편,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0 : 88.
57) 연합뉴스, 2001,『북한연감-자료.인명편』,117.
58) 고태우, 2000,『북한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387.
59) 강정구,1990,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현대사회』제10권 1호 봄-여름 합본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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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으로 야기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소련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의 성격에 관한 시각차는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 되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그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것은 6.25전쟁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 결과만을 상정
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물론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가령 남침을 저지하지 못해서
북한군 또는 북-중 연합군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그래서 분헨반도사라진 상태
가 조성되었을 경우 그 상태 자체는 ‘통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유형은 차치하고라도, 전쟁의 성격은 결과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
다도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고 배경과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6.25전쟁을 ‘통일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통일전쟁’이 되려면 개전 책임 당사자인 북한, 특히 김일성이 역사철학과 통일의
지를 갖고 ‘통일’을 개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외세를 끌어들이더라도 외
세는 어디까지나 ‘지원’적 성격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6.25는 스탈린과 모택
동의, ‘지원약속’을 넘은 ‘승인-재가’를 받은 경우이다.
물론 국제전으로까지 확대된 6.25전쟁의 복합적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줄여 말한다면 6.25전쟁은 ‘공산주의 팽창전쟁’(약칭 ‘공팽 전쟁’)이라
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1) 북한 측 스스로가 개전 책임 회피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통
일’에 두었다면 개전책임 모면에 그처럼 급급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2) 북측 스스로가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못하고) ‘선제 대남진공’ 사실조차 숨기고
있는 것은 통일 의지에 의한 당당한 입장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
(3) 김일성이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 여러 차례 전쟁계획을 밝히면서 지원요청 뿐만 아니라 허락
(재가)을 요청(상신)하여 그의 재가를 받고 또 중국 모택동의 동의를 받은 연후 남침을 개시60)한
사실은 김일성 자신이 당시 소련을 정점으로 한 국제공산주의 팽창전략의 일선에서 스탈린의 지휘
하에 움직였음을 스스로 들어낸 것이라는 점.
(4) 스탈린이 모택동을 끌어들였고 개전 이전에 김일성으로 하여금 모택동의 동의(승인)를 받도록
한것은 6.25전쟁을 국제공산주의 팽창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증거라는 점.
(5) 북측이 주장하는 ‘조국해방전쟁’ 또는 ‘민족해방전쟁’이란 용어 자체가 2차 대전 후 모스크바의
지령 아래 벌인 ‘공산주의 팽창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도처에서 사용해온 용어전술의 하나였던 점.
(6) 북한군은 6.25전쟁 발발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했는데, 이는 남측이 북
침전쟁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점.
(7)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기, 서울 시청 전면 외벽을 비롯한 여러 곳에 김일성과 스탈린의
사진이 나란히 내걸렸고, 더구나 스탈린 사진이 김일성 사진의 우측(향해서 좌측)에 자리했는데 이
는 사진 배열에서까지 스탈린을 상좌에 모신 것이었으며, 각종 행사장에도 두 사람의 대형사진이
함께 등장61)했는데 이는 북한이 스탈린의 지도 아래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점.
(8) 광복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1948년 12월 철수했지만 하바롭스크에 있는 소련 연해주
군관구 사령부에서 북한을 계속 관할하면서 군사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 심지어 인

60) 김학준,2012, “6.25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순국』 252호, 순국선열유족회,2012.1. 95-98.
61) 한국방송공사(KBS),『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상권』, 1991, 216. : 동아일보 2010. 9. 27-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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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조종했고62) 6.25전쟁도 그러한 구도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
(9) 종래 수정주의 학설(남침유도설 또는 북침설)이 내세운 이른바 ‘해주 진공설’, 즉 국군이 38선
이북의 해주를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점.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

정훈국이 ‘해주 점령 임박’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이는 전쟁 발발 몇 달 전인 1950년 3월 육
군본부가 마련한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른 방어계획의 일환이었고 개전 당일(6월25일)의 그 명령
은 이른 새벽(북측의 전면 남침개시시간은 4시) 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이었음이 정병준 교수(한국현
대사 전공)의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을 통해 밝혀진 점.63)
(10) 김일성 자신과 한인 대원들이 중국공산당의 ‘동북항일연군’ 소속이었다가 1940-1945 소련군
88정찰여단 소속으로 되었고 또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에도 무정 ‧ 정율성 등 한인 대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부터 국제성을 띈 팽창 전략에 몰입했었다는 점.

한편 북한 측의 6.25전쟁 도발 의도와 배경으로는 당시의 남북 상황, 유달리 권
력욕이 강한 김일성의 성향과 그의 정치적 기반 강화 의도, 남한에 대한 그의 ‘정
치적 열등의식’과 그에 상반되는 ‘군사적 자신감’, 공산주의 팽창 추세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 '민족'과 '통일'에 대한 인식

'민족'과 ‘통일’이라는 용어는 남과 북이 함께 쓰고 있지만 가치와 이념은 다르
다. 먼저 '민족'을 보면 북한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민족'을 내세우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은 전술상의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반인도'범죄와 동시에 '반민족'범죄 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6.25
동족상잔의 전쟁 도발. 휴전이후에도 계속된 ‘민간인 납북’, ‘미얀마 아웅산 묘소
암살 폭파’(1983. 10. 9.), ‘대한항공 858기 폭파’(1987.11.29.), ‘천안함 폭침’(2010. 3.
26.),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동족에 대한 만행, 처형과 고문･절멸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몇 100만명이 굶어 죽는데도 핵과 미사일개발에 재원 투
입, 산모와 유아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차세대의 건강(육체.정신) 특히 두뇌 발달장
애 등 민족의 '인적 역량' 훼손을 비롯해서 무수한 사실이 말해 준다.
'통일'의 목적과 개념,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각기 판이하게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공
산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64) 남한은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북한은
무력 남침을 강행한바 있고 휴전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 왔다. 통일은 방법 면
에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야 하고, 내용 면에서는 우리 겨레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우리 사회 내부문제에 대한 인식

62) 김학준, “6.25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순국』 252호, 순국선열유족회,2012.1.), 102-104.
63) 중앙일보 2006. 6. 24. 25면.
64) 김석우.홍성국, 2010,『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기파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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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부문제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단의 부실, 소득 양극화 문제, 지
역 간의 불균형 문제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친일분자 척결문
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공통 과제이다.
첫째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척결문제는 앞에서 밝힌 대로 민족정기 면에서는 물론, 국가 정체성에도
부분하자로 된 것이 사실이다.

