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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의 악당인가?

하얼빈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인식태도- ‘ ’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 나라의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의 악당이다 최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 .”

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주변국에서 비판이 일어나자 년 월 일 일본의2004 3 27

한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의 제국주TV .

의적 침략전쟁을 이끌었던 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데 이들 전범들이 한국과 같A ,

은 나라에서는 악당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영웅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이 일본의 영웅.

을 추모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무슨 참견을 하느냐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논리에 따른다면 일본의 영웅은 한국의 악당이고 한국의 영웅,

은 일본의 악당이다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의 말대로 한다면 일본의 제국주. ? ,

의적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형성된 불행했던 과거는 단지 침략전쟁의 피해국의 불행

일 뿐이고 침략의 선봉장들은 여전히 일본의 영웅이라고 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 “

영웅은 대개 다른 나라의 악당이다 라는 관념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품격에 어울.”

리는 시대인식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의 세계는 인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개별국가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공

동의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발.

전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민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평화와 화해의 방향을 거스르고.

있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

하여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희망적 측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년 월 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이 이토 히로부미 를1909 10 26 ( ) ( )安重根 伊藤博文

사살한 사건1)이 일어났다 년 월 일 뤼순 에 소재한 일본법원 관동도. 1910 2 14 ( ) (旅順

독부2) 지방법원 은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안중근이) .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제 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일로부터 약 달 후인 년1 1 1910

월 일 오전 시 안중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3 26 10 .

1) 이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얼빈 의거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하에서는 이를 하얼빈 사건‘ ’ . ‘ ’

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

2)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뤼순 에 관동도독부를 설치하였다 관동도독부는 년 칙( ) . 1906旅順

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도독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 친임관으로서 육군대장 또는 육군중.

장 중에서 지명하였다 도독은 군대를 통솔하고 외무성의 감독 아래 정무를 행하며 남만주철도를.

보호하고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였다 관동도독부의 업무형태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군정은 아니. ‘ ’

었다 러일전쟁 종결 후 일본 육군이 남만주에서 독주하는 조짐을 보이자 국제적인 비판이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제동을 건 결과이다사키 류조 저이성범 역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 , “ ”, J&C,

면 참조2003,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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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안중근은 세계 각지에서 선진열강들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탈이 계속되던 세기 초에 그러한 행위의 부당성에 항거하여 의기를 떨친 인물20

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안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얼빈 사건에 대. ? ‘ ’

한 일본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안중근에 대하여 일본.

의 교과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 정도로 소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인, ‘

을 죽인 악인 정도의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3)

한국인에게 있어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안중근이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위인

을 죽인 에 불과한 사람일 뿐인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兇漢

밖에 없겠지 라고 양해하면서 안중근을 흉한으로 보는 일본인들의 관념을 우리로.” ,

서는 그대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우리의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하여 각자 극단적으로 상이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관계는 단순한. 自然人

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 사이에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년 월 일 오전에 발생한 하얼빈 사건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라는1909 10 26 ‘ ’

두 사람의 접점임과 동시에 한국의 근대사와 일본의 근대사가 매우 극단적으로 충

돌한 부분이기도 하다 안중근은 조국애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안중근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민족주.

의적 관점 내지 감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포함하고 있는 문명

사적 가치를 격감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안중근이 왜 한국민족에게 영웅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

다 여기에서는 하얼빈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법적 관점에서 분석. ‘ ’ ․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하얼빈 사건을 법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매우 여러. ‘ ’

가지 사항이 논점으로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이다 첫째는 하얼빈 사건에 대한 관할과 재판에 있어서 일본법을 적용. , ‘ ’

한 법원의 태도의 정당성 문제이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안중근이 이토. ,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하얼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얼빈 사건이 발생한‘ ’ : ‘ ’①

시점에서 일본과 대한제국의 의병은 전쟁상태에 있었다 하얼빈 사건의 당사자; ‘ ’②

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은 모두 국제법상의 교전자격을 구비하고 있었

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안중근은 군사작전 중에. : ①

3) 외 면 참조 그 밖에 일본인들의 안중근, “ ”, , 1993, 313 .羅明淳曺圭石 大韓國人安重根 世界日報社․
에 대한 인식태도에 대해서는 와, “21 ”, , 1996;國家報勳處光復會 世紀 東洋平和論 國家報勳處 中野․

일본의 지성이 본 안중근 등 참조/ , “ ”, , 1984 .泰雄 著 金永光 譯 慶雲出版社



- 3 -

적군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군에게 체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중근은 국; ②

제법상의 포로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그러한 지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형법상의 살인죄가 적용되

