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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 念 辭
안 인 욱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

虎해인 2010年 2月 28日 뜻깊은 2·28民主運動 제50周年 紀念式을 貴賓·市民·

白 學生·會員 여러분을 모시고 開催함을 全國民과 함께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國政運營으로 參席하시지 못하고 대통령실 김두우 메시지 기획관
이 메시지로 紀念式을 祝賀해 주시고 日曜日임에도 불구하고 경향각지에서 이렇게 자리
를 함께 해주신 많은 貴賓님들께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參席하신 學校長, 先生님, 學生
들에게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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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中心地와 교내 등 여러 곳에서 不正과

1960年 當時는 36年間의 植民地 生

不義에 맞서 항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活, 韓國戰爭, 南北分斷, 政治的 混亂,

를 수호하기 위한 학생들의 至高至純하

正·副統領 選擧가 臨迫해짐에 국민들

고 숭고한 정신을 發現한 大韓民國 政府

은 불안과 공포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

樹立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으로

었던 실정이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당이

그 열기가 全國 高等學生들로 번졌고 마

長期執權을 위해 1960년 2월 27일 자

침내는 3·15마산의거, 4·19혁명의 導

유당 선거유세를 했던 수성천변의 같은

火線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

장소에서 28일 열리는 민주당 선거 유세

동과 산업화시대 민주주의 운동의 嚆矢

장에 학생들이 몰릴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요, 또한 國債補償運動에 참여한 여성단

자유당 경북도당이 내린 지시에 의해 8

체의 선언문에서“大韓民國의 先進化運

개 公立高等學校에서 日曜日인데도 불

動의 念願”
이 비롯되었음에 대구야 말로

구하고 학교마다 해괴망측한 이유로 强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과 선진화 운

制登校를 지시함에 고등학생들이 시내

동의 발상지로 민족혼을 일깨운 도시임

2010 2·28의

_ 05

| 2·28민주운동 제50주년 기념식 |

을 2월 24일 學術大會에서 박세일 교수

民主化運動”
이“民主化運動定義”
에 삽

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된 一部改定法律案이 국회본회에 통
과되고 2010년 2월 4일 法律 10007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로 공포되어 法的地位를 획득하게 되었

헌정이후 민주화운동의 嚆矢인 2·

습니다.

28민주운동이 3·15의거와 4·19혁명

본사업회는 지금껏 움추렸던 어깨를

의 導火線이였음에도 民主化運動紀念

펴고 지난 50년간의“2·28民主運動”
이

事業會法“民主化運動定義”에 누락됨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 성과, 반성 등

으로써 法的地位를 획득하지 못하고

을 분석, 판단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3·15, 4·19와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指向點과 課題와 展望을 조망하는 이정

대우와 국민적 성원의 부족, 국가차원

표의 설정이 절실하며 회원을 비롯한 유

의 경제지원의 미미함 등은 대구·경북

관기관과 전국민과의 소통과 總和가 요

인의 自尊心을 훼손시킨 처사임이 분명

망됩니다.

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응어리진 억울함과 한스러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을 가슴에 새기면서 본회와 대구시 관계

대한민국의 민주화·자유화·선진화의

부서의 협조로 기본적인 사업들을 間斷

기본정신인“2·28민주운동정신”
과 국

없이 추진해 왔음은 대구·경북인의 저력

채보상운동 선언문의“세계 上等國家 念

이 아닐 수 없습니다.

願 精神”
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사회가

“2·28民主運動”
이 발화된 지 41년째

정의롭고, 疏通이 잘 되고, 總和의 사회

인 2001년에 法律 제6495호“民主化運

를 일구어 세계적인 一流國家로 발전시

動紀念事業會法”제정 내용 중 제2조

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召命인 것 같

“民主化運動定義”
에 2·28民主運動이

습니다.

필연적으로 삽입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

또한“2·28민주운동”
정신을 시민적

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本 事

自負心과 德性의 標本으로 삼아 2·28정

業會로서는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키고, 교육을 통해

습니다.

새로운 指向點을 설정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관계 부처, 민주화운동

이제“2·28민주운동”
이 법적 지위를

단체 등을 통해 끈질지게 노력해 오던

인정받았고, 기념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차에 2009년 12월 29일 이해봉 국회

청소년 교육을 위한 敎育用敎材 발간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이“2·28大邱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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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경북인 여러분!

여 전국 敎育現場에 배부하여 국민적 관

“2·28민주운동이 50년의 역경을 딛고

심을 提高하려고 하며,“2·28민주운동

민주화운동사의 礎石으로 우리 모두는

글짓기”공모를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키

우리나라의 민주화·자유화·선진화에 총

고,“회원관리”
를 수직적·수평적으로 확

력을 경주해야 하는 召命意識을 가지시

대하여 회원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고 대구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

지도록 추진하며,“2·28민주화운동 精

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

神”
의 繼承·發展·昇華에 필수적인 사업

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들은 歷史性과 便利

기념식 이후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性과 活用性이 높은“기념회관 건립, 지

퍼포먼스를 명덕네거리옆 경북여고 정문

하철 명덕역을 2·28역으로 驛名을 변경

앞을 출발하여 반월당, 중앙네거리, 2·

하고, 당시 시위 활동의 주도로였던 현재

28기념중앙공원까지 거리행렬이 이어집

중앙대로를 2·28대로”
로 변경한다면 30

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년간 대구를 상징했던 명덕네거리의 2·

자리를 빛내주신 貴賓과 모든 분들게

28기념탑, 기념관 건립, 2·28기념중앙

庚寅年 白虎해에 항상 健勝하시고 幸運

공원 등 모두를 아우러는“2·28문화존”

이 충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조성을 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회는 청소년 교육과 국민과 관
광객에게 情報提供을 위한 자료로“2·

2010. 2. 28.

28민주운동정신”교육용 교재를 발간하

2010 2·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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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대구민주운동

50주년 기념식 성대히 개최
2·28대구학생의거 50주년기념식이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귀빈과
각급 기관단체장, 2·28회원, 시민, 학생 등 일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KBS 송현주 아나운서의 사회 진행과 대구유천초등학교 50명의 합창단(장애선 지도교
사)과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악대(김근식 지도교사)의 합창과 연주로 시작된 기념식은 박
명철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대구여고 장다정 학생장의 결의문 낭독, 안인욱 의장의 기념
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축사를 비롯해 청와대 김두우 기획관의 이명박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최문찬 대구시의회의장, 경상북도 공원식 정무부지사,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이사장, 이해봉 국회의원 등의 축사로 이어졌는데 2009년 12월 29일 국회본회에
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2·28대구민주운동이 50여 년만에 법
적지위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아 대구·경북시도민의 명예회복은 물론 왜곡된 역사적 평가
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여느 때보다 기념식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대구시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에 이어 50년 전의 2·28대구학생
의거의 데모 현장 모습을 재현한 대구 명덕네거리에서 중앙대로를 거쳐 2·28기념중앙공
원까지 가두 시위를 행했는데 선두에 취타악대 연주와 당시 남녀 학생복 차림의 주연배우
들의 퍼포먼스,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악대와 함께 경북고, 대구고, 경대사대부고, 경북
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상원고, 대구자연과학고등 등 학생 320명과 2·28회원
280명으로 거리퍼레이드를 펼쳤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2·28회원과 시
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가한 2·28공원에서 모듬북의 공연, 헌시낭독, 마임퍼포먼스 등
의 기념공연으로 기념 행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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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08. 2. 29.
대구신문 2009. 3. 2.
대구신문 2009. 12. 31.

대구신문 2009. 12. 31.

매일신문 20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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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10. 2. 26.

매일신문 2009. 3. 20.

동아일보 201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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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196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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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10. 2. 26.