뒤 늦게나마 2000년대 들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역사 심판’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늦은 대로 최소 조치였다고 하겠다.
둘째로 소득 양극화 문제는,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도 해소하지 못한, 인류사회
의 고질적 과제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강력하게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셋째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역시 보다 앞당겨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토가 좁은 이점을 살리고
'공동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6)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과 미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미
국은 3년 8개월여의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타도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우리 겨레를 일본 식민지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 미국은 또 6.25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 연병력 178만 9천여명
을 참전기켜 그 중 3만 3,642명의 전사자를 내면서65) 한국민의 자유를 지켜주었
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조물자를 보내와 한국이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고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 사회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요 원인으로
는 역사적인 '앙금'특히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주한 미군문제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북한과 냉전시기 소련권의 대미 비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 ‘가쓰라-태프트 밀약’ 문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젊은 층의 반미 감정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29)이라는 역사적인 '앙금'일 것이다.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무렵의 주변정세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넘어 우리를 도운 나라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
러하리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와 같이 냉엄한 국제관계의
속성을 우리는 국가 민족의 힘 키우기에 하나의 동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침략(1592-98)으로 우리 겨레를 괴롭혔던 일본은 1868년 ‘메이지(명
치)유신’ 이래 또다시 한국 침략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첫 시도가 1875년 군함
‘운요’(운양)호를 강화도 부근에 침투시켜 분쟁을 일으키고 이듬해의 강화도 조약
과 개항을 강제한 것이었다. 그 다음 청-일전쟁(1894.8.-1895.4.)과 러-일전쟁
65) 김순욱, 2011,『6.25란 무엇인가?』, 영락교회 선교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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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1905.9.5.)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을사륵
약’(1905.11.17.)에 이어 강제 병합(1910.8.29.)까지 감행하였다.
그 무렵에는 다른 열강들도 식민지 확보와 세력 확장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약육강식 풍조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
太郞)’가 1905년 7월 29일 미국 대통령 특사인 육군장관 ‘태프트(W.H.Taft)' 와의
밀약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
를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일본은 이어서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
맹’을 체결하고, 9월에는 미국의 중재로 열린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강화회의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일본의
한국지배에 동의하는 등 제국주의 열강의 분할정책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66) 그러니까 ‘가쓰라-태프트 협약’은 우리겨레에게 해
악을 끼친 것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일본은 물론 미국의 당시 행태도 함께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이 밀약을 강조하고 반미 캠
페인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국제 사회에서는 “영
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논할 때는 다른 열강의 행위도 함께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열강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우리 겨레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은 당시 거의 모든
열강이 각자의 국가이익과 관련한 계산에서 우리에게 비협조적이었고 불리한 행
위까지 자행했다. 중요한 사례를 들어 본다.
중국 대륙의 역대 세력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괴롭힌 일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숱
하다. 중국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 파병했고, 그들 자신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
은 20세기에 우리의 독립항쟁을 도운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를 괴롭히
거나 불편하게 했다. 근현대에 와서도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영토문제를 남겼고, 청일전쟁
(1894-1895) 자체도 한국에 대한 영향력확보 과정에 일본과 충돌한 것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청국(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허용 했다. 6.25전쟁 때는 북한의 남침으로 낙동강까
지 후퇴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해 압록강에 도발했을 무렵 중공군을 파병, 통일을 막았다. 최근
에는 이른바 ‘동북공정’, ‘청사공정’ 등으로 우리 역사를 침탈하고, 이어도(영유권)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어족자원 침탈,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가속화 등 우려할 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러시아(소련) : 러시아는 한반도의 부동항을 비롯한 이권에 몰두하면서도 우리 측의 절박한 요
청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한국침략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조선정부
는 1895년 러시아에 군사교관 의사 엔지니어 러시아어 선생 파견 등 도움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거절했다. 또 고종황제는 밀사 권동수(權東壽)를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
(1895.7.)하여 일본의 한국 궁궐침입 등 침략 저지를 러시아 정부에 요청했으나 9월까지 아무 회답
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그리고 아관파천(1896.2.10) 직후 고종은 한국내각에 배치할 주요 고문과
한국군 3천명 양성에 필요한 러시아 교관 파견을 요청(2.14.)했으나 시베리아 철도의 만주 통과와
관련해서 만주에 관심을 쏟던 러시아 정부는 한국 요청을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한반도
를 일본과 분할 점유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39도선 남북분할 제안(1896)
① 중국

:

