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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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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 잠언 16장 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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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독립선언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하 

2·8독립선언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YMCA(이사장 김인복)가 

주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의 후원으로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

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천 명 이

상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고, 100년 전 식민국가인 일본 동경의 '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1919년 2월 8일 2·8독립선언이 이뤄진 후 3

월 1일에는 3·1독립선언으로 이어졌으며, 한민족이 독립 후에는 세계평화

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굳어져 현재도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은 아시아

의 평화 및 세계평화에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서울YMCA(창립된 1903년 당시에는 황성YMCA)는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1906년 '재일본한국YMCA'를 세웠고, 여기에서 양육된 유학생 6백

여 명이 1919년 2월 8일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에 이를 기리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학술행사, 캠페인, 재일본한국YMCA회관 터를 사적지화 하는 노력

을 올해 내내 기울이는 가운데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제1부 개회식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이종걸 기념사업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부터 100년 전 1919

년에는 고종황제의 승하와 재일 조선인 일본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의 외침이 퍼져나가 3·1운동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오늘의 행사는 과거 100주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

를 바란다고 축사를 밝혔다.

이종걸 2·8독립선언사업위원장은 2·8독립선언은 3·1혁명의 도화선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

점일 뿐 아니라 3·1혁명으로 인해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을 지향하는 근대적 시민으로 깨어나는 계기였다고 의미

를 부여했다. 2·8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의 법통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 대통합의 토대를 다지는 작업으로써 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고, 과

거를 복원함에 머물지 말고,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백 년의 사업방향을 찾는 작업이어야한다고 강조했

다. 특히 지나온 100년의 재해석을 위한 일본 내 2·8독립선언 장소의 사적지화 프로젝트와 학술대회, 앞으로 진

행될 일본에서의 기념행사, 전야제, 북한에서의 1910년대 개신교 독립운동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 등 일련의 사

업들을 진행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복 서울YMCA 이사장은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거국적인 출범을 거치고, 우리 정부(대통령 문재인)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 각계각

층의 범국민적 격려 등에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거행된 2·8독립선언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

부 수립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다는 점에서 가슴 벅차며, 애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정신이 승화되어 우리 세대에 하나 된 민족정기를 심는 실

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 · 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성료

글 - 여선암 홍보위원 

(한국교회신문 편집국장, 

칼빈신학교 영문학교수)

이병구 보훈처 차관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2·8독립선언은 당시의 많은 한국인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는 계기였고, 3·1운동 등으로 인해 한민족이 일치단

결해 독립에 매진해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잉태했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개회식은 유의상 2·8독립선언기념사업위원회 사업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2부 기조강연

○김학준 박사(인천대학교 전 이사장/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2·8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는 제하의 기조강연을 통해 2·8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긴 후 1919년에 최초로 발표한 독립선언

서였고, 3·1독립선언서에 뜻이 대체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3·1운동의 여파는 4월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1876년 일제는 조선에 개항을 강압해 병자수호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했고, 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 

구미 열강들과 수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제는 갑자기 세계무대로 끌려 나온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끈질긴 공작을 지속했고, 1894년 청

일전쟁으로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낸 다음 독점적으로 지배하자 조선조정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제를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한편 광무개혁을 통해 국력을 

키우고자 했지만 일본이 러일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때 일제의 조선 지배를 뒷받침해줬고,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국으로 만든 것을 넘어 1910년에는 아예 병합을 

시켜버렸다고 밝혔다.

당시의 세계정세는 약육강식이 합리화되던 제국주의 시대였고 특히 1차 세계대전 등으로 약소국인 조선의 울분에는 관심 갖기 어려웠으며, 특히나 일본은 연합

국에 가담함으로써 더욱더 조선인들에게는 어려운 결과가 도래한 것과 별도로 우리 애국자들의 독립투쟁은 열매 맺기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1919년 1월 세계 1차 대전 이후 파리평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는데 본래 유럽의 소수민족을 염두에 둔 개념이었으나 

조선의 한민족은 아시아와 조선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독립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데 기회를 보아 일을 도모한다는 '견기이작(見機而作)'의 실천을 하

게 된 것으로 시초를 설명했다.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2·8독립선언'을 발표했는데 주도자들은 최팔용,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

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서춘 등 11인으로서 이들은 1월부터 독립선언을 모의, 국내 몇몇 지도자들에게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언문과 

결의문은 이광수가 작성하고, 발표 당일에는 동경의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6백여 명이 모여 최팔용의 낭독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독립선언서는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미국과 영국은 한국병합을 승인한 죄가 있으니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이에 불응 시 우리 민족의 생존

을 위해 자유행동으로 독립을 취할 것이며, 독립 후에는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는 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요

약했다. 결의문에는 한일합병은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생존 발전을 위협하기에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므로 독립을 주장, 우리 민족의 자의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의 요구, 만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 위 목적들을 일본 내 주재 각국 대·공사에게 전달 요구, 만국평

화회의에 3명의 위원을 파견할 것 강조, 요구들이 실패할 시 영원한 혈전을 일본과 벌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한일합병은 불법적으로 간주해 인정치 않는다는 점이며, 2·8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이 국권을 뺏긴 후 처음으로 발표된 독립선언인데 일부에서는 무

오독립선언서라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가 더 앞섰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엄밀한 고증을 해보면 1919년 3월 11일 길림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의 심장부 동경에서 2·8선언의 발표는 일제의 얼굴에 백주에 따귀를 때린 것과 같은 것이며, 일제에 영원한 혈전을 언급해 초반부의 평화와는 상반되는 개

념도 담고 있는 한편 독립을 취득할 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숭고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발제와 토론

김인복 서울YMCA 이사장의 인사말씀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의 기조강연

이종걸 2.8독립선언100주년 기념 

사업위원장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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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발제 및 토론

○김숭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선 민족자결의 발현과 지속-2·8독립선언의 

응집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정치 속에서 대두된 민족자결과 동시대 한국/조선의 민족자결이나 특히 

2·8독립운동에 주목해 실제 벌어진 현상을 설명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미국적 상황을 넘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내용상 자연권의 발상으로

서 개인의 권리나 문맥보다 국가 주권에 비중을 둔 것이고 의미가 있더라도 미국 역시 국제주의와 제국주

의를 지탱한 모순이 있었고, 한국은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민족자결을 선언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민족자결이라는 개념은 미국독립선언이나 1789 프랑스혁명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강력한 이념으로서 확산됐다고 밝혔다.

레닌도 1914년 세계대전 직전에 민족자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또는 추상적 정립이 아닌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집합체로부터 국가로서 분리하는 것이며, 독립 민족국

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1917년 세계대전 중에는 무 합병과 무 배상 원칙을 주장했는데 실제 볼셰비키에서는 민족의 평등이나 주권, 민족자결권, 분리독

립권을 인정하면서 민족들에게 자유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캅카스의 석유 및 광물자원을 확보할 때는 실제 자결권을 추진하지는 않았

음에도 실제의 성격이 평가받지 않은 '혁명'이 주목받았고, 프랑스혁명의 전례가 있어 민주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이 크다고 평가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의 전파력은 미국의 참전함으로 장기화한 전쟁이 종식된 것과 새로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하는 미국의 위상 때문으로 평가하고, 윌슨의 민족자

결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보편적 평화가 아닌 각 민족의 열망과 의사를 존중해주자는 것이었고, 그가 말하는 자결은 국가 주권과 긴밀한 결합으로서 민

족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관계 내에서 유의미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무장관 랜싱은 1918년 일기에서 민족자결 원칙의 정의 모순성에 따른 위험성은 실현되지 못할 희망을 일으킨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확산은 1919년 한반도를 비롯한 이집트와 인도, 중국 등의 민족주의를 고양한 공로는 있다는 설명이다.

2·8독립선언을 정치 역학적으로 볼 때 자결(Self-determination)을 한국어로 민족자결로 그대로 번역함에는 오류의 여지가 있는데 영어의 Nation은 한자

권에서 '민족', '국가', '국민' 등으로도 읽히고, People은 '사람들', '인민'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Self-determination을 '자결권'보다는 '

민족자결'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서 대한제국에서는 정치적 구성원을 인종과 국민이라는 개념이 공존했으나 일제는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키 위해 '국민'

이라는 개념을 강화시켰고, 대한제국의 1904년 한일의정서, 1910년 한국병합, 러일전쟁의 상황 등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일본에 대한 저항적 개

념으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및 조선인들은 민족자결원칙에 공감하는 중이었으며, 여운형은 크레인 미국 대통령특사를 만난 후 고무되어, 윌슨에게 독립을 호소하기로 결심하고 1918

년 신한청년단을 조직해 대표 자격으로서 윌슨에게 독립청원서를 작성 전달했고, 내용상 국제연맹 창립에 따라 동양과 세계평화, 한국/조선과 일본 관계의 재구

성을 요청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은 당시 국제정세 및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일본의 근대화를 조망하면서도 저항신념을 내면화, 행동 양식을 표출했으며, 근대적 

지식의 경험들은 사상과 경험이 일상에서의 자신과 타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 병합이 1910년 이뤄진 후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은 강제 해산, 조선유학생학우회를 1912년 안재홍, 최한기, 서경묵 등을 중심으로 결성하는 한편 

YMCA라는 세계적 단체의 영향을 받아왔고, 1906년 동경에 재일본한국YMCA의 창립 이후 2·8독립선언을 발표했을 때 일본의 학생 YMCA는 이에 협력하는 

등 유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장소는 주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이라는 공간이었다며 자의적인 노력임을 설명했다.