매일신문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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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대구민주운동

제50주년기념 학술대회 개최

선진화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
과제와 방향
제50주년기념 2·28대구민주운동 학술대회가 24일 오전 10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언론,
학자, 2·28회원, 시민,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2·28기념사업회 안인욱 의장 인사말과 김연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학술대회는 많은 방청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안인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
최하는“2·28민주운동 50주년기념학술대회”
는 지금까지 개최한 여느 학술대회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회임과 동시에 50년 동안 역사의 늪에 가리어져 잊혀졌던“2·28대구
민주화운동”
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 있어서 역사적 위상과 의의 그리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순수한 정열이“피맺힌 절규되어 하늘로 치솟았
고 燎原의 불길이 횃불되어 불의·독재 무릎 꿇리고 높푸른 숭고한 정신 민주국가 잉태하여
창천의 별되어 영세무궁 밝히네!”현대사회는 수직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수평적 사고체계로
바뀌고 사회가 원융회통하는 총화의 세계로 발전되길 요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 국민이 아
시는 바와 같이“2·28민주화운동”
이 분연히 일어난 지 49年만인 2009년 12월 29일 이해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
고 2010년 2월 4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 중“3·15의거”
를“2·28대구민주화운
동, 3·15의거”
로 개정되었음이 법률10007호로 공포되었으며, 헌정 이후“민주화운동”
의효
시인 2·28민주화운동이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였음에도 49년동안 이들과는 상
대적으로 차별화된 대우로 국민적 성원과 국가적 미미한 지원은 잘못된 정부 차원의 처사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 없었다면서 오늘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이같은 난제들이 있었음
에도 민주화운동 효시로 법적 지위를 차지한“2·28민주운동”
의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새로
운 50년을 향한 튼튼한 도약의 토대가 될 지향점과 그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학술대
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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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대회는 선진화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박세일 서울대학
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과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의“2·28정신과 사회의 선진화”
,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의“2·28민주운동정신과 정치의 선진화”
와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
장의“청년문화의 선진화”
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기조연설에서 박세일 교수는 민주주의
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3단계와 포퓰
리즘과 선동자가 급진주의를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일 총장은“대구학생사건”
,“학생데모”등 보편적인 사회 갈등 양태로 그 동안 폄하
되어왔던 2·28민주운동은 가난이 재산의 전부였던 시대 대구 고등학생들의 목숨을 건 진정
한 호국 학생운동이었고 혁명이였다고 강조하였고, 김호기 교수는 2·28민주운동의 의의에
대한 검토와 한국사회의 선진화로서의 대안적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2·28민주운동
에 표출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21세기적 조건에 걸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라고 했다. 홍덕률 총장은 오늘날 청년문화의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4·19혁명
을 이끈 2·28은 한국 민주주의 출발점은 당연하고, 계승되어야 할 자랑스런운 역사적 평가
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만 왜곡이 문제라면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의
2·28을 역사적 자산으로 인식하여 시민의 자부심, 덕성의 표본으로 삼는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해두 학술위원장의 사회 진행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매일신문사 김정길 명예주
필, 박영석 대구MBC국장, 4월회 유세희 회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장, YMCA 김경
인 사무총장, 2·28민주운동과 4·19혁명사를 연구하는 홍영유 씨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2·28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열띤 종합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의 발표요점을 간추려 본다.
김정길 명예주필 : 국민과 소통없는 정의와 보편적 가치는 무의미하며 소통과 통합이
전제된 민주운동의 선진화 방향이 바람직.
박영석 국장 : 2·28이 4·19혁명의 도화선, 출발이란 용어보다는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임으로 2·28민주운동의 독립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
유세희 회장 : 4·19혁명의 발화점인 2·28주역들의 결의문 작성, 용기의 중요성 강조.
김태일 교수 : 암울한 시대의 시국을 일깨웠던 2·28은 젊은층과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로 계승·발전 가능.
김경민 사무총장 : 2·28은 전국민주화의 대장정의 출발로 큰 의미를 부여.
홍영유 연구사 : 2·28의 정의감과 용기는 1960년 3월 1일 김윤식 시에서 큰 뜻을 찾
을 수 있으며, 4·19혁명사의 잘못 전해진 사료 부분과 추종자의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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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
: 과제와 방향