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한국근대사 강의』, 한울,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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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했었으나 1900년 여름 청국에서 ‘의화단사건’67)이 발생하자 수만 명의 군대로 만주 점령을
시작한 이후에는 일본이 만주-한국 교환을 제안(1900.7.26.)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한국 39도
선 분할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그 때는 일본이 거부)68) 러시아는 러·일전쟁에 패한 후 1905년의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용인하였다. 그리고 1907년 ‘헤그특사 사건’때 는
이상설(李相卨). 이 준. 이위종 특사단의 간곡한 청원을 외면하였고69),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직후인
1914년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립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추방한 바 있으며70) 1921년에는 독
립군 1천여명을 희생시킨 ‘자유시 참변’(6.28.)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참변은 독립군 각 진영간의
군권경쟁문제도 있었지만 러시아 적군의 공격으로 총격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여명,
포로 917명을 발생시킨 대 참변이었다.71) 또 1922년 소련은 일본과의 장춘(長春)회담으로 그해 10월
말 일본군(1918년 시베리아 출병)이 철수하자 지난날 우리 독립군 특히 김일성으로 알려진 일본 육
사 출신 김광서(金光瑞=金擎天)부대와 이 용(李 鏞-이준 열사의 아들)부대 등이 소련군(赤軍)과 손
잡고 일본군 및 반혁명군(白軍) 소탕에 함께 싸웠던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적으로 한인 부대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여 독립군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72) 뿐만 아니라 1922년 12월에는 소련 내의
두 개의 한인 공산당, 즉 이동휘가 이끄는 고려공산당(속칭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2세 한인 중심의
전노고려공산당(속칭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을 해체시켰는데 파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는 일
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속셈이었다.73) 한편 소련은 2차대전 중 대일 전쟁에 불과 ‘7일간
참전’하고 북한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분단과 북한 정권 구축에 한 몫을 했다.( 2-2)항 참조)
③ 영국 :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일본과 동맹(제1차 1902년/제2차 1905.8.)을
맺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 청국과 일본이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다. 킴벌리 외상은 1894년 주영 청국 및 일본 공사에게 일본군은 서울과 인천에서 남한으로
철수하고 청국군은 아산에서 북한으로 철병하는 분할 점령안을 제시(7.18.)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그
때 분할 될 뻔한 영국제안은 북한지역까지 차지하려는 일본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74)
④ 독일 프랑스 : 독일과 프랑스 역시 일본의 한국지배를 묵인 내지 동의했다.75)
(2) 주한 미군 문제

한 미 관계에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미국 군대의 한국 주둔과 관련한 문
제일 것이다. 외국 군대의 자국 내 주둔을 반기는 나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
반적으로는 반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영국·이탈리아 등 유
럽 10개국과 사우디·쿠웨이트·터키 등 중동 6개국, 한국(27,114명), 일본(33,068명)
호주·싱가폴 등 태평양 7개국, 지부티·케냐 등 총 35개 국가와 5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76) 그리고 러시아 군은 독립국가연합(CIS) 즉 구 소련연방 구성 7개
67)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 또는 의화단의 난은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
지방, 화베이지역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일으킨 외세배척 운동이다. 러·일전쟁의 배경을 제공했고 청나라 몰
락을 가속화 시켰다. http://naver,ko.wikipedia.org/wiki (검색일 : 2012.1.13.16:40)
68) 국사편찬위원회,1999, 『한국사 41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95-108.
69)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헤이그)때, 고종은 ‘을사륵약’무효화를 위해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를 파견,
러시아 황제에게 간곡한 친서도 전했고 6월 25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이 그 회의 의장인 러시아 대표 넬
리도프에게 회의 참석 등을 간청했으나 그는 책임을 형식상의 초청자인 네델란드 측에 미루는 등 외면했다.
70) 김희곤, 2004,『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85-86.
71) 김창순.박성수, 1989, 『한국독립전쟁사』,삼광, 151.
72) 공산권문제연구소, 1982,『김일성의 정체』, 신명, 62.
73) 조영진 외, 2000, 『항일무장 독립투쟁사』, 일원, 383-384.
74) 국사편찬위원회,1999, 『한국사 41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86.
7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한국근대사 강의』, 한울, 277.
76)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 검색일 2012.2.2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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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주둔하고 있다.77) 한편 중국은 최근 중국군의 북한 나진 주둔 보도를 공식
부인(2011.12.28)하면서 유엔의 권한부여 없는 파병은 안한다고 밝혔으나 2008년
부터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르기스탄 파병을 검토한 바 있고
인동양의 세이셀과의 교섭설이 있는 상태이다. 인도양 주변국들(미얀마·방그라데
시·스리랑카·파키스탄)의 항구 건설을 지원하고78) 또 2011년 12월 부터는 병력 1
천명과 무장선박을 파견하여 메콩강 유역 4개국(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 공동순
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7일 이 땅(인천)에 들어왔다가 1949년 6월 철수하
였다(고문 잔류). 그런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엔군이 파견될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이 다시 들어와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군을 이 땅에 다시 끌어들인 당사자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인 셈이다. 그리고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
역시 북한의 계속된 대남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미군의 존재는 일본과 중국의 한국 영토 넘보기를 견제하는 심리
적 작용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군의 우리 사회문제 야기는 없어야 한다.
Ⅲ. 의병정신과 나라사랑 국민정신
1. 의병과 의병정신
1) 의병의 정의

의병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뜻있는 백성들이 나라의 소집이
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정의 인도와 애국 애족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으
로 일어나 군사 대오와 무장을 갖추고 외적에 대항하여 목숨까지도 받치며 싸우
는 민병 즉 민간무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의병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
무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2) 민족사를 통해 본 의병의 활약

