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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살면
그곳이 한국 땅!! (2)
2 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국민 모두
는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을 소리쳐 불렀다.
장단에 맞추어 북소리, 박수소리가 절묘하
게 조화를 이룬 응원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
는 한국에만 존재했던 응원가가 아니었나 라
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국 이래
그만큼 우리의 국호를 자랑스럽게 목이 터져
라 불러 본 적이 또 있었을까?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의 국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
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우리나라의 국호
는 ‘큰 나라’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현실이 그
러한가?
큰 나라 중국대륙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나
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니 때로는 우습기도
하다. 차라리 중국이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
고 우리의 국호가 중국이라면 어울릴 것 같
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의 가운데 있으니“가
운데 중(中)”자를 써서 중국(中國)이라는 국호
가 어쩌면 우리한테 맞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
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국호는 ‘큰 나라’
라는 뜻을 지닌 대한민국이다.
고종 황제께서 이 국호를 지을 당시 강대
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부러워서 우리
도 큰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지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
리 후손들에게 나라의 국토를 넓히라고 큰 나
라의 뜻인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영토적 측면에
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가 작은 나라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이상하다는 것은 아니
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뜻이 크고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생각이 큰 백성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호가 어울린

다.

그러나 속이 좁고, 서로 싸우고, 모험 대신
안주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
소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
한민국은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경제만큼은 이제 대국에 속한다.
그러므로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
은 없다. 약 50년 전, 세계에서 전체 국력이
100등도 안 되던 나라가 10등까지 왔으니 10
등에서 1등은 쉽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일등 국가로의 실현가능성 중 한
가지는‘한인들의 미국행’이라고 생각한다. 진
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미국에서 살아
야 한다.
생각해 보라! 미국 땅의 광활함을!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로 자동차를 타고 횡
단해 보라,
‘이 넓은 땅이 지금 10%도 개발이 안 되었
구나’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직도 90%이상
이 남아 있는 그 광활한 땅에 한국 사람이 많
이 살고 있다면 그곳이 한국 땅이 아니면 누
구 땅이겠는가?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 세계의 인종
(RACE) 부분을 살펴 보자.
대한민국 사람의 영어 표현인‘KOREAN’
은‘한반도’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
계 모든 곳, 즉‘ALL AROUND WORLD’에
살고 있는‘KOREAN’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
인들은 ‘ALL AROUND THE WORLD’에
걸쳐 살고 있다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설
명은 지극히 옳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