박 세 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끝임 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고 부패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민주주의는 허약한 생명체이다. 일단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시간만 가면 저절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
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조심하여 잘 가꾸고 지극한 정성을 드려야 성
공하지 막 다루면 반드시 실패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서구의 지
식인들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불안정하고 위험한 제도로 보았다. 잘못
하면 愚民化하거나 暴民化하기 쉬운 제도로 보았다. 사실 BC 1000년 전에 그리스 시
대 한동안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그 이후 인류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아니해 왔다. 국가의 합리적 운용이 어려운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난 50년간 약 3단계를 거쳐 변화 발전하여 오고 있다. 첫째
단계는 1960~70년대 소위‘산업화시대의 민주주의’
이다 둘째 단계는 1980~90년
대 소위‘민주화시대의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셋째 단계는
2000년 이후 소위‘선진화시대의 민주주의’
이다. 각 각의 단계에 따라 지양하는 민
주주의 성격이 다르고 또한 과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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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3단계
2-1. 산업화시대의 민주주의
이 산업화시대의 민주주의운동의 시발은 1960년 2·28 대구학생의거에서, 환언하
면 2·28 대구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3월 8일 대전 3월 10일 수원 충
주, 3월 1일 부산과 청주, 3월 15일 마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19 혁명으로 이어
졌다. 그 이후 민주주의운동은 5·16 쿠테타로 등장한 산업화세력이 점차 反민주 독
재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형태로 이어진다. 이 반대와 저항에
는 야당과 학생 그리고 자유언론 등이 이에 앞장섰다. 이 산업화시대의 민주주의운동
의 특징은 민주화세력이 지향하는 목표가 소위‘부르조아 민주주의’
였다는 점이다.
운동가들의 다수는‘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를 이상으로 하면서 현실비판을 했다는 점
이다. 물론 당시에도 反체제의 운동-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
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이 당시 민주주의 운동의 주류는 아
니었다.
2-2. 민주화시대의 민주주의
민주화시대의 민주주의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군
사정부에 대한 殺身의 저항과 거부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민주화 시대의 민주운동이
이상형으로 지향하였던 민주주의는‘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가 아니었다. 당시 민주주
의운동의 이상은 소위‘民衆민주주의’
라고 불리우는‘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를이
상으로 하였다. 광주운동이후 군사정부의 탄압이 과거보다 더 격심하여 졌고 그에 대
한 저항의식도 더욱 격력하고 강고하여져서, 당시 지향하던 민주화의 목표 자체도 더
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과격하여졌다. 물론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혹은 지지를 보냈던 대다수의 시민들이 목표로 하였던 것은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는 아니고 오히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핵심주체
들의 목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였다. 그 중 일부는‘친북 주사파’
였고 다른 일부
는 순수‘국가사회주의자’
들이었다.
2-3. 선진화시대의 민주주의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이제는‘선
진화와 통일’
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운동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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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화시대의 민주주의 운동세력-은‘생각의 큰 혼란’
을 겪게 되었다. 우선 프
로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던 민주화운동의 핵심세력에게는 냉전이후 舊 사회
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북한의 체제실패의 증후를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사실상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래 지켜 왔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의 큰 혼란과
혼동이 있다.
반면에 막연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목표로 하였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생각의 혼
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화에 성공한 이후에도 이렇게 혼란스
럽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의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독재자만 없으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꽃을 피우고 국민
들의 정치생활은 자유롭고 정의로울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더 분열 갈등 대립은 증가
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일반시민들도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우
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과연 브르조아적 민주주의 즉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
라의 역사 문화 의식 등에 과연 맞는 바람직한 제도이고 모델인가에 대해 회의까지 하
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다수는 아직 왜 민주화에 성공한 이후에도 국민통합과 정
치안정은 안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그저 곤혹스러
워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막연히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민주주의 발전의 두 단계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든 두 단계를 통하여 발전한다. 하나는‘민주화의 단계’
이고
다른 하나는‘자유화의 단계’
이다. 민주화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지도자를 결정하
는 것,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자유화란 무엇인가 그렇게 뽑은 정부
가 국민의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하늘처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주화란 정부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정부구성의 원리’
이고 자유화란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정부를 어떻게 통제하여야 하는가 하는‘정부통제의 원리’
를 의미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자유화(자유주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민주
화(민주주의)가 왔다. 영국의 경우 자유화는 13세기 마그나 카르타 시기부터 시작된
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군주)의 恣意를 제한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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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역사 즉 자유주의의 역사가 오래 된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의 역사는 19세기 들어오면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군주)에 대한
제한내지 통제를 헌법을 통하여 확보하는 소위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 발전
한다. 그래서 헌법에 의한 개인자유의 보장이라는 입헌적 자유주의(constitutional
liberalism)로 발전한다. 한마디로 자유주의는 서구에서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어 오
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입헌주의로 제도화되면서 점차 성장 발전 정착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민주화 즉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교적 짧고 최근의 일이다. 19세
기 말 까지만 하여도 서구에서 민주화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고 대단히 위험한-앞에
서 지적하였듯이 쉽게 폭민화 하거나 우민화 할 위험이 큰-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민
주화가 서구에서 본격된 것은 사실은 20세기 들어 와서이다. 1820년대 미국의 유권
자는 전체 국민의 5%에 불과하였다. 여성 노예 영세민 등은 투표권한이 없었다. 한마
디로 당시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1920에도 미국의 유권자는 전체국민의 50%에 불
과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1920년 대 후반부터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서구의 경우‘先 자유화 後 민주화’
였다.‘先 자유주의 後 민주주의’
였다. 그래서 서
구의 경우에는 이미 13세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음으로
20세기 들어와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양자의 결함인‘자유민주주의’
가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민주화이전에 자유주의적 토양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라카 등 非서구권국가들
에서는 대부분 자유화의 역사나 전통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도로서 민주
화가 먼저 도입 된다. 역사적으로 소위‘先 민주화 後 자유화’
이다.‘先 민주주의 後
자유주의’
이다. 따라서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곧 자유민주주의로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다. 자유주의의 역사가 없고 전통이 약하기 때문이
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토양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이
후 비로소 자유화의 길-자유주의를 향한 투쟁-을 걷게 되고 이 자유화까지 성공하
여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다. 즉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그런데 민주화에 성공해도 자유화가 결코 저절로 가능한 것도 용이한 것도 아니다.
민주화에 성공하여도 자유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하고 非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시대가 열린다. 즉 국민이 뽑은 지도
자이고 정부이지만 국민의 자유화와 권리를 억압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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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민주주의의 3가지 장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일반적으로 3가지 어려움이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의 장애는 독재자(dictator)이다. 독재자가 장기집권을 노리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
부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권한을, 정부선택권 내지 정부구성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투쟁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독재자가 없어졌다고 하여 그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
다. 반드시 자유주의를 토착. 정착시키는 자유화의 단계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자유화 단계에서의 장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즉 선동가(agitator)의 등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급진적 다원주의(radical
pluralism)의 등장, 즉 급진파(radicals)의 등장이다. 자유화과정에서 이 두 가지-포
퓰리즘과 급진주의-까지를 극복하여야 우리는 자유화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
자유화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위험이 나타난다. 하나는‘감성적 다수’
가등
장하여 소수의 권익과 국가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
는‘조직적 소수’
가 등장하여 다수의 권익과 국가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위협하는 것
이다. 전자가‘포퓰리즘’
이고 후자가‘급진주의’
이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하여 다수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거나
정서를 자극하면서 국익을 버리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포풀리즘이 등장하면 국정운영이 감성적 다수에의 해 좌지우지 되어 법과 원
칙을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개개인의 특히 소수자의 헌법적 권리 등은 쉽게 무시
된다. 한마디로‘소크라테스의 죽음’
이 상징하는 집단적‘마녀사냥’
이 일어난다. 그
러면 자유화 내지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된다.
또한 급진주의는 조직적이고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위협하는 정치행태
이다. 급진주의가 성하면 소위‘떼 법’
이 등장하여 공권력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파
괴하여 종국적으로는 자유화 내지 자유민주주의를 실패하게 만든다.
이러한 포퓰리즘과 급진주의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내지 법치주의(rule of law)가
정착하고-특히 소수자의 권리보호가 중요-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개입이 최소화
되는 소위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화에 성공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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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퓰리즘과 급진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단순히‘자유민주주의’
를 정착하
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시장자본주의’자체도 실패의 방향으로 이
끌고 간다. 포퓰리즘과 급진주의는‘감성과 정서의 정치’
로 이끌지‘이성과 합리의
정치’
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운영에 실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과 급진주의가 등장하면 쉽게 이 이 둘이 결합하는 경향을 가
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결합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약탈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
정 집단 특정 지역을 위한 국가재정의 방만한 지출이 일어나고 이는 불가피 재정적자
와 국가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부채의 증가는 오늘날과 같은 초 세계화
시대에는-통화위기를 통하여-종국적으로는 국가부도를 결과하게 된다. 그러면 자
유민주주의 뿐 아니라 시장자본주의의 실패까지 몰고 오게 된다. 20세기 초 아르헨티
나에서의 포퓰리즘과 급진주의의 등장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로 그래서 그 결과로 국가실패로 즉 선진국 진입의 입구에서 후
진국으로의 추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록 민주화에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동시에
시장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선 자유화(자유주의의 정착)를 위한 각별한 제도적 정책
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독재자가 없어졌다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동가와 급진파도 순화되어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그리고 나아가
시장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어려
운 제도이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과 같은 제도이다. 그래서 사실 민주화에는 성공하지
만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에선 실패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다. 1975년 경에 세계에
서 민주주의국가는 약 30여개국 정도 였으나 2000년 현재 약 119개국으로 증가하
였다. 그러나 이중 약 50%만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약 50%
는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유화에는 실패하고 있는 非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독재자는 없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능하지도 않다. 그
러나 선동가와 급진파의 등장은 항상 가능하다. 민주화의 물결이 오히려 이들의 등장
에는 좋은 토양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여 포퓰리즘과 급진주의의 등장을 막고 입
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고, 이 땅에 명실 공히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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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선진화시대의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리더십의 개혁이고 둘째는 정치제
도의 개혁이고 셋째는 국민의식의 개혁이다.
첫째, 지도자의 정신과 윤리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리더십 개혁’
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문화전통의 하나인 민본주의를 부활시켜
야 한다. 民本主義란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修己하여 私慾을 억제
하고 先公後私할 수 있는, 환언하면 진정으로 爲民과 愛民을 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
을 가춘 후에나 治人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해방 후 서구적 문물을 받아드리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외면하고 무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을 잘못이었다. 서구적 민주주의의 제도만 받아드렸지 서구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함께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전통은 무시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있는데 민
주주의라는 제도를 뒷받침할 정신-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정신과 윤리-이 없게 되었
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도자의 정신, 윤
리, 도덕을 가춘 인재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민본주의가 전제되는 민주
주의여야-민본적 민주주의여야-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지도자
학(제왕학 군자학 혹은 선비학 등)’
과‘지도자교육’
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선동
적 정치가나 과격파 정치가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고‘민본적 민주적 리더십’
이 나올
수 있다.
둘째,‘권력투쟁형 정치’
에서‘국가경영형 정치’
로 바꾸는 정치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국가경영을 위한 비전과 정책경쟁없이 오로지 권력투쟁만을 위한 정치가 지배적이
되면 자연 포풀리즘과 급진주의의 등장이 용이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가 권력투쟁
형이 되는 데는 정당구조의 문제에 그 주요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절름발이 정
당이다. (1) 국민을 대표하고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대표정책기능’
은 없고 (2) 선
거에 참여하고 승리 후에 권력을 나누는‘선거권력기능’
만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선
거권력기능이 중심이니 자연 지역정당화가 되기 쉽고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위험
이 높다. 그러면서 정치는 私物化 되고 정당은 私黨化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정
치에서 국가비전과 국가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공학이 가장 중요하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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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든 중요 국가과제(통일문제, 세종시 문제 등등)를 선거용 권력투쟁으로 이용
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통합보다는 득표를 위한 끊임없는 국민분열, 분열, 편가르기에
앞장서게 된다.
정당을 (1) 비전과 정책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2) 진성당원을 가지는 환언하
면 국민적 기반을 가지는 정당으로 바꾸어야 한다. (3) 그리고 공천개혁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정당을 현재의 사당구조에서 공당구조로 바꾸는 시작
이 될 것이고 정당이 공당이 될 때 국가경영형 정치가 가능하다. 요컨대 정당제도 공
천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의 일부까지를 바꾸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국가비전과 정책을 중시하는 국가경영형정치가 나와야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당
기게 된다.
셋째, 국민의 정치의식을‘민주적 公民’
으로 바꾸는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전근대적인 연고와 지역주의, 그리고 단기적 집단 이익에 포
로가 되어 있는 한 포퓰리즘과 과격주의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私人으로서의 국민’
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서는 곤란하다. 이제는‘민주적 公民으로서의 국민’
이 나와야
한다. 민주적 공민이란 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기여를 중시하는 민주시민을 의
미한다.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적 천민이 많을 때 포퓰리즘과 과격주의의
등장이 용이해진다. 반면에 공동체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하는 공민이 많을 때서구적으로 이야기하면‘共和主義的 倫理를 가지는 공민’
이 많을 때, 혹은 동양적으
로 이야기하면‘天下意識을 가지는 백성’
들이 많을 때-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
이 용이하여 진다.
이상의 3가지 방향으로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
는 것이 선진화시대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民本的
民主主義(지도자윤리)와 公民的 民主主義(국민윤리)를 理想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
야‘한국식 자유민주주의’
가 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6