우리 겨레는 예부터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아 온 민족이다. 그래서 의병항쟁도
여러 차례 있었다. 백제(AD. 663)와 고구려(668)의 의병이 당나라 군대에 대항해
77) 러시아군의 외국주둔 현황 : 아르메니아 9,000명, 그루지아 22,000명, 몰도바 6,400명, 타지크스탄 12000명,
투르크메니스탄 11,000명,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각각 수 천명 / 유엔군에 포함되어, 앙골라, 보스니
아, 크로아티아, 그루지아, 아이티, 이라크, 쿠웨이트, 마케도니아, 르완다, 西사하라 등에 주둔/ 베트남, 시리
아,쿠바,몽골등과아프리카의여러 지역에 통신원들이 파견되어 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
(2009.3.13.)검색일 : 2012.2.10.10:00
78)http://blog.joinsmsn.com2011.12.30. : 아시아경제(www.asiae.co.kr) 2011.12.14.:
http://www.hani.co.kr /arti 2011.11.09.검색일 : 2012.2.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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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바 있고, 고려시대에는 몽골군(1232 및 1270-73) 과 홍건적79)의 침입(1361)
에 저항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한말에는 일본의 두 차례 큰 침략, 즉 임진왜란
과 근세 재침략에 맞서 싸웠다. 임진왜란(1592-98) 때는 스님의병을 포함한 우리
의병이 침략왜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근세의 의병항쟁(1894-1915)
은 독립투쟁의 효시, 무장항쟁의 시원을 이루었다. 한편 근세의병은 광복단
(1913-18), 3.1운동(1919), 임시정부(1919-45), 의열단(1919-38) 등의 항일투쟁을
낳았고, 무장투쟁의 맥은 국외에서 신흥무관학교(1911), 독립군(1919), 조선의용대
(1938), 광복군(1940)으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국군으로 이어졌다.
3) 의병의 사상적 배경과 ‘5대정신’

의병의 사상적 배경은 대의(大義-큰 옳음)와 국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
숨까지도 받치는 ‘사생취의 (捨生取義)’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유
리하거나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대처하는 ‘성패불수(成敗不須)’정신이 그 정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생취의’정신은 ‘살신성인 (殺身成仁)’정신 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다. ‘살신성인’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인
데 비해서 ‘사생취의’는 정의와 국가 민족을 수호하는 희생정신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성패불수’정신은 “성공과 실패는 본시부터 우리들이 헤아릴 바가 아니다.”라
고 밝힌 유인석(柳麟錫) 의병대장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의병에게 그 두 가지 정신이 없었다면, 신식무기로 잘 훈련된 일제 침략군을
상대로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의병의 정신은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러나오
는 다음 ‘5대 정신’, 즉 ‘정의 인도 국난극복 애국 애족 자발 희생 전통 선비’ 정신
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나라사랑 정신’의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
① 정의 인도정신(正義 人道 精神) :

바르고 올바른 도리 즉 크고 올 곧고 올바른 일을 위해 사람

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정신을 말한다.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의병의
근본 정신이요 신념이다.
② 국난 극복정신(國難 克復 精神) :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
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정신을 말한다.
③ 애국 애족정신(愛國 愛族 精神) :

나라사랑 겨레사랑 정신을 말한다. 의병은 나라와 겨레를 위

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받쳤다. 그러므로 ‘의병정신’은 곧 ‘나라사랑 정신’. ‘겨레사랑 정신’의
표상이다.
④ 자발 희생정신(自發 犧牲 精神) : 남의 명령이나 암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분

79) 홍건적 (紅巾賊) : 중국 원나라 말기 하북성(河北省) 일대에서 일어난 한족(漢族) 반란군의 하나. 머리에 붉
은 두건을 둘렀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음. 고려 공민왕 4년(1355) 이후 여러 차례 고려를 침범해 들어와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키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홍건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최영(崔瑩)⋅이성계(李成
桂) 등이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음. 홍건적의 침입 와중에서 고려는 많은 사회적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
였는데, 우선 경기 지방의 호적(戶籍)이 망실되는 등 국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권세가에 의한 토
지⋅인구의 탈점이 널리 행해지면서 신분제의 혼란과 농장의 발달 등이 더욱 촉진되었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 검색일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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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솔선수범하고 희생적으로 대처하는 정신을 말한다.
⑤ 전통 선비정신(傳統 선비 精神) : 우리 겨레 공동체에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양식 가
운데서 가치 있는 유산을 보전 발전시키고, 학덕과 양심을 숭상하며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정신"이다. 이는 우리 겨레가 지닌 독특한 선비 문화에서 우러나는 정신으로서 특히
근세 초기 의병의 지도층에서 발휘된 경우가 많았다.

4) 의병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 Noblesse Oblige'

'의병의 정신’은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Noblesse Oblige’와 통한다. 그러
나 내용면에서는 우리의 ‘의병정신’이 더 숭고한 편이다.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
주’는 주로 귀족 등 상류계급에서 발휘된 정신인데 비해 우리 의병의 경우는 고관
출신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평민 학자와 가난한 선비. 농민들이 중심을 이루
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독립투사들의 정신은 바로 ‘의병정신’으로 통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
무’를 이행하는 차원의 애국애족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
이기 때문이다. ‘의병’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없었을 뿐 정신의 바탕은 거의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불리즈를 말없이 실천한 사례는 특히 의병장들을
비롯한 근세 항일 독립투사들과 그 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고관 출신 의병장이며 최초의 전국의병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제2
대 총대장으로 1908년 서울 탈환작전을 지휘한 왕산 허 위(旺山 許 蔿1855-1908) 와 그 가족, 의
병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의

국무령(대통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石洲

李相龍

1858-1932) 과 그 가족,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6형제가 전재산을 정리하고
전 가솔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항쟁에 모든 것을 다 받치고 순
국한 우당 이회영(友堂 李會榮 1867-1932)과 그 가족, 임시정부 외교총장을 지낸 조소앙(趙素昂
1887-1958)과 그 가족 등이 그러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많다. 6.25전쟁 때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이 전사 했고, 클라크 8군 사
령관의 아들과 훗날 美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참전했다. 영국은 왕자들이 최전방 근무를
자원한다. 아르헨티나와의 포크랜드 전쟁(1982.4.2.-1982.6.14.) 때 앤드루 왕자가 전투 헬기 조종
사로 참전했고, 헨리 왕자는 2007년 말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항미원

