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 유묵에서 나타난 안중근 의사의 정신세계

1. 교육ㆍ계몽의 정신1)

박학어문 약지이례 민이호학 불치하문

두루 글을 배우고, 예로써 몸을 단속
하라. - <옹야>편
*보물569-13, 안중근 의사숭모회 소

장, 서울역사박물관 기탁보관

영민하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
람에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 <공야장> *일본 정심사 주지승에

게 준 글. 그는 사형언도에서 순국 때

까지 안의사를 교화한 인물이다.

1) 이하, 예술의 전당. 2009.『의거ㆍ순국 100년 안중근, 독립을 넘어 평화로』에서 스캔함



교육ㆍ계몽의 정신
언충신 행독경 만방가행 인무원려 필유근우

말이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면, 오랑캐 나라에서
도 행할 수 있다. - <위령공>편
* 뤼순감옥 일인 경찰이 보관해오다

그의 후손이 안중근 의사숭모회에 기

증. 보물 569-25, 서울역사박물관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 <위령공>편
* 옥중의 안의사를 존경하는 일인 세

무 관료가 그의 순국 3일전에 방문하

여 필적을 의뢰하여 손에 넣은 글이

다.



2. 군자고궁과 절의의 정신
세한연후 지송백지(부)조 불인자 불가이구처약 빈이무첨 부이호례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
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한>편

* 보물569-10, 서울역사박

물관 기탁보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
에 오래 처하지 못한다.

-<이인>편

* 일본 정심사 소장, 류코

쿠대학 기탁보관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
유하되 교만함이 없다.

-<학이>편

* 동경도립 로카기념관 소장

여순초등학교 교사가 소유하

다가 일본개화기 대표적 작가

도쿠토미 로카에게 선물을 줌.



2. 군자고궁의 정신
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 빈여천인지소악자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도
를 의론할 수 없다.

-<이인>편

* 보물569-4, 청와대 소장

가난하고 비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인>편
*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으면 처하지

말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으면 버

리지 않아야 한다. 정도(正道)를 따르라는 말이다. (좌)개인소장,

(우) 중국 뤼순박물관 소장



3. 구국헌신의 정신
견리사의 견위수명 지사인인 살신성인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
각하고, 위태함을 보거든 목
숨을 바친다. -<헌문>편
* 보물 569-6,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안의사 마음

속에 체화된 정신이기에 그

의 의거는 당당하게 준비되

고 수행되었던 것이다.

뜻있는 선비[志士]와 어진
사람[仁人]은 자기 몸을 죽
여서 인(仁)을 이룬다.

-<위령공>편

* 안중근의 공판광경을 만주

일일신문에 삽화로 게재한

일인, 고마츠의 후손이 소장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논어》의 글은 아니다.

* 뤼순감옥에서 공판장을

오갈 때 경호를 담당한 간

수 일본군헌병 지바 도시치

에게 써 준 글. 후손이 안

중근 의사숭모회에 기증.

보물 569-23, 서울역사박물

관,



4. 기타, 삶의 교훈
경천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단군의 건국이념이다. 동양

윤리의 근본 가치이며 크리스토교의 기본 계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

개인 소장

인내

‘참고 견디어 내다.’ - 《논어》의 글은 아니다. 보물 569-18, 김성섭 소장

* 이 필적의 사연이 특별하여 소개한다. 뤼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 삼정(三井)이 안중근의

고결한 성품과 열렬한 의거에 감복하여 오던 중 안의사가 사형집행이 되기 전날, 그의 최

후를 애석히 여긴 나머지 전옥과 밀약하여 안중근에게 최후의 친필을 청하였던 것이다. 그

때 다섯 폭을 글을 썼는데 ‘인내’는 그 중의 하나라 전한다. 후에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공덕정에 있는 공덕의원 의사 김성섭이 고쳐준 일이 있었다. 삼정은 매우 감사히

여기며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자 자기가 비밀히 받았던 안중근의 필적을 김성섭에게 주

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