맺는 말
산업화시대 민주주의운동의 효시가 1960년 2·28 대구학생의거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운동의 대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대한민국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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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
의 꿈 내지 염원이 시작된 것도 바로 대구이다.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
동이 시작되었다. 그 때 대구의 한 여성단체가 그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면서 낸 선언
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나라의 빚을 갚아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민이 되어 언제가는 우리나라도‘세계의 上等국가’
가 되기를 희
망하노라
“ 하면서 그 선언문은 끝을 맺고 있다. 1907년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상등
국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꿈꾸었던 선진국에의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문턱에서 우리는 지금 10여 년간 헤매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
라의 정치가‘독재자’
,‘선동가’
,‘과격파’
들을 잠재우고 명실 공히 자유민주주의를
아직도 이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여서이다. 민본주의가 없는 민주주의, 민
주적 공민이 없는 민주주의는 모두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이 문제를 극복하여‘민본
적 민주주의’
,‘공민적 민주주의’
를 통하여 이 땅에‘한국식 자유민주주의’
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선진화시대 우리 민주주의 운동이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역
사적 大義이다.
환언하면 민주화이후 자유화까지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선진화시대 민주주의운
동’
의 과제이다. 대구의 2·28 정신이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쉬운 포퓰리즘과 과격주
의를 극복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 선진화시대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번 더 새로운 역사창조에 프로티어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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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정신과 정치의 선진화

노 동 일
경북대학교 총장

Ⅰ. 서 론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의 혼을 일깨운
자극제라는 가치도 챙기지 못했다. 돌이

2·28민주운동 50주년을 맞는 감회

켜 생각하면 가난이 재산의 전부였던

가 벅차다. 오랜 세월 진흙 속에 묻혀서

시대, 정쟁이 일상화되어 부정부패가 다

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2·28

반사로 이루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고등

민주운동도 시대의 장막을 뚫고 그 지

학생들의 목숨을 건 행동은 진정한 의

고지순한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미에서 혁명이었다.

세월 동안 개발독재와 무관심 속에 잊

실로 2·28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혀진 2·28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조금

관점에서 보면 노예해방전쟁을 종결하

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고 행한 아브라함 링컨 미국대통령의 게

2·28은‘대구의 사건’
,‘학생데모’등

티즈버그 연설에 비견될 수 있다. 당시

보편적인 사회갈등 양태의 하나로 폄하

링컨 대통령은 비록 272단어로 구성된

되어 왔다.‘한국 민주주의 운동’
의 상

3분간의 짧은 연설을 했지만‘국민의,

징이자 시발점이라는 의의는 차치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라는 언

3·15의거와 4·19혁명을 선도한 대한

명으로 미국 민주의의의 새로운 비전을

민국 민주운동의 발화점이라는 역사적

제시하고 미국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

의미도, 식민지청산 이후 가치아노미적

로잡았다. 2·28 역시 이와 같다.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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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함축적인 민주운동이었지만 그

Ⅱ. 2·28의 역사적 의미

의미와 파장은 일파만파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뒤흔든 기폭제가
되었다.

1960년의 2·28은 정부 수립 이후‘첫
번째 민주운동’
으로 인정되고 있는 4·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49년이라는 긴

19의 시작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4·19

세월동안 수모를 견딘 2·28이 민주화운

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대한

동으로 공식 규정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민국 헌법(1987) 전문에 그 정신의 계승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0년‘2·28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4·19를 이끈 2·

기념사업회’
가 발족된 이후 현재까지 기

28은 당연히‘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념탑건립·이전, 2·28민주포럼 개최, 횃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불지 발간, 2·28기념 중앙공원 조성, 2·
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시조례 제정, 글

1. 이승만의 독재와 정치적 실패

짓기 공모 등의 일련의 관련 사업들을 지

2·28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승만 정

속적으로 추진해온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시기의 정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승만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집권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2010년 올해는 2·28민주운동 50주년

승만은 심각한 정치적 패배를 겪지만

을 맞는 해이다. 이제 남은 우리의 책무는

6·25전쟁의 발발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

2·28을 체화(體化)하는 것이다. 2·28

다. 6·25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

이 가진 민주정신을 내면화시키고 한국

군에 대한 성공적인 반격과 체제유지 때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그 정신들을 운용

문에 이승만의 개인적 지지도가 상승했

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노

다. 또 다른 호조건도 만들어졌다. 극심

력을 가일층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

한 대외위협의 상황 하에서 이승만은 원

영역에서는 2·28의 민주정신과 민주적

활한 공공재 공급능력을 보여주었고, 특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화해야할 것이고,

히 당시 시행한 토지개혁사업으로 농민

현실 정치에서는 2·28이 함의한 가치를

들의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었다.

운용하여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꾀하는데

국내 정치적 환경요인 역시 이승만의 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술과 문학영역에

만과 독주를 부추겼다. 이승만에 대한 정

서는 이를 표현하고 함께 느끼고 공감하

치적 지지의 상승으로 야당의 분열이 촉

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할 것이고, 교

발된 것이다. 이론상으로 설명하면 협력

육영역에서는 이를 자라는 후손들에게

게임을 펼치지 못하는 야당 사이에는 정

알리고 계승시켜야 할 것이다.