2·8독립선언이 발표된 것은 당시 일제가 최선을 다해 봉쇄하려던 '민족자결 원칙'이 조선인 유학생의 손에서 터져 나와 이른바 정책실패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

다. 일본은 민족자결원칙의 전파는 일본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경계심으로 유학생을 항상 감시했는데(일본의 각종 정부 감시 및 검거 보고서)도 불구하고, 2.8독

립선언이 벌어졌고, 선언 이후에도 재일 유학생 문제를 중시했는데 그 이유로서 조선인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지식인 계급이기에 그들의 사상은 조선통치에 관련

해 중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유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기구로서 만국기독교청년회(YMCA)의 지원을 받는 조선기독교청년회를 가장 경계했고, 이외에도 조선여자친목회, 조선불교유학생회 등

으로 일제는 평가했고, 유독 조선기독교청년회를 3·1운동 이후 가장 주의를 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2·8독립선언의 발표로 인해 일본인은 한반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민족자결의 원칙은 문화와 정치적 능력이 있는 유럽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처럼 봤지만, 조선인 유학생에 의해 민족자결이 제기되고, 실제 3·1운동이 벌어졌으며, 독립 의지로서 발현되었다고 평가했다.

○ 오영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김숭배 박사의 발제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언급한 레닌이나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탁월한 견해를 감사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소련의 패권경쟁을 의식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점도 밝혔다. 유학생들이 민족자결주의에 대

해 1차로는 미디어를 통해 영향받았겠지만 이차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등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도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언급을 했다.

○ 이명화 전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은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활동과 항일운동'을 발제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에 성공하자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침략 받던 약소국인들이 일본의 근대화 성공을 배워 근대

적 개혁이나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시기였고, 갑오개혁 후 2백여 명의 조선인 관비 유학생이 일본에 당도하고, 

청일전쟁 후 중국에서도 유학생이 많이 증가했던 시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는 고등전문학교 이상의 학교가 거의 없기에 일본 유학을 선택했으며, 1910년대 

유학은 도지사를 통해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일본에서도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받아왔던 형편인데 유학생 자

체가 본국에서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이거나 의식이 깨인 엘리트층인데 일본 내에서는 열등한 식민지출신자일 뿐

이었기에 민족차별로서 자존감이 상처를 받아오다가 감정이 격발했다고 한다.

조선인 유학생들은 유학 중에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더 확실히 볼 수 있었고, 한국인을 일본의 하층 노예로 만들려는 식민정책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황성기독교청년회(현재 서울YMCA)가 1903년 창립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후 주일한국공사관의 폐쇄로 4백여 명 유학생들의 일어교육과 하숙, 진로 등을 

도울 기관이 없어짐으로 인해 황성기독교청년회는 1906년 재일본조선YMCA를 창립한 뒤 많은 편의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수많은 조선인의 활동 장으

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욱 더 넓은 활동을 위해 조선유학생학우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동경의 조선인YMCA와 조선유학생 학우회는 운동회나 웅변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그 성격에 따라 번갈아 주관하는 이면동질의 결사체로서 움직였고, 당시 유학

생 사회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민감한 반응해 상호소통과 토론을 통해 적극적 항일운동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회관에서 열린 웅변대회 등으로 인해 실행위원과 집행위원을 선출해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고,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작성하고 다량의 인쇄물

과 등사물을 인쇄해 2월 8일 오후 2시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독립선언을 거행한 뒤 선언에 참여했던 유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각지에서 만세시

위에 앞장서고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큰 피해를 본 일본인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일본 군경은 조선인들이 테러를 벌인다는 소문을 내서 엄청난 조선인들

이명화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재일본동경조선

기독교청년회의 활동과 항일룬동 발제

김숭배 교수의 한국/조선 민족자결의 발현과 지속

-2.8독립선언의 응집성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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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해당하는 사건 속에 조선YMCA와 천도교청년회, 조선노동동맹회 등이 현지 조사를 벌이는 중 일본정부의 방해가 있었으나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의 다양

한 도움으로 피살자 총수를 6,661명이라고 집계할 수 있었다.

1914년 완공한 재일본한국YMCA회관 관동대지진으로 전소했고, 1929년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 새로이 준공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일본한국YMCA회관은 현재도 지역 내 한인과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나눔의 장소로서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나 노후화되었고, 규모도 현재

의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화 박사는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동 회관을 민족독립운동의 사적지화를 하는 계

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명화 박사의 발제에 대해 기존의 재일본 한인독립운동사에서는 일본인유학생의 YMCA 내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

뤄지지 못해온 것에 대해 일반 역사학계에서 무관심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YMCA가 조직적 특성상 기독교특성을 갖으면서도 비기독교인도 자유로이 

활약하는 곳이기에 다양성이 있으나 직접 YMCA를 본격 역사의 연구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오늘 이명화 박사의 발표로 인해 2·8독립운

동과 관동대지진 학살에 대응한 활동이나 1920년대 전반적 항일운동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민족의 독립과 평화-2·8독립선언의 사상적 위상과 함의'를 발제했다.

김 부원장은 2·8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족', '독립', '평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당시 유학생들이 독립을 

갈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꿈이 있었음을 밝혔다.

후쿠자와 유키치카라는 일본 사상가는 일본에는 정부가 있을 뿐 국민(Nation)이 없다고 했는데 국민은 스스

로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사람이) 제도적으로 국가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국민일 수는 없

고, 인민(People)에 불과해 역시 귀속감을 적극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국가가 없

는 상황에 국민이 존재할 수는 없기에 Nation이 국민보다는 민족으로 번역된 배경으로 보고, 병합되었다고 

  해서 조선인(한국인)이 바로 일본 국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봤다.

일본 역사 내 '개척(아이누족의 편입)', '처분(류구 지역)' 등의 폭력적인 흡수 후에 점차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930년대 내선일체니 해서 조

선인들을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일본인들은 내지와 조선을 구별했고, 일본과 조선, 내지인과 조선인, 일본인과 조선인 등으로 구분을 확

연히 했던 상황 속에 선언서와 청원서에는 조선 민족이 4천 3백 년 동안 '국가'를 보전했고, 세계에서 오랜 문화 국민, 문명 민족이라고 함으로서 사상적으로 다

름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독립에 대한 개념도 조선에서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청일전쟁 후에나 등장하는데 이때 까지는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인데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자 독립협회를 세우는 등 활동이 이어졌고,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도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주는 듯했으나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보전

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내세운 러일전쟁에 승리한 후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고 설명했다.

독립을 주장한다고 이뤄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에 조선은 다양한 투쟁과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구심점으로서 상해 임정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음을 밝혔다.

국제정치무대에서의 '평화'는 근대적 의미인 '주권국가'와 연관되는 개념인데 평화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로 보면서 2·8독립선언에는 '동양평화'와 '세계평

화'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것은 조선 민족의 원한 바도 아니요,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기에 독립을 이룸으로써 갈등이 없어지고 평

화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임을 밝혀 대의를 취하면서 이에 반대될 시 '영원한 혈전'을 경고했기에 당대 현실 세계정치와 인류의 나아갈 방향을 모두 담은 수

준 높은 선언이었음을 강조했다.

○ 박종현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원장은 김석근 박사의 발제는 2·8독립선언서에 사용된 '민족'과 '독립, '평화' 등의 개념이 각각 한국의 근대민족사에서 그 의미, 

체계를 성립하고, 수용 확산하는 과정을 고찰해 의미를 명료히 했다고 평가하고, 2·8선언에 등장하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라는 개념이 어떤 점에서 동북아에

서 공유되었는지를 밝히고, 동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독립선언서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공유한 평화의 개념과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주장한 동양평화론과 논

거의 유사점이 있음에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 박용옥 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동경 여자유학생과 2·8독립운동-김마리아를 중심으로'를 발제했

다. 박 교수는 2·8독립선언이 준비되던 그 무렵에는 일본에 남자유학생이 7~800여 명이었으나 여자

유학생은 4~50명의 소규모였는데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망은 여자유학

생들에게도 충만했으나 당시 세계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이었고,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 사회에

서도 여자유학생은 동료라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누이동생의 수준으로 보는 풍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결국 2·8독립선언서에 여자유학생은 준비과정에서 이바지했음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12년 조선유학생학우회가 만들어지고, 1914년 기관지 '학지광'이 출간하지만, 여성은 정회원이 될 수 없어 글을 발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나마 학지광에 

여학생 글 5편이 실렸는데 나혜석의 글이 그중 3편이었으며 글의 수준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했다. 

1915년 여자유학생친목회가 김필례, 김정화, 나혜석 등 10여 명의 주축으로 조직되어 창립회장에 김필례, 2대 회장에 김마리아가 추대되었고, 이들은 1917년 

'여자계'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919년 1월 6일에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웅변대회가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되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논했으나 남성들만의 잔치처럼 보이자 황에스더 학

생이 여성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자리에서 2·8독립선언서의 실행위원들이 선임되었지만 모두 남성이었음에도 김마리아가 30원을 여자친목회의 명

의로 100원의 운동자금이 기증되었으며, 2·8선언의 발표 후 많은 유학생이 구속됨으로 인해 김마리아나 차경신 등 여성들이 조선으로 밀입국해 독립자금 조

달과 2.8선언서 전달 등 상당한 노력과 고초를 겪었음에도 워낙 비밀스러운 임무들이었기에 오늘날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물들이 부족한 어려움도 있

다고 강조했다.

