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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내 사랑하는 나라 조선

단재 신채호 사당 및 묘소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있다. 신채호 사당은 1978년에

건립되었는데 1981년 이곳에 신채호의 영정을 봉안하면서 단재영당(丹齋影堂) 혹은 단재

영각(丹齋影閣)으로 불리게 되었다. 

단재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언론인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비판하고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민족의

지도자였다. 그의 붓은 칼보다 강했다. 

신채호는 7살에 아버지를, 15세에 친형을 잃었다. 조부의

사숙에서 6세 때부터 한학을 교육받아 10세 때 행시(行時)

를 지었으며, 12~13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18세 때 신·구 서적을 섭렵하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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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학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학문적 기초를 닦은 그는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에 나갈 뜻

을 접었다. 대신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론인의 길에 들어섰고, 애국계몽

운동의 이론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 1910년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압록강을 건너며 신채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韓나라 생각 /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베면 /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썩 그 피를 쥐어 / 한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또한 신채호는 무장독립운동을 지지했는데, 의열단의 독립운동노선과 투쟁방법을 천명하

는 ‘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의 날카로운 글은 조선 사람의

가슴에 국권회복을 향한 불길을 당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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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强盜)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여 온간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강도정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혁명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하는 것이 조선민족

의 정당한 수단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으

며 일본당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또한 의열단이 활동하는 국내는 물론 중국, 일

본에까지 뿌려져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다. 

신채호가 더욱 큰 명성을 얻은 것은 민족역사 연구에서였다. 그는 독립을 위해 시급한 것

은 국민의 민족의식 고취라고 믿었고, 새로운 민족주의적 역사를 저술하여 온 국민에게 읽

히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 인식의 명제를 내걸고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

립할 수 있었다. 저서에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사론』 등

을 남겼다. 

이렇게 조국을 향해 붓을 들고 열정을 불태우던 신채호는 1928년 체포되어 10년형을 받고

중국의  뤼순(旅順)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였다. 광복 후 한국정부에서는 1962년

신채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신채호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낭성면 

신채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옛 집터

였던 낭성면의 사당 뒤쪽에는 그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그는 외가

인 지금의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에서 태어나 그의 생가는 그곳에 있

지만, 신채호의 본가는 낭성면 귀래

리에 있었으며, 조상 대대로 이 마

을에서 거주하였다. 대전 어남동은 단재 묘소와 사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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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일시적으

로 가 있던 집이다. 따라서 신채호의 뿌리는 낭

성면 귀래리이며, 사후에도 고향집이 있었던 낭

성면 귀래리에 묻히었으므로 지금의 묘소와 사

당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묘는 호석이 없는 아담한 봉분 앞에 한용운(韓

容雲), 오세창(吳世昌), 신백우(申伯雨) 등이

세운 묘표(墓表)와 상석(床石)을 놓았다. 상석

오른쪽에는 1972년 세운 사적비가 있고 봉분의

정면 중앙에는 명등석(明燈石) 1기, 좌우에는

문인석(文人石) 1쌍이 서 있다.

입구의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겹

처마 맞배지붕을 올린 솟을삼문으로 ‘정기문(精

氣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외삼문을 들어

서면 정면에 나란히 놓인 3개의 석조계단 위에 ‘丹齋影閣(단재영각)’이라는 현판이 걸린 본

당이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린 물림집으로 마

루가 깔린 통칸방에 분합문(分閤門)을 달고 앞마루를 놓았다. 

사당 주변에는 기와를 올린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져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단재 신채호 사당 및 묘소

간접 관련된 유적(물)

단재 신채호 조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