조(抗美援朝)라는 미명하에 6.25전쟁에 군대를 보낸 모택동의 아들(毛岸英)도 북한 땅에서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1440년 국왕 헨리 6세가 설립한 영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인 이튼 칼리지는 18명의 수
상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졸업생 중 1차대전 때의 1,157명을 비롯한 전사자들의 명단을 새겨 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80)

한편 서양에서는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예
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도 빌 게이츠 등 미국 갑부들의 재산 희사 사례가
많거니와, 영국에서는 2011년 11월 ‘유산 10% 기부운동’('Legacy 10 Campaign')
이 일어났고 총리를 포함한 3대 정당 대표들이 이에 동참, 각자의 유산 10%를 기
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
80) 예종석, 2009,『노블레스 오블리주』, 살림, 13.
- 30 -

안(평균 7.8%)을 국회에 낸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도 8% 이상 삭감을 추진키로
하였다.81)
2. 의병정신의 시대 초월성
1) 의병정신의 현재-미래 가치

‘의병정신’은 국난극복에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평시에도 언제
나 필요한 정신, 바람직한 ‘국민정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사회적 신분
에 따르는 도덕적 책무 이행 -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의 표상”이
기 때문이다. 의병정신은 또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필요하고 특히
통일 번영을 이루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신이요 가치이기 때문이다.
2) 정의(공정)사회 구현과 의병정신

정의사회, 공정사회의 구현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를 버리고 남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희생이 따르게 마련
이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참여하고 솔선하며 희생하는 정신과 행동이 함께해야 하
는 것이다. 그 것은 바로 ‘의병정신’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의병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동반성장 위원회’(초대 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
는 것도 그러한 정신적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3) 사회 갈등 해소와 의병정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에 더하여 속칭 세대간 지역간 빈부간 갈등이 있다.
그런데 의병정신은 ‘큰 옳음(大義)’을 지키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
어나 솔선수범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며 희생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투철
하면 어떤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의병정신은 또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
로 위태로울 때는 국난극복을 첫째 목표로 삼지만, 평시에는 ‘정의 인도 - 위정척
사(衛正斥斯) 정신’으로 사회의 부조리-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등을 덕목으로 삼
는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 특히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
하는 마음가짐이 원동력으로 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신은 나라와 겨레 즉 공동체
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받치는 의병의 숭고한 자기희생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4) 통일 번영과 의병정신

의병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민병이다. 따라
서 의병은 동족 간의 화합 단결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의 갈등 해소에 ‘의병정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81) 조선일보 2012. 1. 17.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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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의병정신의 ‘위정척사’-‘자기희생’ 정신은 바로 우리 사회를 정화
발전시키고 통일 역량을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Ⅳ. 나라사랑 의식의 확산 방안
-국가정체성과 의병정신 선양을 통한 방안을 중심으로-

나라사랑 정신(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신적인 면을 위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나라사랑 마음이 울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계몽과 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나라의 소중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나라사랑 저해 요인
나라사랑의 표상인 의병정신 등’ 을 설정하고 둘째,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는 동
시에 셋째,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캠페인)을 전개하며 넷째,
거기에 따르는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 국가 정신교육 강화
1) 교육 내용(중점)
(1) 나라의 소중함과 우리의 현실

우리 겨레 반만년의 민족사와 강토의 가치, 주변정세와 민족의 장래, 나라 없는
민족의 고통, 세계화시대의 국민국가의 존속성,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 등을 통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Ⅱ-1 참조)
(2) 국가 정통성 ‧ 정체성 이해의 확산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부정적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조국의 분단 원인과 과정,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오인 을 불식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나라사랑의 기초로 되는 국가 상징의 존엄성
존중과 국민의례의 의의 및 필요성 등을 계몽한다.(Ⅱ-1-1) 참조)
(3) 의병정신의 ‘나라사랑 국민정신’ 승화

'나라사랑의 표상인 의병과 의병정신'을 체득하도록 그 역사성과 내용, 의미, 필
요성 등을 중점 교육함으로써 '국민정신'으로 승화되도록 발전시킨다.
(4) 국가 상징의 존엄성 및 국민의례 계몽

국가의 이름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국가 국화 등은 국민이 받들고 아끼고
모셔야 할 대상이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가기념일 등을 지키는 마음가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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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나라사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당국과 언론 단체 독지가 등의 노력으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국
가상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어느 정치단체에서는 국민의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보도도 있는 실정이다.
또 나라 이름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과 사용 사례도 정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한 양상은 국민의 화합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는 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국가의 전통과
이상을 특정의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낸 기이며, 특히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겨레의 얼과 애환
이 깊게 담겨 있는 기이다.
태극기 는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일본 방문 때 만들어 쓰
기 시작했고 대한제국을 거쳐 국치 이후에도 모든 독립항쟁 단위들이 태극기를 받들었다(중국 연안
의 ‘조선독립동맹’ 포함).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
징했던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은 독립항쟁시기 좌우를 불문하고 모두가 지닌 정서이
다. 특히 1919년 3.1운동 때는 전 민족이 태극기 아래 뭉쳤다. 그리고 광복 후 남한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1948년 초까지 태극기를 받들었다. 또 6.25전쟁 때는 국군과 경찰 등 태극기 아래서 전
사한 겨레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한 역사성을 고려하더라도 태극기는 우리 겨레가 뭉치
고 발전하는데 표상으로 삼아야 할 상징인 것이다. 어느 국기든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우
리나라의 태극기는 특히 굴곡 많았던 역사와 얼과 사연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지만 국기존중국의 하나로 국기에 대한 법률도 완비되어 있으며
유엔기의 규정도 미국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82) 미국에서는 국기인 성조기가 국민 단합
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도이다. 비근한 예로 운동경기 등에서 난동이 일다가도 성조기와 국가
가 나타나면 일시에 숙연해진다고 한다.
▣ 국가 상징 :