○ 고혜령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고혜령 교수의 발제는 2·8독립선언이 발표되던 당시의 여성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마음과 몸을 바쳐 헌신했고, 남

성보다도 어쩌면 더 고초를 겪었음에도 선언서에 여성대표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설명하는 등 대다수를 동의한다고 밝혔다. 몇 가지 질문

을 통해 김마리아가 2월 말에 서울에 도착해 이종일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3.1운동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물었고, 고 교수는 3·1운동도 역

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더라도 직접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겠지만 김마리아도 당시 여러 정황을 확인하면서 3·1운동을 

감은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민족과 독립과 평화

-2.8독립선언의 사상사적 위상과 함의 발제

박용옥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동경 여자유학생과 2.8독립운동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발제

감은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행사(아리랑, 2.8독립선언의 노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내외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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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를 일본 귀족원, 중의원의 의원들, 정부 요인들, 각국 주일대사들, 내외언론기관 앞

으로 우송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재일본동경조선YMCA(현 재일본한국YMCA)의 강당에서「조선유학생 학우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

어 있었습니다. 총회장은 많은 유학생(약400~600명)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총회 개회선언이 끝나자마자 「조선청년독

립단」을 결성하자는 「긴급동의」의 소리가 일어나, 독립단 대표 11명의 서명이 들어간 독립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

니다. 경찰관들이 난입하여 지도멤버들의 일제검거가 시작이 되어 사명을 가지고 일본에서 탈출했던 2명을 제외한 9명이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은 계속되어 갑니다. 이 사건은 일본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도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

다. 체포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다수가 조선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독립만세 소리가 메아리치는 3·1 독립운

동 전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중국의 5·4 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체포당한 유학생들의 지원활동을 위하여 당시 YMCA 백남훈 총무가 중심이 되어 모금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입도 포함

하여 정기적인 면회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이해하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지원을 청하였으며, 후세 

타츠지, 요시노 사쿠조우  변호사의 탁월한 변호를 통해 엄한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검사의 논고를 모두 논박했으며, 결

국 출판법 위반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3·1 독립운동 이후, YMCA를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간주한 일본정부는 1919년 말 YMCA 건물을 일본조합교회의 

관리 밑에 두고자 했지만, 유학생들의 큰 저항과 일본 내 조직 등의 비판에 맞아 그 실현은 저지되었습니다. 일본인들과의 김

정식 초대 재일본한국YMCA 총무와의 교류, 백남훈과의 신뢰 관계의 깊이로 알 수 있듯이, 심히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정

의와 평화를 구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훌륭한 교류의 축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재일본 조

선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선포한 사건으로 3·1 

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2·8 독립선언은 세계 유일무이한 민족회복의 역사적인 사

건입니다.

*본 글은 재일본한국YMCA 2·8 독립선언 기념 자료실 

  리플렛을 참고하였습니다.

편집/정리: 기획정책실

2019년 2월 8일(금)은 일제 침략 당시 적국의 수도이자 심장부인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한 2·8 독립선언 100

주년이 되는 날이다.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2·8 독립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장기화를 거쳐 약소민족들은 많은 고통 속에 지내야 했으며 1918년이 되어서야 종료되었습

니다. 전쟁이 활발히 진행되던 중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약소민족들에게 크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에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은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정보교환과 국제정세 분석을 통하여 민족 독립운동에는 최적한 시기라고 판단하였

으며, 감시가 심한 속에서 연말에서 연시에 걸쳐 여러 명목을 붙인 회합과 집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해 갔습니다. 동

경에서는 30년 만이라고 하는 큰 눈이 내린 1919년 2월 8일, 중심멤버들은 아침부터 모였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된 독립

3 · 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2 · 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가담으로 감옥에 수감,  출옥된 이후 찍은 기념사진

2·8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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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國家生活에 智能과 經驗을 得할 機會를 不得케하니 吾族은 決코 如此한 武斷專制不正不平等한 政治下에서 生存과 

發展을 享有키 不能한지라 그뿐더러 元來人口過剩한 朝鮮에 無限으로 移民을 奬勵하고 補助하여 土着하니 吾族은 海外에 流離함을 不免하

며 政府의 諸機關의 勿論이고 私設의 諸機關에까지 日本人을 使用하여 一旦朝鮮人의 富를 日本으로 流出케하고 商工業에도 日本人에게만 

特殊한 便益을 與하여 吾族으로 하여금 産業的勃興의 機會를 失케하도다 如此히 何方面으로 觀하여도 吾族과 日本과의 利害는 相互背馳하

여 其害를 受한 者는 吾族이니 吾族은 生存權利를 爲하여 獨立을 主張하노라.

最後東洋平和의 見地로 보건대 威脅이던 俄國은 이미 軍國主義的野心을 抛棄하고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한 新國家의建設에 從事하는 中이

며 中華民國도 亦然하며 兼하여 此後國際聯盟이 實現되여 다시 軍國主義的侵略을 敢行할 强國이 無할 것이다.

그러할진대 韓國을 合倂한 最大理由가 消滅되었을뿐더러 從此로 朝鮮民族이 無數한 革命亂을 起한다면 日本에게 合倂된 韓國은 反하여 東

洋平和의 擾亂하고 禍源이 될지라 吾族은 正當한 方法으로 吾族의 自由를 追究할지나 만일 此로써 成功치 못하면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爲하여 온갖 自由行動을 取하여 最後의 一人까지 自由를 爲하는 熱血을 流할지니 어찌 東洋平和의 禍源이 아니리오 吾族은 一兵이 無하니 

吾族은 兵力으로써 日本에 抵抗할 實力이 無하도다.

日本이 만일 吾族의 正當한 要求에 不應할진대 吾는 日本에 對하여 永遠히 血戰을 宣하리라 吾族은 久遠히 高尙한文化를 有하였고 半萬年

間國家生活의 經驗을 有한 者라 비록 多年間專制政治下의 害毒과 境遇의 不幸이 吾族의 今日을 致하였다 할지라도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 한 

民主主義의 先進國의 範을 隨하여 新國家를 建設한 後에는 建國以來文化와 平和를 愛好하는 吾族은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文化에 貢獻함이 

有할 줄을 信하노라 玆에 吾族은 日本이나 或은 世界各國이 吾族에게 自決의 機會를 與하기를 要求하며 萬一不然이면 吾族은 生存을 爲하

여 自由의 行動을 取하여서 獨立을 期成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

決  議  文

一. 本團은 韓日合邦이 吾族의 自由意思에 出치아니하고 吾族의 生存發展을 威脅하고 東洋의 平和를 搖亂케하는 原因이 된다는 理由로 獨

      立을 主張함.

二. 本團은 日本議會及政府에 朝鮮民族大會를 召集하여 大會의 決議로 吾族의 運命을 決할 機會를 與하기를 要求함.

三. 本團은 萬國平和會議에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게 適用하기를 要求함.

      右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日本에 駐在한 各國大使에게 本團의 意思를 各該政府로 傳達하기를 要求하고同時에 委員三人을 萬國平和會   

      議에 派遺함.

      右委員은 卽히 波遺된 吾族의 委員과 一致行動을 取함.

四. 前諸項의 要求가 失敗될 時에는 日本에 對하여 永遠히 血戰을 宣함. 

      此로써 發生하는 慘禍는 吾族이 其責에 任치 아니함.

西紀一九一九年二月八日

| 在日本東京朝鮮靑年獨立團代表|

崔八鏞, 李琮根, 金度演, 宋繼白, 李光洙, 崔槿愚,

金喆壽, 金商德, 白寬洙, 徐椿, 尹昌錫

宣  言  文

朝鮮靑年獨立團은 我二千萬民族을 代表하여 正義와 自由의 勝利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獨立을 期成하기를 宣言하노라.

四千三百年의 長久한 歷史를 有한 吾族은 實로 世界古民族의 一이라 비록 有時平中國의 正朔을 奉한 事는 有하였으나 此는 兩國王室의 形式的外交關

係에 不過하였고 朝鮮은 恒常吾族의 朝鮮이고 一次도 統一한 國家를 失하고 異族의 實質的支配를 受한 事-無하도다.

日本은 朝鮮이 日本과 唇齒의 關係가 有함을 自覺함이라 稱하여 一八九四年淸日戰爭의 結果로 韓國의 獨立을 率先承認하였고 美英法德等諸國도 獨立을 

承認할뿐더러 此을 保全하기를 約束하였도다.

韓國은 其恩意를 感하여 銳意로 諸般改革과 國力의 充實을 圖하였도다.

當時의 俄國의 勢力이 南下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安寧을 威脅할제 日本은 韓國과 攻守同盟을 締結하여 俄日戰爭을 開하니 東洋과 韓國의 獨立은 

此同盟의 主旨라 韓國이 더욱 其存意에 感하여 陸海軍의 作戰上援助는 無하였으나 主權의 威嚴까지 犧牲하여 可能한 온갖 義務를 다하여서 東洋의 平

和와 韓國獨立의 兩大目的을 追求하였도다.

及其也戰爭이 終決되고 當時美國大統領[루즈벨트]氏의 仲裁로 講和會議가 開設될제 日本은  同盟國인 韓國의 參加를 不許하고 俄日兩國代表의 任意로 

日本이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議定하였으며 日本은 優越한 兵力을 持하고 韓國의 獨立을 保全한다는 舊約을 違反하여 殘弱한 韓國皇帝와 其政府를 威

脅하고 欺瞞하여 國力의 充實됨이 足히 獨立을 得할 만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韓國의 外交權을 奪하여 此를 日本의 保護國을 作하여 韓國으로 하여

금 直接으로 世界列國과 外交할 道를 斷하고 因하여 相當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軍隊를 解散하니 民間의 武器를 押收하고 日本軍隊와 憲兵, 警察을 

各地에 遍置하여 심지어 皇宮의 警備까지 日本의 警察을 使用하고 如此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全혀 無抵抗者를 作한 後에 明哲의 稱이 有한 光武皇帝를 

妨逐하고 精神의 發達이 充分치 못한 皇太子를 擁立하고 日本의 走拘로 所謂合倂內閣을 組織하여 秘密과 武力의 裏面에서 合倂條約을 締結하니 玆에 

吾族은 建國以來半萬年에 自己를指導하고 援助하노라는 友邦의 軍閥的野心의 犧牲이 되었도다.

實로 日本이 韓國에 對한 詐欺와 暴力에서 出한 것이다. 如此한 詐欺의 成功은 世界興亡史에 特筆할 人類의 恥辱이라 하노라.

保護條約을 締結한 時에 皇帝와 賊臣아닌 幾個大臣은 온갖 反抗手段을 다하였고 發表後에도 全國民은 赤手로 可能한 온갖 反抗을 다하였으며 司法警

察權의 被奪과 軍隊解散에도 亦然하였고 合倂時를 當하여는 手中에 寸鐵이 無함을 不拘하고 可能한 온갖 反抗運動을 다하다가 精銳한 日本의 武器에 

犧牲이 된 者不知其數이며 爾時十年間獨立을 恢復하려는 運動으로 犧牲된 者亦是其數十萬이며 惡毒한 憲兵政治下에 手足과 口舌의 制를 受하면서도 

繼續獨立運動이 絶한 적이 없었다.