치경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초기 자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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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의

2. 2·28의 발발과 의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2월 28일 장

덕분에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이후

면 민주당 부통령후보의 대구유세가 예정

야당의 공세적 도전에서 비교적 자유로

되었다. 장면의 대구유세는 4년 전 선거

울 수 있었고,‘반공’
이라는 헤게모니적

에서 장면을 당선시키게 만든 무대라는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여 국가공권력을

점에서 의미가 컸다. 따라서 자유당은 당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선거부정에

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유세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차단

에 학생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학교당국

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승만은

에 지시하여 일부 학교의 학생들을 강제

1952년 대통령선거, 1954년 제3대 총

로 등교시켰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결

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중임

의문을 작성하는 등 학원탄압에 대해 항

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 헌법 개정을

의하였고, 결국 1960년 2월 28일 아침 경

통해 독재 권력을 더욱 확대했다. 당내의

북고등학교를 비롯한 약 7백여 명의 학생

민주화도 퇴보시켰다. 예를 들어 자유당

들이‘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
를 주장하

창당의 일등공신인 이범석이 부통령후

면서 도청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게 되

보에 입후보하자 자유당과 관계없는 무

었다. 이것이 2·28이 시말(始末)이다. 그

소속 후보를 당선시켜 이범석이라는 정

날 학생들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

치적 경쟁자를 제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고 별다른 충돌이 없이 경찰력에 의해 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자유당은 1956년

압되었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권력에게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

직접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점에서 그것도

게 되고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주체가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받은

서 개헌선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1960

충격은 컸다. 결과적으로 2월 28일에 벌

년 선거가 임박했을 때 조병옥 민주당 대

어진 단순한 학생데모가 시민의 지지를

통령후보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행운으

유발하고 4·19혁명을 촉발시켜 4·26대

로 작용하여 대통령 선거전에서 독주할

통령 하야를 이끌어 내게 만든 것이다. 분

수는 있었지만 이승만은 이미 팔순을 넘

명한 것은 2·28이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

긴 고령이었고, 4년간의 재임기간을 지

한 통일운동이나 외세에 대항하여 민족적

속할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

자존을 지키려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이

다. 때문에 집권연장을 노리는 자유당으

승만 정권의 장기독재에 저항한‘민주운

로서는 부통령 입후보자인 이기붕의 당

동’
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2·28은 일

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반적인 정치 갈등현상과는 다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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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민주주의 행위가치를 지니기 때

여성차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

문이다. 그런 점에서 2·28은 대중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은 이상

(mass)주도 정치실험의 첫 성공사례이

적인 정치모델을 전문지식을 가진 소수

며,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규칙의 초기모

의 현인(賢人)들에 의한 정치라고 주장

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하였다.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는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

Ⅲ. 2·28의 민주주의 정신

서 변화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뉘앙스
혹은‘선험적 선(善)’
의 차원에서 이해되

1. 2·28의 기본정신

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가 민주화

둘러싼 제 논쟁들을 보면 이론적 합의가

(democratization)된다는 것은‘정치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역을 포함한 사회영역 전반에 민주주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2,400여 년

가 확대되고 축적된다’
는 의미이다. 그런

전 고대 그리스의 정치제도에서 기인한 개

점에서 2·28은 4·19의 기폭제였다는

념으로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최초로

점에서 한국 민주화의 시발점이었고, 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로도투스의

고 권력이었던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

저술을 보면 왕정이나 과두제와 대조되는

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함

데모스(demos)의 명령 하에 있는 혹은 다

의하고 있다.

수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체제라고 정의하

민주주의는 상당한 역사시간을 거쳐 지

고 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 첫째, 법 앞에

금과 같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

서의 평등 둘째, 시민들의 토론정신 셋째,

다. 민주주의 본향인 그리스에서도 민주

정치지도자에 대한 견제원칙 등을 제시하

주의를 무지한 대중에 의한 통치라 하여

고 있다. 헤로도투스가 제시한 민주주의

‘무질서를 초래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

원칙을 적용하여 2·28 당시의 정황들을

리는 폭민정치(暴民政治, mobocracy)’

분석하면 2·28은 잘못된 선거에 대한 항

로 귀결될 뿐이라고 비판받았다. 민주주

거라는 점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 학생들

의의 창시자, 아버지라 불리는 당시의 대

이 토론을 거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표적인 사상가였던 플라톤(Platon)과 아

에서 토론정신, 최고 권력자를 하야시켰다

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역시 지금의

는 점에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견제원칙을

민주주의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

충족한다. 따라서 헤로도투스의 고전적 민

다. 그들은‘안티테제’
였던 노예제도나

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2·28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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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고 축척시켰다는 점에서‘민주

이라는 특정 계층으로 한정지은 것이기

화운동’
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 하다. 그러나 후자의 단언은 오류이다.

2·28의 민주정신에 대한 평가는 현대 민

만약 2·28을 학생만이 주도가 된 집단행

주주의적 개념을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

동으로 정의하여 행위주체를 학생으로

다. 일반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현대 민주

한정시킨다면 4·19혁명의 촉발로 이어

주의 원칙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2·28은 실

참여, 대의체제, 법의 지배, 다수결에 기초

제‘학생’
만이 주도가 된 운동이 아니라

한 선거제도, 일정한 정도의 평등, 일정한

민중 전체가 주체였던 운동이다. 상기 민

정도의 자유, 교육 등이다.

주주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

어원적으로 민주주의(democracy)는

를 국민(the people)에 의한 정치라고 한

국민(people)을 의미하는‘데모스’

다면 2·28의 주체인 학생은 분명 국민의

(demos)와 지배(rule)를 의미하는‘크라

범주에 포함된다.

토스’
(kratos)의 합성어이기 때문에‘국

민주주의의 개념에 포함된 국민의 개념

민에 의한 지배’
(rule by the people)로

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대 그리스

정의된다. 민주주의의‘교과서’
라고 알고

의 경우‘민중’
(demos)은 가난한 이들을

있는‘링컨(Abraham Lincoln) 공식’
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민

‘국민의’
(of the people),‘국민에 의한’

주주의는 가난한 이들이 지배하는 통치를

(by the people),‘국민을 위한’
(for the

의미하게 된다. 즉 국민은 프롤레타리아

people)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트와 동일시되는 셈이고 민주주의는 프롤

민주주의는 국민이 행위의 주체인 동시

레타리아트에 의한 지배를 지칭하게 된

에 객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

다. 둘째, 지배 엘리트와 구별되는‘피지

생(mass)들이 주체였고, 수단이었고, 목

배 대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로크

적이었던 2·28은 링컨의 공식을 충족하

(John Locke)가 언급한‘전제적인 정부

게 되는 것이다.

는 국민과 적대적인 상황에 처한다’
는주
장에서처럼 국민은 지배 엘리트와 구별되

2. 2·28의 주체

는 피지배 대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최근까지 2·28은‘학생의거’
로 규정

된다. 셋째,‘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는’성

되어왔다. 이는 한편으로 행위주체인 학

숙한 시민의식을 가진‘교양 있는 시민’

생을 일반민중(people)로 해석하여 권력

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국민에 의한 자치

집단(power eli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self-rule)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학생’

이들 세 가지‘국민’
에 대한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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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28의 주체였던 당시의 고등학

민지 교육 대신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의

생은 마지막 개념인‘성숙한 시민의식을

사상과 이념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당시

가진 교양 있는 시민’
에 해당하는 국민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the peopl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 사회정의,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새

2·28 당시 실질적인 동력원으로‘학생’

로운 목표를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행동주체가 된 것은‘교육기회의 확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당시의

와 학생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의 성장’
이

교육은 단순히‘양적 팽창’
의 수준이 아

라는 환경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국

니라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가진‘근대

사회는 195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로 인

적 청년세대’
를 양성한 것으로 판단된

해 교육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해방시기와

다. 따라서 공산주의적 독재를 포함한

1960년의 교육현황 비교를 보면 그 실상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외압도 배격되어

이 잘 드러난다. 1960년의 인구조사를 보

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이것

면, 1944년에 22,064명이던 대학졸업자

이 당시 고등학생들을 1960년 2·28의

의 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284,417명에

주체로서의 충분조건을 갖추게 만들었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중·고등학교 졸업

을 것이다.

자의 수는 1944년 199,642명에서 1960

또 하나‘대구지역의 학생’
이라는 주

년에는 1,876,833명으로, 초등학교 졸업

체의 특수성은 영남유림의 선비정신의

자 수는 1,637,042명에서 5,542,265명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

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맹자

2·28의 본향인 대구는 전통적으로 교육

의 수도 1944년 19,642,795명에서 1960

열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년 1,833,14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학

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폭발적으로 증

교의 수도 해방 당시 2,835개교였던 국민

가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학교와 학생

학교가 1960년에는 4,496개교로 대폭 증

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

가하였고, 중등학교의 경우도 165개교에

와 같은 대구의 지역배경은 학생들의 양

서 1,711개교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적 증가와 함께, 그들의 민주적 의식수준

고등학교의 경우는 19개교에서 84개교로

을 확산시키는‘시너지 효과’
를 가져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던 것이다. 이 때문에 2·28의 주체가 학

이상의 통계를 근거로 당시의 교육상

생이 될 수 있었고, 초기 주체가 학생이

황을 추정하면 해방과 더불어 일제하에

었기 때문에 학부모와 일반시민이 주체

억압되었던 교육열이 폭발한 것으로 보

가 되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체로 참

인다. 교육내용적 측면에서도 일제의 식

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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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8의 목적

족국가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고

2·28의 목적을 검토하는 것은 2·28

갈된 상황이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가지는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하면서 미국 등 강

한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2·28은 특정

대국의‘동아시아 반공군사기지’
의 역할

정치세력이나 사회단체를 위한 정치적

을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남한사회는

행위가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대해 항거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하여 정의를 세우고자 한 운동이었고, 정

넘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응

치지도자에 대한 민중의 견제행위였다.