국기

국민의례는 의식이나 예식에서, 국민으로서 갖추어 지켜야 할 의례 즉 국기 배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행하는 의식이며 특히 선열의 정신과 공훈을 기림으로써 국가의 존엄성과 정체성, 그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엄숙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례는 최대한 엄숙하고 진지하며 뜻
있게 행해져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이 국민의례를 거행하는 참 뜻을 깨닫도록 계몽해서 더욱 경건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뜻 깊고 엄숙한 의무적 행위를 형식적으로 넘기거나 아예 거행하지 않
는 일부 국민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찾은 나라이며
얼마나 많은 겨레가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지 등을 다시 생
각해야 할 것이다.
▣ 국민 의례 :

2) 교육 대상 및 밥법
(1) 각급 학교 교육 보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운데서도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각급 학교 교육 내용에서는
‘나라사랑’ 부문이 부실한 편이다. 주어진 시간에 여러 필요 과목을 학습내용에 포
82) 동아츨판사, 1989, 『원색세계대백과사전 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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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생
각할 때 적어도 나라사랑 정신을 깨우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의 교과서와 학습내용 가운데는 나라사랑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이 허다한 실정이다. 그것은 대개 나라의 근현대사와 남북 관계 등
에 대한 편향된 인식의 무비판적 전달로 인한 것들이다. 이는 하루 빨리 바로 잡
아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2) 군부대 경찰 등의 자대 교육 보강

나라사랑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군경을 비롯한 제복 공직자들일 것이다.
그들의 나라사랑 정신은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그들
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왕에도 여러 각도의 교
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라사랑'분야를 보강 편성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3)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강

사회 지도층 인사 즉 각 기관의 기관장급이나 단체장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
의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과정에
‘나라사랑’프로그람을 보강해서 실시하고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 기
관 등 일정 장소 소집을 통해서 또는 지역별 출강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반 공직자 대상 집체 교육

현행 분야별 공무원 교육 체계에 '나라사랑' 분야를 보강 실시한다. 공직자들은
국가 운영의 일선에서 국민을 선도할 책임이 있느니만큼 매사에 솔선해야 한다.
(5) 각계 각층 시민 교육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모든 국민에 대한 순차적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법조 언론 금융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산업
과학 기술 노동 의약 부녀 관광 NGO(비정부 기구) 등 사회 각분야
인사들에 대한 사회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이 많고 소요 비용 또한 방대하니
만큼 분야별로 기존 교육 체계를 이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마을 교육’ 한국국제협력단(KOICA)교육 등 기존 교육체계에 포함 또는
편승시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 교육 방법의 효율화

강의 강연 학술 토론(회의) 워크 숖 수련회 매스컴 동영상 영화-연극
뮤지컬 현장 체험학습 등 모든 방법을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 체험 현장으로는
의병 사적지(강학 거의 훈련 전투 수난 묘지 사당 기념관 등)를 포함한 독
립운동 사적 등을 택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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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이 가진 쌍방향성을 충분히 화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보다 감성 위
주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와 교과서로부터 학생 중심으로 과감하게 변화시
키고,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자아 성찰적 실천, 협동학습 환경의 활용,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내용 부여, 조언자와 동료 학습자로서
의 교사 역할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학습행태를 유도해야 한다.83)
3) 교육체계의 보완
(1) 보훈업무 중 정신교육부문 강화

‘국가 정책 목표'에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입법
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전담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나라사랑 교육은
일반 교육과 차이가 있는 '국가 정신교육'이니만큼, 국가보훈처로 하여금 전담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
재-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 ‘보훈선양
국’을 둔 이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정신 업무 분야에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독립기념관이 산하로 들어와서 역사와 관련된 국가의 전통성과 정체성 문제 그리
고 미래의 국민정신 분야까지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한 정신
부문의 업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통상적 보상 행정업무에 비해 중시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업무 가운데 '나라사랑'분야를 보강하고 '나라사랑 정신교육
기획단'(약칭 '정신교육단')을 설치, 국민교육을 주관토록 함이 바람직 하다.
(2) 교과서 보완

교과서는 국민 교육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일본이나 중국 등이 독도 문제
나 동북공정 등 자국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담으려는 것도 그 때문이
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는데 항의
하는 이상의 열정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라사랑’내용을 알차게 담아야 한다.
분 야 :

국사와 윤리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의 경우도 가능한대로 해당되는 ‘나라사랑’부분을 담

도록 한다.
내 용 :

각급 학교 교과서 내용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주변 환경 ‧ 남북 상황 ‧ 통일 과제)과

나라의 중요성, 나라사랑의 당위성,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난극복의 역사, 의병과 의병정
신의 고귀한 가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 (Ⅱ-1‧2항 참조 )