此로 觀하여도 韓國合倂이 朝鮮民族의 意思가 아님을 可知할지라 如此히 吾族은 日本의 軍國主義的野心의 詐欺暴力下에 吾族의 意思에 反하는 運命을 

當하였으니 正義로 世界를 改造하는 此時에 當然히 匡正를 世界에 要求할 權利가 有하며 또 - 世界改造의 主人되는 美와 英은 保護와 合倂을 率先承

認한 理由로 此時에 또한 舊惡을 贖할 義務가 有하다 하노라 또 - 合倂以來日本의 朝鮮統治政策을 보건대 合倂版의 宣言에 反하여 吾族의 幸福과 利

益을 無視하고 征服者가 被征服者에 對한 古代의 非人道的政策을 襲用하여 吾族에게 參政權, 集會, 結社의 自由, 言論出版의 自由, 등을 不許하며 심

지어 信敎의 自由, 企業의 自由까지도 不少히 拘束하며, 行政, 司法, 警察等諸機關이 朝鮮民族의 私權까지도 侵害하며 公私間에 吾人과 日本과의 間에 

愚劣의 差別을 設하며 吾族에게는 日本人에 比하여 劣等한 敎育을 施하여서 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日本人의 使用者로 成케하며 歷史를 改造하여 吾

族의 神聖한 歷史的傳統과 威嚴을 破壞하고 浚侮하며 小數를 除한 外에는 政府諸機關과 交通, 通信, 병비等機關에 全部或은 大部分日本人을 使用하여 

2 ·8 독립선언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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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은 조선민족의 개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또 공적, 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에 우열의 차별을 두어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인보다 열등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일본인의 

지배를 받게 하려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소수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과 

교통, 통신, 군대 등의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고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운영의 능력과 경험을 획득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하니 이와 같은 무단, 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일본인의 이민을 무제한 장려하고 보조함으로써 토착민인 우리 민족은 해외로 정처 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으

며, 정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요, 사설기관까지 일본인만을 고용하여 하루아침에 조선인의 재산을 일본으로 유출하고, 상공업에서도 일본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산업발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방면을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의 이해는 상호배치

되어 그 해를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동양평화의 측면에서 보건대 위협의 대상이던 러시아는 지금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새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국도 또한 그러하고, 나아가 국제연맹이 실현됨에 따라 다시는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

한 최대 이유는 이미 소멸하였다. 조선민족이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에 의해 합병된 한국은 오히려 동양평화를 깨뜨릴 화근이 될 것이

다. 우리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모든 자유행동을 

취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니 이 어찌 동양평화의 화근이 아닐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무

력으로 일본에 저항할 실력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

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고 반만년 동안 내려온 국가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다년간의 전제정치하에서 일어나 해

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건국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결  의  문

1. 우리는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의회 및 정부에 대해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고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동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 

    공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그들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며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평화회에 파견한다. 이들 위원은 이미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4. 앞의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1919년 2월 8일

< 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 대표 >

최팔용,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 춘, 윤창석

선  언  문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천 3백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

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다.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러

시아 등도 뒤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뿐 아니라 이를 계속 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한국은 여러 국가들의 후의에 감사하면서 의욕적으로 제

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자 일본이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음을 볼 때 동양의 평

화와 한국의 안녕은 한일공수동맹의 주된 취지였다.

이에 한국은 더욱 일본의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군사적 지원은 못 하였지만 주권의 위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이라는 양대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어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동맹국인 한

국의 참가를 가로막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 대표자의 임의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본래의 약속을 위반할 뿐 아니라 무력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만해서, 한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각국과 직접

적인 외교 관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경찰권을 박탈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

를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이 각지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도 일본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

렇게 한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현명한 군주로 추앙받던 광무황제를 폐위시키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황태자를 옹립하였으며, 일본

의 앞잡이들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비밀리에 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건국이래 반만년 만에 우리를 이

끌어주고 원조하겠다던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 희생되었다. 실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사기와 폭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엄청난 사기는 

세계역사상 특필할 만한 인류의 치욕이라 하겠다.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적신을 제외한 황제와 대신들은 온갖 저항을 다 하였고, 발표 이후 온 국민들도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 하였다. 사법·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 직후에도 그러하였으며, 합병 당시에는 아무런 무력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저항을 시도하다가 일본의 정예한 무력 

앞에 희생된 자 부지기수였다. 이후 10년간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 역시 수십만을 헤아리며, 악독한 헌병 정치하에서 

언행의 자유를 구속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은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 이를 보더라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기만과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혁하

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시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보호와 합병을 솔선하여 승인한 과

거 잘못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합병이래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을 보면 합병 시의 선언과는 반대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고대 정복자들의 피정복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정책을 본뜨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적잖이 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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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청소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노

력하게 된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작년에는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들

이 기획되어 활동을 진행하여 이

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Y-gurt 동아리인 ‘유해환경감시단’은 1997년 서울YMCA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써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동

아리이다. 우리 주변에는 유해환경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유해환경을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캠페인 기획, 기사 

작성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청소년 환경에 대하여 인식하며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1인 미디

어 방송의 폭력성, 불법 성형수술 광고 등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유해환경에 대해 상기시켰다. 

 ‘청빛나래봉사단’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나눔의 문화를 실천,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와 소외계층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자 구성되었

다.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 사회의 봉사기관에 찾아가 활동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가 장애인분들을 도와 생산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무료 교

육을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진행하였다.

‘기획봉사동아리’는 청소년들과 자원지도자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동아리이다. 2018

년도에는 환경정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환경정화봉사단 ‘S.O.S’를 기획하여 활동하였다. 환경정화봉사단은 폐현수막으로 에

코백 만들기, 천연재료를 이용한 디퓨저 만들기, 오염된 하천에 정화 흙 뿌리기 등 우리 지역사회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환경 개선

을 위해 힘썼다. 

또한 ‘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홍보를 위해 기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동하였다. 전문 강사교육을 통해 기사를 작

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기사를 취합하여 기자단 

신문인 ‘청빛 TalkTalk’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역사, 벽화, 정책, 토론, 영어스피킹 동아리 등 다양한 주제의 클럽들이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였다. 

매년 청소년활동부에는 청소년 지도나 기획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자원지도자 조직인 ‘Y-gurt’를 구성한다. ‘Y-gurt’에 선발

된 대학생 자원지도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주체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더불

어 서울YMCA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자원지도자 

워크샵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2019년 대학

생 자원지도자 조직이 현재 모집 중에 있으

며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자

격이 된다. 기타사항은 청소년활동부(02-

723-6730)로 문의 가능하다.

지난 1월 12일, 서울YMCA 별관 1층 와글와글 교육장에서 <제7회 청소년Y 대학생 자원지도자 Y-gurt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를 

통해 실무자들과 자원지도자들은 자원지도력 강화와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2018년도 활동 정리 및 2019년도 활동방향을 계획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이번 총회는 청소년Y 자원지도자 최강훈 회장의 기도와 청소년활동부 한상규 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생 자원지도자들과 실무자들

이 모여 안건토의를 진행하였다. 자원지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회칙 및 내규를 검토하며 YMCA 운동이념 및 청소년운동에 맞게 수정하였

고, 2019년도 자원지도자 임원진을 구성하며 신규 자원지도자 교육 및 육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을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으로 양성하고자 ‘Y-gurt’

를 조직하였고 청소년 지도에 관심이 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며 진행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매년 선발한다. 이

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자원지도자들은 1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매달 1번씩 월례회를 

“Y-gurt”

(청소년Y 대학생 자원지도자) 7기를 마치며
글 - 안선우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Y story│이달의 Y운동│청소년 Y story│이달의 Y운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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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화는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이런 불안함이 살짝 들었었다. 청년들의 일터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여기서 또 

신기했던 것은 그 청년들 중 베지테리언이 두 명이나 있어서 채소밖에 못 먹는다는 것을 듣고 놀랐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매운김치 등 매

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빵 위주로 식사를 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음식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됐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숙소에 들어와 ‘우노’라는 카드게임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바디랭귀지와 

단어 몇 개만 던지면 알아들을 수 있어서 편하게 했었던 것 같다. 낮에 첫 만남 시간에서는 정말 어색했고 불편했지만, 게임을 통해 청년

들이 편하고 어색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두 게임 정도 하고 우리는 각자 서로의 시

간을 가지면서 쉬었다. 쉬는 도중 청년들이 덴마크 젤리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

는 데 맛이 너무 짜고 맛없어서 화장실 가서 뱉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다. 다시는 못 먹을 맛이었다. 우리도 초코과자를 주며 간단하게 말을 주고 

받았다. 낮에 있었던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영어대화

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농담도 주고받

으며 저녁시간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식사 후, 마지막 프로그램인 청년들의 ‘한국 와서 무엇이 걱정

이었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청년의 걱정은 한국어가 어렵고 친구 사귀기가 좀 힘들었고 매운 음

식을 먹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다. 여기서 나는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나도 당

연히 다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언어와 음식문화가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6개월 동안 지내던 호텔에 대해 평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6개월 프로그램을 마치는 몇몇의 청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

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나와 내 친구가 한국의 K-POP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춤도 췄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자신감 있게 한국의 K-POP을 

알린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리고 그 청년 중에서도 춤을 잘 추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를 이어 멋있게 춤을 추며 캠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캠프가 끝난 후, 나는 너무 아쉬웠다. 이 캠프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자

연스러워졌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것 같아서 너무 뜻깊

은 경험을 해서 좋았다. 7월에 청년들이 최종평가캠프를 가는데 거기에 또 가서 같

이 지내고 싶었다. 그때는 이번보다 더 친해져서 연락도 하고 캠프 외에도 같이 밥

도 먹고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로 생긴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

2018-2019 입국청년 최종 및 중간평가 캠프가 1월 17일~1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YMCA 다락원캠프장에서 진행되었다. 다락원캠프

장으로 출발하기 전 입국청년들과 서울YMCA에서 간단한 자기소개 등 친교를 가진 후 바로 출발하였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청년들은 자유롭게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캠프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어떤 한 정거장에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

지가 타셨는데 청년들은 할아버지가 타시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여기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차가운 이미지의 외국인

들 모습보다는 따뜻한 이미지의 모습을 봐서 굉장히 놀랐었다.