하는 자본주의체제의 하부구조로 편입하

다시 말하면 2·28의 목적은‘일반 민주

게 된 것이다.

주의 추구’
라고 정리할 수 있다.‘일반 민

따라서 2·28 무렵의 한국사회는 반공,

주주의’
는 특정 계급의 독점적 소유가 아

미국식 자본주의의, 그리고 군사부문의

니라‘민주적 제 권리’혹은‘인류 보편

과대성장이라는 성격들을 가질 수밖에

적 유산’
으로 규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정치는 전쟁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와

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

장치라는 의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법

여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킨 이승만정부

적·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
로 이해할

의 독주와 종신집권을 위해 반공독재를

수도 있는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

강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결집할 수 있는 최

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사사오입 개

소한의 기본적인 형식과 제도를 의미한

헌’
이다. 1954년 9월‘초대 대통령에 한

다. 예를 들자면, 보통선거제와 집회결사,

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
는 조항을 담

언론과 사상의 자유 확립 등이 그것이다.

은 세 번째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

2·28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일반 민

만 부결된다. 그러자 자유당은‘사사오

주주의’
에 대한 지향이다. 당시의 상황들

입’
이라는 억지논리로 어처구니없는 일

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다. 해방 이후

을 가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950년대의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질

한국사회는 구조적 불평등문제를 제기하

서재편과 새로운 국가형성 및 민족통일

거나 일반 민주주의적 요구를 넘어선‘실

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

질적 민주주의의, 혹은 내실화’
를 주장할

된 시기였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사회적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럴 여

한 상호간 적대적인 분단체제가 최종적

력도 없었다.

으로 완성·정착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

2·28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통계를

서는 한국전쟁을 치르느라 자주적인 민

보면 사회세력의 정치적 역량이 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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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28이 당

의 참여과정을 보면 관제 동원이 아니라

시 노동운동 등 사회단체들과 전혀 연계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

수 있다. 진행과정 역시 인구가 밀집했던

다. 당시 대량감원문제와 봉급지불문제,

중앙통을 거쳐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자

단위노조의 결성을 둘러싸고 다수의 노

유당경북도당사, 경북지사관사 등을 돌

동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단

며 평화적인 시위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위 사업장 내부의 문제로 진행되고 해결

기록되어 있다. 당시 2·28 당일이 일요

되었다. 즉 당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는 등교

노동문제가 2·28과 같은 사회문제로 전

를 강요했고, 또 일부학교는 단체영화 관

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람이나 토끼사냥을 간다는 핑계로 등교

시대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2·

를 종용했다. 그러나 자유당의 의도를 간

28은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

파한 학생들은 스스로 모여 토론회를 가

단체들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지고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는

‘민주주의’
에 대한 갈망이고 지향이었던

집회를 개최하고 궐기했다. 결국 야당도

것으로 판단된다.

함부로 나서지 못했고 어른들도 말하지

정리해 보면 외세에 의한 해방과 비정

못했던 당시의 공포정국을 학생들이 처

상적인 분단, 이로 인해 동족 간 전쟁까지

음으로 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건국 이

치른 1950년대는 소위 민주주의의 황무

후 관제데모만 보아왔고 관제데모에만

지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지배층이 명목

동원되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최초의

상으로 내세운 민주주의는 실제 그 기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조차 마련되지 못했으며, 성장 또한 끊임

이다. 2·28은 실제‘일요일 등교 거부’

없이 유보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와“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 민주주의를

당시 한국 민주주의가 설정했던 과제는

살리고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권력을 배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를 포함

제하라”
(경북고등학교),“학원을 정치도

하는 일반 민주주의 과제였던 것이다.

구화하지 말라”
(대구고등학교),“학원의

2·28의 목적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될

자유를 달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는 구호와 가두행진이 전부였
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의 참여를 종용

4. 2·28의 실천방법

하고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28의 민주정신과 관련하여 또 하나

3·15마산의거, 4·19 대학생시위, 4·26

의 중요성은 그 실천 방법에 있다. 2·28

대통령하야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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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이 궁극적으로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앗이다. 우리의 2·28도 이와 같아야 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법에

다. 2·28에 함의된 민주주의 정신을 씨

있어 평화, 수단에 있어 평화, 목적에 있

앗삼아 한국정치를 선진화하는데 주력

어 평화를 지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2·

해야 한다.

28은 간디의 솔선수범, 유관순의 선례와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비견될 수 있는‘평화혁명’
으로 명명되

만드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부정부패

어야 마땅하다.

와 같은 민주주의 해악요소들을 제거하
고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를 완비하

Ⅳ. 2·28의 현대적 함의와
정치 선진화

여야 한다. 둘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 모든 구성원들
과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예

민주주의 정신이 위대한 것은 민주주

로부터 정치는‘언로(言路)를 터는 것’

의 씨앗이 가진 생명력과 힘 때문이다.

이라고 했다.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소

지난 2009년 12월은 아브라함 링컨 전

통의 경로가 갖추어지고 그 경로가 원활

미국 대통령 탄생 200주년을 맞아 미 전

하게 작동해야 투입과 정책전환, 피드백

역에서 추모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feed back)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피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뿌린

드백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부정부

민주주의의 씨앗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패와 게으름이 없어지고, 부정부패와 게

미국을 구해내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으름이 없어져야 국민생활이 윤택하고

도 강대국 미국호의 방향타가 될 것이기

안락해진다. 셋째, 섬김의 정치를 실현해

때문이다. 링컨 시대에 미국 민주의의

야 한다. 정치는 자고로 국민에 대한 철

씨앗은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미국을

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만들었고, 노예해

간혹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진 엘리트와

방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했

관료들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관계를 망

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각하고 실제 주인을 핍박하는 경우가 종

링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링컨이

종 있다. 이는 정치 선진화에 있어 가장

뿌린 씨앗이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미국

큰 걸림돌인 권위주의로 발현될 가능성

정신의 상징인 영웅 오바마를 만들어 내

이 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을 떠나서는

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다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른 링컨과 또 다른 오바마를 만들어낼

이것이 바로 정치 선진화를 위한 첩경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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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정신과
사회의 선진화

김 호 기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학

Ⅰ. 문제 제기
이 발표는 2·28 대구민주시민운동이 갖는 의의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
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보는 데 있음.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
-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의에 대한 검토
-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
- 사회의 선진화로서의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

Ⅱ. 2·28 민주정신의 의의
2·28 대구민주운동과 4월 혁명
- 1960년 대구에서 시작된 2·28 대구민주운동(이하 2·28 운동)은 그 해 4월 혁
명의 선구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4월 혁명은 2·28 운동에서 시작해 3·15 부정선거를 거쳐 4·19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음. 더욱이 2·28 운동에서 표출된 일련의 정신
은 4·19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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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혁명 50주년을 맞이한 지금, 2·28 운동이 갖는 역사적, 현재적 의미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대한 학문적, 실천적 과제임.
2·28 운동은 우발적인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 주체가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
회운동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김태일,“4월 혁명의 출발 : 2·28 대구민주
운동의 정치사적 의의,”2002).
2·28 운동은 단지 2월 28일을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4월 혁명의 선구자였다는 점에 주목해 4월 혁명 기간 중에도 2·28 운동은 지속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2·28 운동에 담긴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학원민주화로 시작된 권위주의 거부와 민주주의 성취
2) 민족주의의 열망으로 표출된 자주와 통일국가의 건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과 연관해
매우 중대한 과제를 이루어 왔음.
- 민주주의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
시대로 구체화되었다면, 민족주의의 경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 평화공존
의 모색으로 가시화되어 왔음.
- 하지만 또 다른 시대적 조건의 구속을 받고 있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화의
충격과 진전이라 할 수 있음.