(3) 나라사랑 교육요원(강사) 양성

교육요원의 양성은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관
광부에서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정부(국가보훈처)가 역사와 안보국방 분야
에 일정한 소양을 갖춘 지망생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 자격(예 : ‘나라
사랑 지도사 (강사)’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 요원을 양성,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3) 오일환, 2010, “의병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의병정신을 국민정신교육 중심
으로』, 의병정신선양회 학술회의 2010.1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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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사랑 운동(캠페인)의 전개
1) 대중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나라사랑 정신을 전 국민에게 불어 넣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중운동(캠페인)
이 필요하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가 전제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운동으로서의 캠페인의 이름(제목)은 취지와 역사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나라사랑 운동’ ‘의병정신 운동’
‘사회발전운동’ ‘선진사회 운동’ 등). 대중 운동의 효과는 얼마나 짜임새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운동의 경우는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
다. 새마을 운동은 정신운동이면서도 가시적 부분이 있는데 비해 나라사랑 운동은
가시적 폭도 좁은 편이다. 그러나 나라사랑 운동은 당위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하
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의 참여와 협력이 요망 된다.
2) 전개 방법

운동의 추진 주체는 '새마을 운동'의 경우 처럼 민간으로 하되, 각 분야 별로 조
직을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회운동체와의 통폐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라사랑 정신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되는 계기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계기 활용 : 기념일‧역사성 있는 날 ‧ 각종 행사 등의 기회를 활용 전개
(2) 시설 이용 : 경기장 ‧ 공연장 ‧ 큰 빌딩 ‧ 교량 등 다중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표
어‧ 영상‧ 동영상 등을 설치
(3) 국토 순례 : 역사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점 간 순례를 통한 이동 교육 방식
(4) 기억의 장치 활용 확대 : 나라사랑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억의
장치를 설치 또는 이용해서 효과를 높인다. 다음과 같은 유형 장치와 무형 장치(문화 예술) 부문을
고려할 수 있다.
▣ 유형 장치 부문
국가 정통성-정체성과 의병정신의 선양을 비롯한 나라사랑 정신 확산의 기제로 활용 될 수 있는
소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다.
o 국가 정통성-정체성 분야 : ‘3.1운동 - 대한민국 건국(1919년 상해)’ 사진‧ 문건 전시/ ‘임시정
부’기념관 건립/ 1948년 ‘정부수립’관련 문건 전시 등

박물관. 기념관. 공원(예: 탑골 공원). 경기장

(예: 월드컵). 독립유공자 기념관 동상 등
o 의병 정신 분야

: ‘의병기념관’-‘무명의병추념탑’의 건립/ 도로‧광장‧ 산‧ 강 ‧ 호수 ‧ 교량 ‧ 공공

건물 ‧ 경기장 ‧ 묘지 등의 이름에 연고 있는 의병 부대 또는 지도자 이름 붙여 부르기/ 의병 지도
자의 어록비‧ 공적비‧ 기념관 등 건립/ 지역 특성에 맞는 의병 기념행사 진행 / 의병 을 비롯한 독립
항쟁 유품 및 문건 전시 등
▣ 무형장치(문화 예술) 부문
앞의 항 내용 등 나라사랑 기제에 해당되는 소재 등을 문화 예술 작품화 해서 공연 등에 활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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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감성 자극 효과를 창출토록 한다. TV드라마 ‧ 예술영화 ‧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으로 제작 활용한다.

3. 나라사랑 확산을 위한 정책 조정
1) 입학 및 주요 자격시험에 ‘나라사랑’ 포함

교육과 체험 등의 효과를 높이고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는 시험이 효과적이다.
각급 학교 입학 시험과 각종 고시 자격시험 채용시험 방송 등 언론의 퀴즈 프
로 등에 ‘나라사랑’ 문제를 출제토록 하는 것이다. 방법 면에서는 국사 과목과 병
행 또는 그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난극복 독립운동

현충 사적 관리 강화

국난극복 사적지나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 등의 발굴. 조성 .
관리 등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억지 않다. 그 가운데는
찾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역사 현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예 : 1907년 말
‘13도 창의군 결성지’ 등). 또 사적지 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사유재산의 경우, 정
부가 매입해서 기념시설 조성 후 정부 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 : 김상옥 의사의 1923년 서울 한복판 시가전 승리 현장- 종로구 효제동 72번
지 일대)
(1) 사적지 :

그 동안 많은 현충시설이 건립 되거나 보수되었으나 아직도 미
흡한 편이다. 독립항쟁 관련 현충시설도 상당히 확보 되었으나 독립항쟁의 효시오
무장투쟁의 시원을 이룬 ‘의병’을 기념하는 중앙 기념관 하나, 무명의병 추념탑 하
나 없는 실정이다.
(2) 현충시설 :

3) 관광정책과의 연계

의병 사적지를 비롯한 전국의 독립항쟁 사적지와 현충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강
토 등이 모두 ‘나라사랑 교육 현장’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과 연결 되
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정책 입안 및 시행시 ‘나라사랑’ 개념을 가미할 필요가 있
다.(예 : 덕유산 관광안내 책자 시설 또는 관광해설 내용에 ‘임진왜란’ 당시 의병
의 활약상 등 상술 ) 또 의병 사적지를 비롯한 독립항쟁 사적 등을 관광 경로 등
에 포함시키고 현장이 지닌 값진 나라사랑의 역사를 관광객 들이 공감하도록 해
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기념행사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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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행사를 거행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사의 취지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모든 기념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
또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 준다. 그런데 많은 기념행
사 가운데는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자
칫 시간과 자원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행사 취지를 국민과 함께 하
기 위해서는 매스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행사 주최자는 항상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잘 운영토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5) 학생 동원의 선별 허용

문교부의 ‘학생 동원 억제 방침(1979. 4. 27.)’ 및 ‘교육행정 관리규정(1982.3.24.)’
등에 따라 학생 동원은 국경일 행사와 국가원수 임석행사, 그리고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복구수습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84) 그러한 조치가 무분별한 학생 동원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면 ‘나라사랑’ 교육이 절실한 학도들이 교육 기회를 잃
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에는 학생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조정이 요망 된다.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범위를 정하고 학교장 재량에 의해 ‘현장학습’개념으
로 체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 시 ‧ 군 단위 기념행사 선별실시