캠프장 도착 후,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지난 6개월간의 일터생활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지만 좀 빠른 속도는 따라가기 벅차서 힘들었다. 청년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나 높낮이가 다 달라서 알아듣

기 좀 힘들었다. 그중에서도 독일에서 온 청년들이 말할 때는 높낮이가 너무 다양해서 머리가 아팠다. 그때까진 내가 ‘여기에서 뭘 하는거

ICYE 2018-2019 입국청년 최종 및 

중간평가캠프를 다녀와서…
글 - 김다정 

(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Y story│이달의 Y운동│ICYE Y story│이달의 Y운동│ICYE

6개월간의 기대 및 걱정하는 점 발표

20182-2019 입국청년 수료증 수여

20182-2019 입국청년 수료증 수여

레크리에이션(우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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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팔용은 「학지광」의 편집위원인 최승만에게 독립운동을 결행할 것을 제안하고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2·8 독립선언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학우회는 10월 26일 신도래학생환영회, 11월 10일 반도웅변회, 16일 조선학회 강연회, 12월 22일 연합웅변회 등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전

제로 한 민족자결을 주장하면서 독립을 갈망하는 대중적 열기를 모아갔다. 

그러던 유학생들은 확실한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파리평화회의에 조선인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이 독립운

동자금으로 삼십만 원의 거액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동요하였다. 최팔용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파악하고 도쿄에서도 어떠한 형태

로든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19년 1월 중순 최팔용은 백관수, 김도연과 함께 돌연 실행위원 사퇴를 선언하였다. 이는 분열된 모습을 보이며 일본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방책이 되었다. 일본 경찰은 다른 실행위원들을 계속 주시했으나 이들에 대한 경계는 풀었던 것이다. 공

개적으로 선출된 위원들은 미행이 붙어 아무 활동도 못 했지만 사임한 이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조선청년독립단’의 조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감

시를 벗어난 최팔용은 독립선언서의 작성과 번역을 국문과 일문은 이광수에게 영문은 전영택에게 맡기고, 김철수, 김상덕을 자금문제 부책임자로 지

정하고, 국내파 대표로 최근우, 국외파 대표로 장덕수와 이광수를 선정하여 대표자 상호 간의 연락과 일반 유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하게 하는 등 지도

력을 발휘했다. 2월 8일 거사 후 최팔용은 2월 15일 출판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항소하여 3월 31일 금고 9월을 

선고받았다. 스가모형무소(巢鴨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른 최팔용은 1920년 3월 26일 만기 출옥하였다.

3. 귀국 후의 생애와 결론

스가모형무소에서 만기 출옥을 한 후에도 그는 민족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출감 후 고향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 1920년 4월 18일 서울로 돌아온 최

팔용은 4월 22일 고향인 홍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5월 15일 홍원청년구락부(이하 구락부)를 조직하였다. 또한 오성학교를 재건하고 1921년에는 잡

지 「학생계」의 주간을 맡았으며 사회주의 운동에도 뛰어들었다. 어지간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삶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최팔용의 공훈을 

기리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1995년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최팔용을 선정하였다. 그는 32년의 짧은 생을 불태

우듯 살았다. 짧고 굵은 생이란 말이 어울리는 삶이다. 

이러듯 2·8 독립선언을 주도하고 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짧은 삶을 불태우며 살았던 최팔용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기억하고 그의 굽힐 줄 

모르는 의지를 기리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예수는 로마의 식민권력에게 잡히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부탁했다. “나를 기억하라” 최팔용

은 옳은 가치를 위해 헌신한 자는 문명사회의 기억을 통해 ‘제2의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질 것이라 믿었다. 2.8 독립선언의 100주년을 앞둔 지금은 우

리가 그의 믿음에 응답할 때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의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어가는 한 그의 생명과 정신 역시 스러지지 않고 꽃필 것이

기 때문이다.

편집/정리: 주건일 간사(시민사회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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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도일 전까지의 생애

최팔용은 1891년 7월 13일 함경북도 홍원군 홍원읍 남당리(咸鏡南道 洪原郡 洪原邑 南塘里)에서 전주 최씨 최중한(崔中漢)의 2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최팔용의 집은 비교적 유복한 집이었으며 어려서부터 향리 서당인 남당숙(塘南塾)에서 논어와 맹자 등의 한학을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지역이자 서당 이름인 남당은 그의 아호이기도 했다. 1910년 봄 최팔용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일본 유학을 위해 

첫 도일을 하였다. 그러나 동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술국치의 소식을 듣게 되자 즉시 귀국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강의록으로 영어와 수학 등을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이후 상경한 최팔용은 오성학교(五星學校) 정치과에 진학하였다. 오성학교는 배일사상이 강한 곳으로 주시경(周時經), 최창식(崔

昌植) 등의 교수진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철저히 가르쳤으며 학생들은 시국에 대한 변론발표’를 하였다. 따라서 1915년 오성학교의 제5회 졸업생인 

최팔용의 민족의식도 여기에서 수업하는 동안 배양되었을 것이다.

2. 일본에서의 활동과 2·8 독립선언

오성학교를 졸업한 최팔용은 와세다대학 정경과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 가입하였다. 최팔용은 원만한 성품과 대인관계를 바탕

으로 유학생들 사이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17년 2월 4일 학우회의 결산총회에서 부원으로 선출된 최팔용은 9월 30일 결산총회에

서 평의원이자  「학지광」 편집부장으로 선출되어 2·8독립선언으로 수감될 때까지 편집부장을 역임하였고 「학지광」에 ‘사람과 생명’ 등 총 5개의 글을 기

고하였다. 최팔용이 남긴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글은 그의 사상을 접할 중요한 실마리다. 특히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논한 글에서 그는 사람은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영적 요소인 지능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는데 이 전체로서의 인간이 유한한 이유는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면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제2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팔용은 제2의 생명을 ‘종

합체의 생명’, ‘겨레의 생명’, ‘썩지 않는 생명’으로 나누면서 이 제2의 생명은 국가와 같은 단체의 영향을 받는 것, 동일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억되어 영구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생명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문명인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은 옳은 일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팔용이 어떤 생각으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Y joy│2.8 독립선언 인물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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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았고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인간을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생활태도에 대한 관심의 표명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지만 육체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 즉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케 하는 일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은 영적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영적존재만 과대시하고 육체적인 존재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알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힘은 이성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서 가르치시는 교육적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 전부로 삼았다는 것은 예

수님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관심을 쏟았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의 공동화제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것은 그가 당시의 인간 하나하나에게 완전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신 증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방으로 가나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몰렸고 그의 인격, 그의 하신 일, 그의 마음씨 등을 공동화제로 삼았습니다. 그

때 예수란 이름을 빼고서는 그들의 화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그의 손으로 행하신 기적을 보려고 몰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들뜬 군중심리에서 온 부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건들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삶에 지쳐 괴로움과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억눌린 삶이 자유를 숨 쉬고 절망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았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수난의 인간성과 압박당하는 양심과 짓밟히는 진실을 홀로 대변해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종교

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권위에 찢기고 사회적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지러진 그 인간성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

고 고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지도자와 같이 백성을 발판으로 하여 자기의 공명을 

세우고 백성의 고혈을 짜서 자기의 이권을 살찌게 하고 백성을 도매금으로 넘겨 자기가 설 땅을 확장하는 따위의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백성을 대하신 태도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

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함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쳐다볼만한, 믿을만한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며 어디를 가야 좋은지 갈피를 못 찾고 유리함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관헌들도 쳐다볼 수 없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지도자로 모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험한 계곡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들판에 흩어져있는 양들에게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그 

위험과 고통이 당시 유대 땅의 민중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백성을 이렇게 동정적인 

이해와 행동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대변하고 그들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사람의 공동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 거리의 화제도 저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어촌인 가버나움 골목의 화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는 당시의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화제의 주인공이 되셨

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화제 희망과 사랑 감격과 감사 성실함과 의로운 것을 말하게 하는 새로운 화제를 주었습니다. 예수의 인격에 접한 그때 사람

들은 다투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그들의 공동화제로 삼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감화라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공동화제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화제가 무엇인가? 스포츠인가? 경제인가? 정치인가? 만일 우리들의 공동화제가 이런 것에만 국한된다면 지나치게 Ameri-

canism을 추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삶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삶의 의

미가 무엇인지가 화제에 올려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정신 오직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전부를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옛날 유대 땅 사람들처럼 우리 민족의 공동화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의 교회가, 성도가, 백성의 공

동화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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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조남국 목사

우리 국민이 가진 비극 중의 가장 큰 비극의 하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분열과 파벌입니다. 

이 파벌주의는 결코 정치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도 학계에도 예술계에도 특히 종교에서는 더욱 더 

심합니다. 이제는 파벌주의가 얼마나 해롭다는 의식조차 마비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권력층의 사람

들과 소위 백성의 지도자를 자청하던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추방을 당

했고 모욕적인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층의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가진 그 전통적인 권위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흔들렸기 때문이었습

니다. 백성들이 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선풍적인 인기에 이끌리어 수천 명씩 한꺼번에 모이는가 하면 예수님

이 가는 마을은 시장과 같이 사람들로 붐비고 예수님이 계신 집은 그 출입구까지 메워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비상 방법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고 그가 가시는 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

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예루살렘과 유대 땅

의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그들의 권위가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보여주는 것

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권위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공통된 대화를 찾을 수 있

고 예수님이 그들의 공동화제의 주인공이시며 그분만이 백성에게 공동 화제를 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판의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얼마만큼 대중에

게 선의의 공동 화제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도자의 역량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사이 인기 가수니 인기 배

우니 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인기라는 말이 붙어 다니지만, 그들을 다 지도자란 반열에 두고 생각하기는 어렵습

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대중들의 공동화제의주인공이 된 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

압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독차지한 인기는 예수님의 인격에서 본 것이고 예

수님의 생활에서 본 감화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선전하거나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네거티브 하여 자기 인기를 위한 술책을 쓰지 않

았습니다. 그 인격과 생활의 일면을 본문 9장 35절 이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

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세 가지 중요한 예수의 사역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한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종교에서 인간의 영혼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의료적

• 서울신학대학교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M.A)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 D.Min 수료)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P.L.C)

• Kohen University (D.D)

•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D.D)

•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 서울신학대학교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행

• 카메룬 복음신학대학교 이사장

• 필리핀 국제대학교 이사장

• 한국복음주희 협의회 협동총무 

  및 중앙위원 (현)

◆저서

·행복론

·가장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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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의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도쿄의 조선 유학생들이 정변의 주동자들과 자주 접촉을 가진다는 소문에 안종수 등을 쇄환

사(刷還使)로 파견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귀국을 종용했다. 이수정은 다른 유학생들 함께 1886년 5월 28일 귀국했고, 그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아온 유학생 중에 12살의 어린 김필수가 있었다. 