Ⅲ. 길 잃은 한국사회
1. 민주화 사이에서 길 잃은 한국 사회
□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세계화와 한국의 시간
- 우리 사회의 경우 서구사회를 따라잡는 압축발전의 과정에서 건국 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등의 역사적 국면들이 빠르게 교체되어 왔음.
- 지난 2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개의 시간이 진행되어 왔음. 1987년‘민주화
의 시간’
과 1997년‘세계화의 시간’
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87년 체제’
의 명암
87년 체제의 성취:‘예외국가’
에서‘정상국가’
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산업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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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 민주화 세력’
의 대결구도로 표출되었으며, 1987년 이후‘국가 대 시민사
회’
의 단일구도는‘국가와 시민사회’
의 복합 대결구도로 변화됨.
- 군부개입 가능성 차단, 수평적 정권교체, 권력기관의 민주화 등 절차적 정치민주
화라는 성과를 달성함.
87년 체제의 한계 :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지체
- 정치적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화의 공고화가 요원해지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경제·사회적 민주화 과정은 지지부진
한 상태임.
-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균열이 다원화되고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 억압
되어 온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 세계화의 충격과‘97년 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1987년보다는 1997년이 더 중요한 전환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음.
- 체제(regime)란 포괄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조응 관계를 의미하며, 특히 물적 기반
으로서의 생산/축적체제가 중요함. 이런 맥락에서 87년 체제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지만 정치사회적 과정인 민주화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체제에 주목해 볼 때, 97년 체제가 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됨. 1997년 경제위
기 이후 한국경제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의 전
환이 이루어졌음.
세계사회
경제
정치
시민사회
문화

61년 체제
냉전
발전국가
권위주의
무정형의 시민사회
공동체주의

97년 체제
탈냉전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조직화된 시민사회
개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김영삼 정부의 시장개방과 세계화 전략에서 어느 정도 가
시화되어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가속화되었음.
- IMF가 처방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국제 금융자본의 영향력 증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양극
화 심화 등 새로운 문제들을 초래했음.
-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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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연성 복지국가적 사회정책을 결합
한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모두 신자유주의
기조를 강화해 왔음.
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국민의 삶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은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이 아님.
미래 전망의 불투명함과 불확실성의 공포가 존재론적 불안의 근원으로서 대중의
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
- 개인적 수준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
는 바 큼. 실업과 신빈곤의 문제는 과거 주변부에서 발생하던 데서 이제는 중간집
단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어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사회/경제적 양
극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함.
- 이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 기반과 불확실한 삶의 경로가 나타나고 있음. 이제 표
준화된 생활유형을 갖는 개인 생애주기의 정형화된 모델을 말하기가 어려워짐.
즉 정규적 교육과정,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 노동윤리, 안정된 결혼 및 가족관
계, 연금 및 가족 부양에 기초한 노후생활 등 산업사회의 전형적 경로가 무너지
고 있음.
- 세계화로의 전환은 타율적인 변화를 강제하고 있음. 20대가 청년실업, 경쟁력 강
화 등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면, 30~40대는 고용불안, 자녀 사교육비, 노후생활 등
을 걱정하며 보내고 있음. 50~60대는 사회변화의 빠른 속도에 소외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미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
-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강자들은 전지구를 무대로 삶의 여유를 가질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삶 전체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해야 하는 상황임. 일상화된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자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증가, 변화에 대한 적
응 압박 등은 시민사회 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
3. 시민사회의 변화
보수 세력의 능동화
- 2004년 가을 이후 이른바‘뉴라이트’
의 등장으로 보수 세력이 능동화되어 왔음.
- 뉴라이트네트워크,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재단 등은 이념상 다소 차이가 존
재하지만 보수 이념의 재정립을 통해 시민사회에서의 세력 확산을 모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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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들이 존재해 왔음. 한편에서는‘올드라
이트’
와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헤
게모니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자의 성격이 강화되
어 온 것으로 보임.
진보적 NGO의 변화
- 그 동안 시민사회를 주도해 온 진보적 NGO의 위상 변화도 관찰되고 있음. 변화
의 원인으로는, 내적으로 새로운 어젠더 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
로 시민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열이 강화됨으로써 지지 기반이 협소
해진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진전은 개별 이슈에 대한 NGO의 더욱 전문적인 대
응을 요구함. 예컨대, 국제 금융자본,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진보적 NGO는 어떤
대안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인가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주창 활동(advocacy) NGO의 역할 재조정과 서비스 제공
(service-delivery) NGO의 역할 강화를 예상할 수 있음.
사회운동의 변화
-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더불어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민중운동의
역할이 중요했음.
-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음. 그 원인은 세계화가 가져오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유연성 제고 요구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는 데 있음.
-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포함해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시민문화의 빈곤
- 시민문화적 차원에서 경쟁사회적 경향이 강화되는 것도 주목해야 함. 과거에는
국가에 의한‘시민사회의 식민화’
가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시장에 의한‘시민사
회의 식민화’
가 문제임.
- 양극화 심화에 따른‘두 국민 사회’
가 강화되면서 시민문화 전체가 대단히 황량
해져 왔음. 이른바 대박주의, 영웅주의의 등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통합, 새로운 집합의식이 요구됨. 여기에 특히
공론장은 시대적 과제로서 사회통합 제고에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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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안적 발전 모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적 사회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 지속가능한 세계화
- 능동적 국가
- 사회협약
- 거버넌스 구축
1. 지속가능한 세계화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대외적, 대내적 조건들
을 검토해야 함.
- 대외적 조건
① 세계화의 충격: 외환위기, 지구적으로 두드러지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구조
②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이 갈수록 중요해짐.
③ 이중의 위기: 일본과의 격차와 중국·인도의 추격
- 대내적 조건
① 고용 없는 성장 : 일자리를 동반한 성장 전략이 요청됨.
② 개방에 따른 사회갈등 : 한미 FTA 사례. 대외개방과 대내복지의 선순환을 마
련하는 것이 과제
③ 남북관계의 변화
지속가능한 세계화(sustainable globalization)
- 대내외적 조건에 적극 대응하려는 새 발전모델.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대내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접목시키는 모델을 말함.
- 지속가능성이란 생태학적 의미보다는 자본과 노동,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기
성세대와 신세대의 공존을 포괄하는 의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성취하
려는‘사회통합적 세계화’
를 모색함.
- 요컨대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면 능동적 개방을 모색
하되, 대외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복지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
해야 함. 현재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지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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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신자유주의 세계화
선진국가로의 진입

지속가능한 세계화
낙오자 없는 세계화

핵심 전략

개방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개방과 개혁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초점
경제정책

경쟁력 강화
탈규제, 친기업 환경, 혁신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동반성장, 지식기반경제, 고용창출