국무총리 지시로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행사의 축소 및 간소화’ 방침
에 따라 시.군 단위 행사를 억제하고 있는데85) 그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일률적
인 적용에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라사랑’과 관계되는 특별한 역
사를 지닌 지방의 경우는 그 지방 특성에 맞는 행사의 선별적 공식 시행이 바람
직 한 것이다. (예 : 제천 홍성 등지의 ‘의병’행사, 안성 천안 등지의 ‘3 . 1 항쟁’
행사 )
7) 언론매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금까지도 우리 언론은 각종 행사 보도는 물론, 자체 프로그램 개발등으로 ‘나
라사랑’에 기여하는 내용물을 방송 또는 게재해 오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세계화 바람까지 가미된 세태의 변화 속에서 청취자나 독자들의 취향을 의식한
84) 동아일보 1979.4.27.-7면 : 경향신문 1982.3.24.-7면.
85) 경향신문 1985.1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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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나라사랑’관련 프로나 기사 등의 개발 의욕이 점차 흐려지는 면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프로그램이나 특집 등을 발굴 개발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훈대상'의 시상 심사 항목에 ‘언론매체의 협력 부
문’을 포함시키는 등의 인텐시브도 고려함직 하다. 또 언론 매체 스스로도 나라사
랑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무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
약하는 자세를 보완해야 한다.
8) 입법 검토....나라사랑 촉진법· 건국기념일 제정
(1) 나라사랑 촉진법 제정 (검토)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사안을 한데 담아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현행 ‘보훈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
(2) 건국기념일 제정 (검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2019) 이 몇 해 후로 임박했으니 만큼 이제는 건국 기념
일을 제정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에서 ‘건국’이라는 말은 별로 쓰
이지 않았지만 (‘창건’등으로 썼기 때문) 우리의 건국일은 ‘국맥’상 현재의 개천절
날(10.3-영문표기 : National Foundation Day-‘건국’과 동의)이 될 수도 있고, ‘대
한민국’의 경우는 1919년 4월 13일 또는 9월 15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8
년 ‘건국 60’주년’ 즉 1948년 8월 15일 건국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고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법안을 제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기념일’ 논의 자체가 어색해
진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또 굳이 ‘건국기념일’ 또는 ‘건국절’을 이 시점에 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일부 국민이 ‘생일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냐?고 주장하는
가 하면 1948년 '건국'론으로 인한 혼동을 불식시킬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로는 4월 13일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3.1운동 직
후 국내외에서 선포한 8개의 '독립국가'(임시정부) 중 실체가 유지된 3개 '임정'
이 통합되어 재출범한 1919년 9월 15일이 뜻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국
호의 국가를 연이어 다시 세울 수는 없는 원리"를 고려할 때 처음 '대한민국' 국
호로 수립된 날(4월 13일)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우리 겨레는 930여 차례나 외적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큰 용광로 같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지내오면서도 반만년의 역사와 국맥을 이어 왔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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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와 아름다운 강토는 우리의 값진 민족 자산이다. 그러나 한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나라 없는 민족의 설음'을 혹독하게 겪은 쓰라린 역사도 지니고
있다. 또 오늘의 주변정세는 강대 세력 틈새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쓰라린 경험과 이 모든 현상은 '나라의 소중함
'을 일깨워 준다. 그러한 나라의 소중함은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크게 달
라지지 않는 것이다. 세계는 '나'라는 개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오늘
날 유럽 연합이나 유엔의 내부 현상이 그 이치를 말해준다.
나라의 소중함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된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나라사랑 마음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 그 마
음은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울어 나온다. 나라의 정통성
과 정체성은 바로 그 가치의 중요한 척도로 된다.
1919년 3.1운동에서 선언한 독립의 실체로 수립되었고, 건국 100주년인 2019년을
몇해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닌 민주 국가이다. 그리고 민
족의 국맥을 이은 정통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나라사랑 마
음가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한민국의 정
통성과 정체성에 회의를 느끼고, 남들의 나라사랑 마음까지 해치려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래서 나라사랑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저해 요인을 불
식시키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 정체성과 의병정신의 선양을 통한 나라사랑 촉진방안"을 제시하면
서 많은 검토와 비판을 기대하는 바이다. 의병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
울 때 스스로 일어나 국난극복에 목숨 받치는 '백성의 군대'를 말한다. 그리고 의
병정신은 평시에도 정의사회-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는 '나라사랑의 표상'이
기 때문이다. 한편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6월 1일을 국가기념일 ‘의병의 날’로 제
정(2010. 5. 25.)해서 의병선열님들의 고귀한 정신과 빛나는 공훈을 매년 기리고
있다. 온 겨레가 ‘의병정신’으로 무장되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100여년전 한국에 와서 '의병'을 취재한 영국 ‘데일리 메일’지 특파원 프레드릭
매킨지(Frederic Arthur Mckenzie)86)는 “한국의 민족성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
다. 한국인은 기회만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아시아인 최초로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詩聖) ‘타골
(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겨
레에게 힘을 실어준 ‘예언적 시’ - ‘동방의 등불’(1929.4.2. 동아일보)을 우리에게
남겼다........ “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매킨지는 1900년대 초반 두 차례 한국에 와서 의병과 러.일 전쟁, 3.1운동 등을 취재하고 ‘대한제국의 비
극’(1908년), ‘자유를 향한 한국인의 투쟁’(1920년) 등의 책을 남겼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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