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4월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와 흥사단(興士團)

 서울 혜화역 2번 출구를  나와 혜화동로타리 방면으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흥사단 
본부가 있다. 흥사단은 1913년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
(1878∼1938. 독립운동가·교육자)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이다. 
  흥사단은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며, 힘과 실력 배양을 토대로 자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참된 민주공화국 건설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방 후 흥사단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인물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고등학교 · 대학교 · 청년 아카데미를 조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현재 흥사단은 ‘민족통일운동ㆍ투명사회운동ㆍ교육운동’ 등 3대 시민운동
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풀뿌리 시민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흥사단 본부 앞 도
로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흉상과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선생의 말씀 이 새겨진 비가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흥사단

 

  흥사단 본부 건물에 내걸린 단기는 흥사단의 4대 정신인 ‘무실(務實)ㆍ역행(力行)ㆍ
충의(忠義)ㆍ용감(勇敢)’을 상징하고 있다.

흥사단 단기 4대 정신 의미 상징색

무실(務實)
민족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참의 정신
노란색

역행(力行)
민족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실천력
빨간색

충의(忠義)
무실의 구체화 – 일에 

충성, 사람에는 신의
흰색

용감(勇敢)
역행의 구체화 – 실천

의지, 신념, 용기 
파란색

기러기 문양,

선비 사(士)

기러기는 떼를 지어 날아가므로 단결과 협동의 뜻을 나타내며, 또한 질

서와 방향 감각이 뛰어난 기러기의 특성을 배우자는 뜻도 있다. 



  흥사단 본부 건물 안에는 흥사단 사무실이 있으며, 복도와 계단에 흥사단 운동과 
안창호 선생의 사상을 홍보하고 있다. 흥사단 본부에서 소개한 도산 안창호(島山 安
昌浩, 1878~1938)는 19세 때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평양에 독립협회 관서지부를 결성
하였다. 도산 안창호는 뛰어난 조직가로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1907년)를 결성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년학우회(1909년), 대한인국민회(1912년), 흥사단(1913
년), 한국독립당(1930년)을 조직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면서 임시정부의 기초를 확립하고 대공(大公)주의(主義)에 입각하여 좌우
합작운동에 매진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폭탄사건의 여파로 체
포되어 1938년 3월 10일 서거하기까지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표본으로서 오늘날에도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사상가로서의 안창호는 교육방법상의 원리로는 성실성과 점진성을 강조하였다. 
인생관과 세계관의 근본원리 및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의 등불은 곧 성실이라 
하였으며, 거짓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정성과 진실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실이야말로 자아혁신과 민족개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적 원리라 
보았다. 또한 공부하는 정신과 태도로 점진성을 강조하였다. 점진공부는 학문과 실천
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 향상을 
기하자는 것으로 성실성과 함께 주요한 교육방법의 원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