었다 앞에서는 국제법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

이 제기될 수 있다 하얼빈 사건 당시에도 앞서 언급한 국제법 규범이 통용되고. ‘ ’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하얼빈 사건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국내에도 국제법이. ‘ ’

소개되어 법률교육기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예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으로서 년에 설립된 의 강좌내용을1905 普成專門學校 法律學專門科

들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 ’, ‘ ’, ‘ ’, ‘國際公法大義 外交官領事官制度 國際警察論 平時

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였다’, ‘ ’ .國際公法 戰時國際公法 4) 또한 세기 말, 19

에 외국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한 이후 한국은 외국의 외교관을 받아들이고 외국에

우리의 외교관을 파견하였으며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한다든가 만국우편조,

약5)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참

여하였다 요컨대 하얼빈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법원의 판단. , ‘ ’

은 사건에 대한 성질결정 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qualification) .

하얼빈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

판단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안중근에게 적용할 법은 일.

본법이 아닌 한국법이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얼빈. ‘

사건 이 과연 단순한 형사사건인가 하는 것이다’ .

안중근에 대한 선고공판 년 월 일 이 있기 직전인 년 월 일의(1910 2 14 ) 1910 2 12

공판에서 안중근이 행한 최후진술은 다음과 같다6)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 “ , 3

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한국민은 청국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니 본건은 한국의

형법대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것이며 한국형법에 의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부당하며 어리석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법에 따라, .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

는데 이에 대해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년 월 일 뤼순에서.” 1910 3 26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안중근은 여러 점의 글씨를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최후의.

유묵은 자신의 공판정 안내에 경호를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에게 사형집

행 당일에 써 준 것으로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爲國獻身軍人本分

이와 같은 일련의 의사표시는 하얼빈 사건에 대한 안중근 자신의 확신에 찬 신‘ ’

4) 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출판부 면 이, “ (1905-1975)”, , 1975, 30高麗大學校 高麗大學校七十年誌

하 고려대학교출판부 면 이하 등 참조; , “ (1905-1995)”, , 1995, 63 .高麗大學校 高麗大學校九十年誌

그리고 교전자격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의 교과서로 사용된大東法律專門學校

면 참조“ ”, 81-86 .戰時國際公法

5) 년 월 일 가입1899 10 3 .

6) 편역 앞의 책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 면, “ , ”, 342 .李起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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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하얼빈 사건은 의병전쟁의 일환으로서 국. ‘ ’

제법상 전쟁상태에서 교전중에 발생한 일이었다 안중근의 이러한 인식은 법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하얼, ‘

빈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하얼빈 사건에 대한 관동’ . ‘ ’

도독부 지방법원의 판단은 극히 중대한 법적 하자를 포함한 판결인 동시에 심각한

국제법위반 사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당시 법원으로서는 일본의 정규군과 한국.

의 의병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하얼빈 사건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 ’ .

런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세계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을 합병하고자 했던 당

시에 일본의 법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안중근은 법 이전에 존재하는 이러한 현실적 장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이 앞에서와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

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하얼빈 사건에 대. “

한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 .

소한 잘못된 역사인식은 바로 잡아야 한다 안중근의 최후진술대로 하얼빈 사건은. ‘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전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일본인도 안중근을 살인자 흉. ‘ ’, ‘

한 또는 악인 등으로 일컬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

년 월 일 오전 안중근은 형장으로 끌려갔다 형장에서 구리하라 감옥서1910 3 26 .

장이 말했다 금년 월 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언도된 판결이 확정되었으: “ 2 24 ,

므로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남길 말은 없는가.

?”7) 통역관이 이 말을 통역하자 안중근은 조용히 대답했다8) 나의 행위는 동양평: “

화를 위함이었다 한일 양국민이 서로 일치 협력하여 평화를 꾀하기를 바란다 역시. .

마지막으로 교수대에서 동양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다.”9)

일본인이 안중근을 한국의 로 대할 수 있는 날 그 날은 한국과 일본 사이,軍將校

에 진정하고 근본적인 화해의 단서가 열린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하고 근본적인 화해는 아시아 평화의 빛이 될 것으로 믿는다.

7) 사키 류조 저이성범 역 앞의 책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면 참조/ , , “ ”, 281 .

8) 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새는 죽음에: “ (論語 泰伯編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당하여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음에 당하여 그 말이 참되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안중, ).”

근이 한 말은 모든 것을 떠나 그의 진실된 마음을 읽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9) 사키 류조 저이성범 역 앞의 책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면 참조/ , , “ ”, 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