160년 전 요코하마항을 통해 일본 땅에 개신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베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

들이 상주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고베에 거주하게 된 김필수는 단발했고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가 죽

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일 수 있고 기독교회에 공식 입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필수는 언더우드(H. G. Underwood)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를 고백했다. 언더우드는 그를 총

애했고, 마침 선교를 위해 조선에 온 레이놀즈(W. D. Reynolds)의 어학 선생으로 추천했다. 그는 레이놀즈에게 한국어를 가

르쳤고 레이놀즈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 레이놀즈는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수준 높은 한국어 단어들을 구사했는데 그것은 모두 

김필수로 인한 것이었다. 

1891년의 10월 내쉬빌(Nashville)에서 전 미국신학교 해외 선교대회(Inter-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

sions)에 열렸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있던 언더우드가 참여해 조선 선교를 호소했고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

sity)에 유학 중이던 윤치호도 강사로 나섰다. 남장로교의 레이놀즈 부부는 이때 남다른 사명감을 느꼈고 테이트(Lewis Boyd 

Tate), 존슨(Cameron Johnson),  전킨(William McCleary Junkin) 부부와 함께 조선 선교를 결심했다. 오빠의 조선선

교 결정에 지지를 표했던 마티 테이트(Mattie S. Tate)와 여의사 린네 데이비스(Linnie F. Davis)도 동행을 결심했다. 언더

우드와 그의 형 죤 언더우드(John T. Underwood)가 각각 2,000달러와 500달러를 지원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이들의 조

선행을 거절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선교부도 이들의 조선 선교 요청을 수락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 나주, 목포, 광주, 순천, 제주도에 선교거점(mission station)을 마련했다. 전라

도의 지역적 성향이 남장로교회의 독특한 정서와 잘 맞았고, 따라서 그 속도와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레이놀

즈의 선교 구역은 김필수의 활동 구역이기도 했다. 김필수가 전주 완산교회 장로가 되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레이놀즈는 언더우드 등과 성서번역에 참여했다. 그런 이유로 서울에 와 있었다. 김필수도 예외없이 그의 곁에 있었다. 선교사

들은 김필수를 한국YMCA 창설 이사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의 신앙과 학문적 수준, 그리고 그 능력을 높이 보았기에 되었던 

것이다. 초대 이사가 된 그는 YMCA의 명강사로 이름을 높였고 수려한 필력으로 『청년(靑年)』지를 창간할 때 첫 권두언을 썼

다. 사경회와 하령회의 명강사였고 기독신보가 창간될 때 편집인이었다. 이상재, 윤치호 등과 함께 지도체제를 이루어 실무담

당인 신흥우의 배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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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YMCA 이사 김필수 Ⅰ

• 창천교회 소속목사

• 연세대학교 신학박사(ph.d)

• 연세대학교 교수

• 사단법인 월남시민문화

   연구소 연구소장

◆저서

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창천교회 100년사」 (공저), 

「서울장신 50년사」, 「소죽 강신명 

목사」, 「해위 윤보선-생애와 사

상」, 「서울YMCA운동사 100~110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

(공저) 등 십여 편에 이른다. 2013

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The Uni-

versity of Edinburgh)은 그의 영

어 논문 Nationalism, Religion and 

Democracy를 책으로 출간.

글 - 김명구 박사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피신하지 못한 홍영식, 박영

교 등은 죽임을 당했다. 정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갑신개화파와 가깝다는 이유로, 윤웅렬 

등에게 유배형이 내려졌고 윤치호도 상하이로 도망쳐야 했다. 조선 조정은 김옥균 일파가 일

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일본을 조선 근대화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일본의 추종자로 분

류하고 있었다. 

갑신개화파가 반대파들을 죽이고 역모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났을 때 백성들은 일본 사람이라면 

노인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릴 것 없이 마구 학살했다. 이때의 광경에 대해 마침 서울에 와

있던 한 영국인 선원은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일 정도로, 새로 지은 일본 공사관과 서울 곳곳에 

있는 개화파의 저택들이 불에 탔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백성들은 폭도가 되어 무기고를 급습했고, 일본인들과 관련된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적

개심을 드러냈다. 일본과 가깝다고 여기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오심과 배타심을 감추

지 않았다. 미국공사 푸트와 영국 영사 애스톤, 심지어 고종 임금이 총애하고 있던 묄렌도르

프까지도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야 할 정도였다. 김옥균 일파와 관계된 것과 조금이라

도 관련된 사람들은 제거되었다. 그 여파는 2년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 부부가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에 강력히 항의했고 조선조정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상우(徐相雨)를 정사로 

하고,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llendorf)를 부사, 박대양(朴戴陽)을 종사관(從事

官)으로 해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했다. 1885년 1월 5일, 수신사 일행이 도쿄에서 도착했

을 때, 친청파(親淸派) 수신사들은, 단발하고 나타난 이수정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유학생으

로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은 금서(禁書)인 성서를 번역하고 있었다. 수신사 일행은 일본 기독

교인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다. 수신사들은 이수정이 특별히 기독교에 오염되어있다며 격

하게 화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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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그것을 <새로운 존재>(The New Being)이라고 

일컬었다. <새로운 존재>란 실존 철학적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새로운 피조물>과 <회심> 또는 <거듭난 사람>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한 것이다.  

<실존, 實存, Existence>라는 개념은 “밖으로 나와 서다” (standing out) 라는 뜻이다. 철학자 하이데거(Heide-

gger)식으로 표현하면, 실존은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Thrownness)다. 실존은 곧, <가능성> (Potentiality)이

며, <현실성>(Actuality) 이다.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환을 일컬어 <존재실현>(Self-realization)이라 한

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라는 개념은 <존재실현> 또는 <자기-실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전환은 <순간적 깨

달음>(Radical Conversion)과 <점진적 깨달음>(Gradual Conversion)을 수반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돈오

점수, 頓悟漸修>가 이에 상응한다.    

바울은 어떻게 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 결정적 동기는 예수와의 <만남>이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

장서서 핍박하는 자였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환상 속에서 극적으로 부활하

신 예수를 만났다. 흔히들, <계시, 啓示>라고 명명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극적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였느냐, 해석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안병무 박사는 “그의 안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

하였다. <존재충격>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여, 시간을 사는 존재가 영원을 사는 존재에로 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 충격

적이고 혁명적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일생을 예수의 증언자로, 사도로 살도록 인도한 것이다.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존재의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난 사람> <새로운 존재>라 일컫는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바울 사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신약성서의 2/3가 그가 저술한 글

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의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세계선교의 기치를 높이 든 첫 번째 사도가 바로 그 바울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한 사람 바울이 <새로운 존재>가 되자, 역사가 바뀌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로마의 평화>

를 <예수의 평화>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질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 분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순명,順命>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타이타닉 호>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도, 침몰해가는 선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를 가

까이>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던 웰네스, 그리고 가까이는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백우현 선생의 <순명>의 신앙을 

생각하면서도, 같은 질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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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원 

   (M.Ed.)

•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Th.M.&Ph.D.)

• 한국실존치료연구소 대표  

• 한국영성과 심리치료학회 

   학회장

• 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

   대학원 교수, 상담대학원장,

   특임교수 

• 저서/ “맑은 혼으로 꿈꾸기”,

   “존재는 넉넉하다”, “존재의

   바다에 던진 그물” 등 다수

• 역서/ “그리스도 요법 “, 

  “실존주의 상담학” 등 다수

지난 1월 18일 금요일에 서울 YMCA 산하, 성암 Y’s man Club의 초대 회장인 백우현 선

생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비록 얼마 전에 집으로 방문하여 암으로 투병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터이지만,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전해 들은 바로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권고하였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순명(順命)이라는 낱말을 떠 올리면서, 백 선생의 그런 담담하고도 평화로운 마음가

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한구석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그때, 같이 병문안을 하러 갔던, 성암 회원 한 분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백 선생은 

진정한 와이즈멘이지요.” 발인 날 아침, 그분은 카톡에 그 말을 다시 올렸다. “백우현 선생은 

이 시대 진정한 와이즈멘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아

침입니다.” 40여 년 전, 성암 와이즈멘 클럽을 처음으로 발기하시고 초대회장으로 그리고 그 

후 끝없이 클럽과 서울YMCA를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백우현 회장, 지금 

백 선생님의 얼굴이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성실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삶과 죽음을 내어 맡기는 <순명>의 길을 가신 그분의 마지막 자세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영화 <타이타닉 호>의 감동을 주는 장면들을 잊지 못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이라는 

찬송을 <타이타닉 호>의 선상 연주자 <웰네스>는 의연하게 연주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한 삶의 자세는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순명>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다. 어떻

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

의 사랑을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 

성서신학자 안명무 박사는, 바울의 삶을 요약하여, <다시 난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

리고 질문한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가 <다시 난 

사람>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죽고, 예수를 만난 이후, 전

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

것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 문장은 전통적인 신학

적 개념으로는 <거듭남>이고, <회심, 回心>이다.   

글 - 이정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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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디가가 누워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어린이들과 숨은그림찾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번 아래에 적힌 

것들을 찾아보세요.

