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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를 막고 나선 이승만 정

권과 그들의 논리는 궤변(詭辯)에 가깝다. 친일파를 처벌

하면 민족분열이 일어나고 친일인사라 하더라도 정부수

립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총화를 해친다

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민족진영과 독립운동가들을 정

치음해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기에 이른다.

우리의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안동향교 뜰에는 총독부에서 세운 표지석이 

있고

친일화가가 그린 퇴계 이황선생의 초상화를 사용하

고 있다

지난 유학의 왜곡된 족적(足跡)을 보면 나를 보는 듯 부

끄러워진다. 끊임없이 현실의 유혹과 타협하고 작은 이

득(利得) 앞에 나약하며 입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덮고 치

적(治績)을 포장하여 과시(誇示)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

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자신을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본질과 왜곡, 진실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눈. 무엇이 정

의고 역사의 진실인가, 무엇이 유학의 본질이고 왜곡인

가.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는 이제라도 현재의 좌표(座

標)를 다시 확인하고 기준을 삼을 사표(師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친일 유학파들이 설쳐대는 순간에도 이땅의 많은 선비

들은 신사참배나 창씨개명을 거부하며 목숨을 걸고 일제

에 항거(抗拒)하였다. 고통이 따를 줄 잘 알면서도 정의

와 이웃을 위해 선비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분들을 우

리는 지사(志士), 의사(義士)라 부르고 사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성찰(省察)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나온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 주위에는 씻겨지지 않

은 상흔(傷痕)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

르면 한국은행 앞에는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

부미가 쓴 ‘정초석(머릿돌)’이 남아있고 서울역과 서울시

립미술관에도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이 쓴 글씨로 제작

한 정초석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연세대 교정 안에는 태

평양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흥아유신기념탑(興亞維新

記念塔)’이 아직 그대로 서 있으며 우가키 가즈시게 조선

총독이 쓴 ‘선통물(善通物)’이라는 표지석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친일파들의 신민화 정책에 따라 무수히 

세워졌던 기념비나 표지석들이 해방이후 일부 철거되긴 

했으나 아직 전국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해방후에도 주요 관공

서를 그대로 장악하고 있었음을 볼때 철거할 이유를 못

느꼈거나 의도적으로 보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동도 예외는 아니다. 안동향교 뜰에는 지금도 조선총

독부에서 세운 표지석(標識石)이 남아있고 친일화가가 

그린 퇴계 이황선생의 영정(影幀)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

지 않은가. 물론 아픈 역사도 역사이니 남겨두어야 한다

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의

식 없이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다. 묵은 때를 씻

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흔적을 낙엽으로 덮어 

버리려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自畵

像)이 아닐까. 

현재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왜곡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눈은 본질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천할 때만 주어질 수 있다. 

이(利)를 보면 의(義)로운지 먼저 생각하고 현실이 가혹 

하더라도 옳은 길이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자세. 우리의 사표가 되는 분들은 이처럼 이상과 현

실의 괴리를 항상 느끼면서도 오로지 가야할 길을 갔던 

사람들이다. 

이상과 현실의 오차(誤差)를 실감하며 감히 제대로 산

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공자의 지천명은 하

늘이 부여한 운명(運命)을 알아챘다는 뜻이 아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바르다면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가야한다는 것을 나이 오십에 알았다는 

것이 바로 공자의 지천명이라는 어느 유학자의 해석에 

나는 공감(共感)한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항심(恒心)을 갖고 도리(道理)를 

다하는 자세. 그 길을 생각해보면 사표가 되는 우리의 선

현들과 그동안 원망했던 할아버지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

게 된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앞서

는 나로서는 비루한 처지이지만 지금이라도 늦가을 물결 

한 점 일지 않는 연못 앞에서 석양(夕陽)에 비친 일그러

진 나를 비추어 볼 뿐이다. 

경북인에세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흥아유신기념탑(興亞

維新記念塔).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찬양하고 있다.

▲친일화가 이유태가 그린 퇴계선생 표준영정. 천원

짜리 화폐에도 사용되는 이 영정은 이유태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는 의혹까지 사고있다.

▲안동향교 뜰에는 아직도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표

지석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