(사자, 코끼리, 피리 부는 사람, 새) 찾으셨나요? 루소는 그린 이 빡빡한 정글은 어디일까요? 상상의 정글입니다. 루소는 자신의 작품 옆에 시를 써

놓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 시는 야드비가가 꿈속에서 아름다운 정글 속에서 목관악기의 음악을 듣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글은 19세기 후반 20

세기 초 프랑스 사람들이 상상한 이국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루소는 실제로 자연만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이나 식물원에서 식

물을 관찰하고 공부하며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루소가 외국의 정글에 직접 가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는 죽을 때까지 프랑스 밖

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식물이 한곳에 모인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루소의 작품은 바로 이 자화상인데요. 1890년 낙선 전에 출품한 작품으로 뒤늦게 화가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화가로서 자

신감 있는 자신을 표현한 그림이라 애정이 갑니다. 루소는 풍경보다 자신을 훨씬 크게 그렸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구도로 그렸습니다. 그리

고 루소 뒤로는 188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한 만국기가 펄럭입니다. 아마도 루소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의 당당한 끈

기가 그림에서도 느껴지는데요. 파렛트를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적혀있어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내 클레망스와 조세핀의 이름을 나란

히 적었습니다. 아마도 루소는 본인의 남은 삶의 무게에 먼저 떠난 아내의 몫까지 덧붙여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저는 늘 이 작품을 보면서, 세 명

의 몫을 살아가는 루소에게 뒤늦게 화가를 시작한다는 주변의 걱정이나 시선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루소를 ‘소박파’라고 부르거나 ‘나이브아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상을 기존의 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감

지되는 대로 표현하는 미술 경향을 뜻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앙리 루소의 작품을 보면 소박하다는 느낌보다는 ‘

초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의 작품이 연극의 무대 위에 연출된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에요. 거의 100년전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한 예술가들 역

시 앙리 루소에게 ‘초현실주의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작품에서 달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래 두 작

품에도 공통점이 하늘에 달이 

있다는거에요. 처음에는 달로 

보이지만, 문득 이 달이 연극 무대의 조명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루소가 그린 공간은 현실적이기보다는 무대 같고, 이 세

상 어딘가에는 있을법하지만 찾기 어려운 묘연한 장소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루소는 <잠자는 집시>의 그림 아래에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아무리 사나운 동물이라도 지쳐 잠든 먹이를 덮칠 때는 망설인다.”

저는 이 문장과 위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교훈을 주려고 쓰고 그렸던 민화나 우화가 떠오르기도 했어

요. 그런 의미에서 앙리 루소라는 화가는 소박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가진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가운에 중절모를 쓴 작은 남자가 노트르담 성당 앞을 걷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석양이 쓸쓸한 신사의 모습과 어울립니다. 1909년 루소가 

죽기 한 해전에 남긴 작품입니다. 66세의 나이로 삶을 마치며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새로운 화풍의 길을 열어준 루소, 그의 장례식에는 7명의 친

구들만 조촐하게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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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빅피쉬 대표

  -bbigsso@naver.com

◆저서

  출근길 명화

  한 점, 그림은 위로다

  명화 보기 좋은 날 

  모지 스 할머니ㅡ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는 <미술교육인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미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강

점과 약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발전을 하고 

싶어 하죠. 더 좋은 나로 변화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나 새해가 되었으니 이런 다짐은 더 진한 문장으로 마

음에 새겨져 있을 거에요. 연말에는 이 다짐들을 다시 살펴보면 자주 지워져 있더라고요. 

4시간가량 진행된 세미나에서, 저와 인재경쟁력 연구소의 대표님의 접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끈

기’였습니다. 더욱 어울리는 단어로는 ‘그릿(GRIT)’입니다.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

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줄임말인 그릿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지를 뜻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개념화한 용어입니다. 한국에도 책이 있어서 

한동안 인기였죠. 결국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끈기가 없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말에 동의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능과 재능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자원은 누구에게만 몰려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끈기가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

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생기고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죠. 오늘 제가 소개할 화가는 ‘그릿’이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렸던 화가 앙리 루소(Henri Rousseau, 

1844-1910)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루소는 화가가 되기 전 긴 시간을 세관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세관 관리’

를 뜻하는 ‘두아니에(Le Douanier) 루소’였죠. 거의 50세에 가까워서야 화가로 데뷔한 루소는 사실 세

관원 시절에도 주말을 활용해 꾸준히 그림을 연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직함이 늦게 데뷔한 루소에

게는 더 큰 재능이었던 것이죠. (루소는 41세에 루브르박물관 같은 미술관으로 모작을 하러 다니기 시작

했고, 49세의 나이에 22년간 몸담았던 세관원을 은퇴하고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서 죽을 때까지 180여 

점의 작품을 남깁니다.)

앙리 루소를 대표하는 그림은 아마도 이 작품 아닐까요? 

지난 12월 저도 뉴욕의 모마에서 다시 이 작품을 보고 심

장이 뛰었는데요.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상

당히 큰 사이즈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여인은 폴란드인 야디비가 입니다. 루소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글 속에 소파를 하나 놓고, 
앙리 루소/꿈/1910/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뮤지엄

앙리 루소/자화상/1890/국립 프라하 미술관

루소/노트르담/1909

앙리 루소/축제의 저녁/1886

/필라델피아 뮤지엄

앙리 루소/잠자는 집시/1897/129.5x200.7cm/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뮤지엄

글 - 이소영 작가

상상의 정글로 오세요-앙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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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소녀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 2006)
기본정보 - 애니메이션 | 일본 | 97분 | 

감독 - 호소다 마모루

관람등급 - 12세 이상

시간과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 문학작품들은 많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고 되돌리고 싶거나 미래를 보고 싶은 욕망을 건드리는 판타지적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시간과 관련된 판타지, 더 정확히는 ‘Time’과 되돌린다는 뜻의 ‘Replay’

가 합성된 ‘Time Leap’가 이야기의 중심축이다. 이 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은 과거로만 갈 수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SF물과

는 또 다른 재미, 즉 과거는 누구나 기억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

로의 삶의 다짐들을 되내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런 소재의 흥미 요소들은 일상에서 흔히 갖게 되는 판타지와 ‘타임리프’ 능력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게 건드

리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쓰임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것이 우리가 겪은 아픈 기억이나 개인사를 떠올리는 것이라면 그 몰입도는 대체불가 한 상황이 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소재는 물론 그림체와 메시지 등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과 유사해 많이 비교되지만, 좀 더 발랄하고 평범한 고

등학생이 주인공이어서 조금 가볍게 시작된다. 마코토는 ‘타임리프’의 능력을 길거리에서 넘어졌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운 행운 정도로 여기고 일상의 

고민해결사쯤으로 사용한다. 이 모습들을 유쾌하게 담아내 청소년들에게 공감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타임리프’의 마지막 

쓰임은 누군가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빛을 발하고 진지하게 이 시간, 이 순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누군가에겐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시간인지를 강하게 

일깨운다. 대부분  작품에서 ‘타임리프’라는 소재는 이처럼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현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종의 매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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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마코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능력, ‘타임리프’. 이 능력을 이 

소녀는 어떻게 쓸까?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라는 호기심에, 17살의 나

를 투영시켜 따라가 본다. 지각할 뻔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타임리프’

를 쓰고, 요리실습 시간에 실수로 불을 낼 뻔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더 부르고 싶어서 이 능력을 쓴다. 무엇보다 용돈

을 더 받고 싶고 아침잠을 더 자고 싶어서 무한 반복하는 모습과 갑자기 

보게 된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능력을 써버린다. 내 상상을 

비껴가지 않는 선에서 이 능력을 쓰고 기쁨을 얻는 마코토. 지극히 소녀

다운 모습에 가장 공감이 갔다. 어른들이 보기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일

지 모르지만, 17살 마코토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위안을 받을 시간

으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이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소녀답게 이 능력을 써

버리는 마코토. 그 또래의 소녀들이라면 동맹을 맺어서라도 동행해 보고

픈 시간여행이지 않을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되돌려 친구의 상황을 바꿔 놓고 잘못을 떠

넘기고, 진심을 전하지 못하게 한 책임은 따른다는 것일까? 아니면 시간

은 절대 되돌려서도 안 되고 되돌릴 수도 없다는 의미일까? 시간을 되돌

린 순간의 쾌락이나 희열은 잠시, 시간을 되돌린 결과들이 가져온 상황들

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으로 가 마음의 상처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

겨난다. 마코토는 이때까지도 자신이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

해져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얼

마 남지 않은 ‘타임리프’를 거의 소진해버린다. 단 한 번 남은 기회마저 상

황을 잘못 판단해 정작 시간을 되돌려야 할 때 되돌리지 못하고 자기 대신 

사랑하는 고스케와 유리를 잃게 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뿐인

가.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마코토가 조를 바꿔 대신 불을 내게 해 ‘타임

리프’로 인해 불행을 떠안게 된 다카세의 다친 마음과 원망을 남긴 것, 기

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시점에서는 전하지 못하게 될 치아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마코토의 선택이었지만 인생에서 후회

되는 순간들을 또 만든 것이다. 결국 마코토가 이모에게 ‘타임리프’ 능력

을 갖게 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한 후 “네가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모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시간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또 그렇기에 야속하고 냉정하다. 

시간의 중요성과 소중함은 항상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고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라면 이란 후

회를 남기는 것,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과연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까? 생각해보지만,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확신도 솔직히 없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최선이다. 사실 시간을 되돌 수 없기 때문에 아쉽다기보다

는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17살의 소녀 마코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일련

의 사건들이 공부, 진로, 용돈, 연애, 친구관계 등과 같은 청소년기의 고

민과 갈등에서 발단되며, 이로 인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마코토와 친구들

의 심리 변화와 행동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가장 흥미롭고 공감하

며 볼 수 있는 관객은 바로 청소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시기의 고민과 

갈등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데에서 출발되고, 

그래서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과학실험실 칠판에 적힌 글귀 ‘Time 

wants for no one.’은 결말의 중요한 키워드이며 시선에 꽂힌다. 시간

은 자신 하나만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과거를 인정하고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우정이 깨질까 봐 망설이다,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도망

치다 후회하지 말고 일단 이야기해보고 부딪쳐 보라고. 그리고 주어진 시

간이 갑자기 멈춰질 때 파노라마처럼 휙~ 지나가는 장면 장면들에서 후회

와 아쉬움보다 흐뭇하고 뿌듯함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장면들을 더 많이 남

길 수 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애니메이션 곳곳에 배어

있다. 그래서 안지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호소다 마모루 감

독의 머리와 손을 빌려 보내는 어른들의 따뜻한 온기가 담긴 손편지 같다.

글-백수정(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2019 동계단기사회사업 : 어르신 나들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공부를 위해 현장 실습 참여 중인 

대학생 1명과 12/13(목)~1/31(목) 어르신 나들이 단기 사회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들이 기획단이 되어 둘레 사람도 초대하고, 

함께 장소, 일정, 식사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어르신 삶 속에서 주체적으

로 다녀오는 나들이 되었습니다. 향후 1/24(목) 나들이 마침 식을 끝으로 

나들이 단기 사회사업 마칠 예정입니다. 

2019 동계단기사회사업 : 어린이 홈파티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공항동에서 단기사회사업으로 어린이 홈파

티 진행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아이들과 만나 홈파티를 계획 준비 실행

했습니다. 1월 17일~18일, 23일~24일 어린이 홈파티 진행했습니다. 

친구 집에 모여 동네 친구, 동네 동생들과 함께 하룻밤 보내며 함께 영화 

보며 떠들고, 책상 밑에 기지를 만들어 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몰래 써준 편지 읽으며 훌쩍이기도 하고 친구와 나란히 옆에 누어 밤새도

록 떠들었습니다. 앞으로 공항동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을 바라

보며 어른들이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 어른 어울려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 동계단기사회사업 :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 

- 강아지 무비데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동계단기사회사업으로 반려

동물 사업인 ‘우리 마을에 나쁜 개는 없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주민과 함께 강아지 애착 인형 만들기, 강아지 천연 샴푸 만들

기, 강아지 무비데이, 강아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

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상

상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체육자원지도자클럽(JLC) 동계수련회

사회체육부 내 체육자원지도자클럽 JLC가 1월 29일(화)~31일(목)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동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말타기, 밀감따기, 바다

낚시, ATV, 오름오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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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YMCA 아기스포츠단 스키학교 
서부YMCA는 1월 9일(수)~11일(금) 3일 동안 엘리시안 강촌으로 스키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스키를 배우고자하는 열정으로 출

발하여 오전, 오후 2회 강습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즐겁게 스키를 배

웠습니다. 첫날 넘어지는 것이 걱정되어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던 아이들

이 마지막 날 신나게 스키를 즐기며 내려와 멋진 겨울방학의 추억을 만

들었습니다.

서부YMCA 겨울방학프로그램

서부YMCA는 1월 3일(목)부터 1월 24일(목)까지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 

소그룹수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을 통해 위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 배우고 영법을 교육하여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겨

울방학의 아침을 운동으로 알차게 보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YMCA의 운동 및 역사’ 라는 주제로 직원연수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는 1월 9일(수)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4층 희망나

눔방에서 ‘서울YMCA의 운동 및 역사’ 라는 주제로 직원연수가 진행되었

습니다. 이번 연수는 신년 첫 번째 연수로서,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의 운

영기관이자 기독교사회운동체인 서울YMCA의 전반적인 역사와 사업내

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지

도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며 서

울YMCA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았으며, 더불어 올 해 앞으로 

청소년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첫 연수를 마쳤습니다.

서부YMCA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꿈해랑’ 주중체험활동 ‘창의건축’ 프로그램 진행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꿈해랑의 겨울방학프로그램이 시

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주중 체험활동으로 ‘창의건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목공풀로 미니어처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무척 대견스러웠습니다. 또

한 겨울방학 ‘창의건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중 체험활동을 진

행할 계획이며 꿈해랑 청소년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지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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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스키학교

서초YMCA 어린이회원 32명은 1월 9일(수)~11일(금) 3일 동안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으로 “겨울방학 스키학교”를 다녀

왔습니다. 스키강습,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즐거운 활

동이었습니다.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작품발표회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에서는 1월 18일(금) 14시에 2층 대체육관에서 

작품발표회를 하였습니다. 5세 단원들의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들과, 6,7

세 단원들의 절도 있는 멋진 퍼포먼스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뜻 깊고 보

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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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YMCA 양생택견 강습회

송파YMCA에서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 대체육관에서 송파YMCA 개

관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양생체조와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인 택견(국가

무형문화재 제76호)을 모체로 한 “양생택견 강습회”가 열려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송파YMCA

송파YMCA 소그룹스키학교

송파YMCA는 1월 14일(월)~18일(금) 5일 동안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에

서 송파YMCA 소그룹 스키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스키를 타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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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YMCA 아기스포츠단 학예발표회 
송파YMCA에서는 1월 25일(금) 송파YMCA 대체육관에서 아기스포츠

단 학예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힌 동작들을 뽐내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학예 발표회가 되었습니다.

YMCA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입단원 환영연주 및 대면식

청소년활동부에서는 1월 12일(토) 오후 3시, 서울YMCA 이원철홀에서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6기 26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입단원들

을 위한 기존단원들의 환영연주와 대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신입단원들! 앞으로도 서울YMCA 청

소년 오케스트라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서울YMCA와 함께하는 2019 겨울방학 서유럽 4개국 탐방

청소년활동부에서는 지난 1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9박 10일간 영

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4개국을 탐방하였습니다. 초등 

5학년 이상 고등 2학년까지 청소년 3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유

럽의 문화, 역사, 도시, 자연, 대학탐방을 통해서 중세와 근대 및 현대문

화의 근간을 이루는 서양 사상의 흐름과 세계관, 종교관을 직접 볼 수 있

었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전통의 보존과 동시에 앞선 최첨단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의 현장을 경험하며 10일간 소중한 추억과 경험

을 쌓았습니다.

송파YMCA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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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조사연수단 파견!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조사연수단은 지구촌시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사회, 정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자 서울YMCA

와 시흥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조사연수단은 국제사회의 다

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21세기에 직면한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긍

정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해외연수를 기

획하고 실행해보는 전 과정을 진행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청소년 

조사연수단으로 최종 선발된 12팀은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유럽, 오

세아니아, 아시아 지역에 각 파견되어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후

모임과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종로구 신년 인사회

2019년 기해년을 맞아 1월 8일(화)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종로를 이끌기 위해, 종로구 하림각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종로구 의원들 

그리고 이석하 서울YMCA 회장과 종로구민이 함께 모인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Y ISSUEY ISSUE

제3회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서울YMCA 우남 이원철홀에서 1월 21일(월)~22일(화)까지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주최 제3회 목회자컨퍼런스가 “한국교회, 공동채성과 공공성을 회복

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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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총회 회원 
자격 신청안내
오는 2019년 2월 28일(목)은 서울YMCA 

제116차 정기총회입니다. 지난 한해의 사업

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의 사업을 계획하는 

총회에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 드립

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 하셔서 자

리를 빛내주시고 서울YMCA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회원의 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총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세례확

인서를 첨부하여 총회원 자격구비 신청을 

해 주시면 헌장 및 회원규정 절차에 따라 인

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규정

헌장 제12조(총회 구성 등)

1)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

원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 구

성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

으로 구성한다.

가. 만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

나.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제 출 처 : 서울YMCA 회원활동부 

                 (문의:734-1644)

                 FAX : 732-2067

                 E-Mail : hoewon@ymca.or.kr

서울YMCA 이사장

1월 17일 / 서울YMCA 이사회

1월 22일 /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1월 17일 / 서울YMCA 이사회

1월 22일 /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1월 23일(화) 레저사업부 임현진 사무원 외조모 소천

1월 27일(일)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김묘왕 간사 모친 팔순

1월 18일(금) 백우현 前이사 소천

1월  2일 / 서울YMCA 시무식

1월  8일 / 2019 종로구 신년 인사회참석 

1월 17일 / 서울YMCA 이사회

1월 21일 / 제3회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가

             호주 광복회 사무총장 환담

1월 22일 /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김인복 서울YMCA 이사장

김석순 서울YMCA 부이사장

직원동정

이사동정

이석하 서울YM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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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비즈니스 동반자   ㈜비엔아이 : www.bnicorp.co.kr   ㈜시스웨어 : www.sysware.co.kr    ㈜아이티커머스코리아 : www.itcommerce.co.kr   엔지아이테크㈜ : www.ngitech.co.kr

㈜이노소프트기술 : www.inno-soft.co.kr   이든비즈텍㈜ : www,edenbiz.co.kr   ㈜이룩디앤시 : www.elookdnc.co.kr   ㈜지투아이넷 : www.g2i.co.kr   ㈜케이엔아이씨 : www.kninc.co.kr

모바일ERP 체험
QR코드 또는 앱에서 “영림원”으로 검색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경영
http://SystemManagement.co.kr

웹ERP 체험
http://WhyERP. kr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경영 ERP-영림원 ERP'
대표문의 전화 : 1688-1155

활동기준원가에 의한 
수익성분석이 되어야 경영을 잘 할 수 있으며, 
이는 영림원 ERP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동물약품공급회사인 퓨오바이더스는 백신과 위생방역 부문에서 약 6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야? 적자가 나는 사업이야?” 혹은 “원가를 잘 산출했을까?” 이런 CEO의 걱정을 흔히 듣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계산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된 프로세스를 통해야만 거래처별, 품목별 원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영림원 ERP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 Based Costing)에 의한 수익성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가를 산출합니다. 

“저희 퓨오바이더스는 시스템경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퓨오바이더스 김승모 CFO

수익성분석이 되어야 경영을 잘 할 수 있으며, 

“밑지고 파는 거야,
남기고 파는 거야,

원가를 제대로 낸 건가?”

“시스템경영 ERP-영림원 ERP로 

 정확한 원가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K-System BI 화면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