복지정책

선성장 후분배
잔여적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사회투자 국가

외교안보정책
정부 역할
시민사회
사회적 결과

강고한 안보체제, 동맹외교
작은 정부
이기적 시민사회
사회양국화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협력체제
능동적 정부
성찰적 공동체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다시 세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① 이중의 선순환
- 우리의 인구 및 경제 규모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강소국(强小國)보다
오히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강중국(强中國)에 가까움.
- 강중국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해외시장과 내수시장
또한 동시에 겨냥해야 함.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넘어서 대외개방의 이익을 대내복지의 투자로 선순환시
켜야 하는 과제.
② 일자리 창출의 성장
- 세계화와 정보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하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는 일차적 수단은 성장에 있음.
- 우리 사회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소재부품산업, 사
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여성·청년·노인 친화적 일자리를 적극적으
로 창출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올려야 함.
- 외주용역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 정도까지 줄여야 함.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 2~3개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강소국 모델로는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힘듦.
-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혁
신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강중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에게는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한 부분적인 규제완화, 중소기업에게는 연
구개발(R&D)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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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동적 국가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국가에 새로운 변화를 요청함
- 국가 중심의 명령식 모델은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님.
-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그 약점으로서의 시장의 자기파괴적 경향.
- 문제는 시장의 자기 파괴적 속성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이 불가피하지만, 과연 어떤 수준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에 놓여 있음.
능동적 국가
- 시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되 그 부정적 속성을 제어하는 것이 시
장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핵심 관건이라면, 시장을 민주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도.
- 능동적 국가는 국가의 민주적 감독과 균형의 역할을 지칭하는 개념.
능동적 국가의 목표와 국가의 개혁
- 능동적 국가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 원칙과 사회에서의 형평 원칙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
- 이를 위해 개입의 주체로서 국가 내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중심 발전
전략의 약점이 되어 온 국가기구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
선해야 함.
능동적 국가의 과제 : 사회적 형평의 제고
-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
관련을 맺을 때 고도화가 가능. 중산층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핵심적 주체임.
외환위기 이후 가시화된 중산층의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함.
3. 사회협약
최근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진단할 때, 신자유주의적이든 반신자유주의적이든 어
떤 개혁 의제도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적 조건임.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사회협약은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실현하
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음.
사회협약을 위한 네 가지 조건
- 주요 협약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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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의 대표성 제고
-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
- 협약 참가자들의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한국식 사회협약’
의 모색
-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들을 보더라도 정형화된 사회적 타협 모델은 없음. 각 나
라들은 나름대로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
- 사회협약이 서로 다른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 한, 긴장과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하
나 어느 한 집단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임.
4. 거버넌스 구축
민주화 시대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 중 하나는 사회갈등의 증대. 어느 사회이건 이익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치에
서 벗어나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중시되어야 한다
는 점.
거버넌스는 일방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조직간 자발적 네트워크로서의 상호의존성
을 강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네 가지 과제
-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기구에의 실질적 권한 부여
- 사회적 합의형성제도 마련
- 시민사회의 대표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Ⅴ. 결 론
최근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발전을 탐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그것은 다름 아닌 2·28운동에 표출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21세기적 조건에 걸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대안적 사회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세계화, 능동적 국가, 사
회협약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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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정신과 청년문화의 선진화

홍 덕 률
대구대학교 총장

1. 2·28 정신의 요체
1) 민주주의에의 의지
2) 사회적 불의에의 항거
3) 청년의 사회적 책임의식
2. 오늘날 청년문화의 진단
1) 개인주의
2) 실용주의, 현실순응주의
3) 사회적 책임의식의 해체
3. 오늘날 청년문화 형성의 역사적 배경
1) IMF 외환위기와 청년문화
* 한국전쟁 후 최대의 국가위기와 그로 인한 광범위한 개인 삶의 파괴
* 개인 삶의 파괴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및 사회적 무방비 - <국가위기에 대한 개인
적(가정적) 대응체제>의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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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없는 성장체제와 청년문화
* 심각한 경제위기 외에 고용없는 성장체제로의 전환
* 심각한 청년실업난 - 취업경쟁의 격화, 88만원 세대 현상 - 개인주의와 현실주
의의 심화
3) 민주화 세례와 청년문화
* 민주화(권위주의의 해체) 시기 이후에 성장 -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
임과 의무보다는, 민주주의를 자유분방, 개인주의로 인식
4) 정보화와 청년문화
*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디지털혁명(온라인학습) - 개인주의화
* 아동기 또래집단의 해체 - 공동체 규범 훈련의 약화
5) 저출산-핵가족 문화의 정착과‘왕자병-공주병’문화
* 자녀 1~2인 시대의 정착
* 적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 자기중심주의의 과잉
6) 감성사회로의 진입과 청년
* 컬러 TV 시대(1980년대 이후)
* 자본주의의 성숙 --> 물질적 풍요, 범람하는 광고, 쾌락추구 문화
7) 입시교육-취업교육의 범람
* 역사교육-민주주의교육-인성교육의 후퇴
* 무능한 전문가, 역사의식 없는 지식인, 책임의식 없는 청년 양산
4. 청년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
1) 역사교육의 필요성
* 계승되어야 할 자랑스런 역사에 대한 저평가 및 왜곡이 오늘날 청년문화의 피폐화
초래
*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2·28을 역사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48 _ 2010 2·28의

| 2·28민주정신과 청년문화의 선진화 |

시민적 자부심 및 시민적 덕성의 표본으로 삼는 결단 필요
* 2·28기념사업회-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2·28정신 계승교육을 시행할 필요
2) 공동체의식 교육, 사회적 책임의식 교육의 필요성
* 팀워크 훈련, 리더십 훈련
* 사회봉사 교육
3)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중·고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필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민주시민의식 교육 도입 필요
4) 국가의 책무성 및 사회적 연대 강화 필요
*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 구축 필요
* 청년실업 및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요
*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유지 필요
5. 특히 대학의 역할이 중요
1) 인문학적 소양 교육
2) 사회봉사의 생활화
3) 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4) 시교육청-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년문화 및 청년의식 선진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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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영남일보, 수요칼럼, 2010. 2. 3.

대구를‘청년이 행복한 도시’
로
홍 덕 률
대구대학교 총장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필자는 석달 전쯤 총장에 취임하면서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
이 의외로 학생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학생은 등록금 내고 수업받으
면 그만이라는 교수 중심의 낡은 대학관, 행정 중심의 권위주의적 교육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표현이기도 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인품과 지식과 창의력 등 모든
면에서 학생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는 성찰의 선언이기도 했다. 학생이 청년
특유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자신과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대학 경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대학관의 천명
이기도 했다.
필자가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대학관은, 한 지식인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해
갖게 된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것이다. 바로 대구를‘청년이 행복한 도시’
로 만들자는 것
이다. 대구가 좀더 젊어지지 않으면, 대구의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과 거리풍경이 청년 친
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
라는 문제의식이다.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는 지나치게 노쇠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지적되는
우리 지역의 폐쇄성, 보수성, 연고주의, 권위주의 등도 본질적으로 청년과는 어울리지 않
는 문화다. 밖의 청년을 불러들이기는커녕 우리의 자녀들이 대구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
인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머물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문화가 노쇠해진 것일 수도 있지
만, 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방식과 문화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청년이
머물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와 기업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문화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꿔 내지 못하면, 청년의 패기와 열정과 상상력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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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래형의 첨단기업들은 대구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함께 발상을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
이다. 예컨대,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좋은 학생 못지않게 상상력과 창의력 있는 아이
들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아이들의 끼를 격려해 주는 교육을
펴보는 것이다.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청년 학생들이 신명나게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다. 열정과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배려하고 북돋워 주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마찬가지다. 주요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청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보는 것이다. 도시 계획도 거리 디자인도 청년의 감각으로 밝고 발랄
하게 바꿔 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청년이 말하게 하고, 청년의 끼와 상상력이 존중받는 대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청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의 실패가 오히려 격려받으며, 청년이
실패를 딛고 또다시 일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대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구호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컬러풀하며 역동적인 대구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청년이
행복한 젊은 대구’
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전국의 끼많은 청년들이 대구로 몰려들게
되면, 열정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찾아 세상을 누비는 미래형 기업들이 대구를 찾게 될 것
이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경제 발전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학생이 행복한 젊은 대학’그리고‘청년이 행복한 젊은 대구’
. 필자의 2010년 화두이
자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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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3일 발행한 安東壹·洪基範 共著인 4·19學生運動記『奇蹟과 幻想』
의 내용 중“2·28민
주운동”
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2월 28일 발행한『2·28民主運動史Ⅱ 資料
篇』
에도 실려 있다.“2·28민주운동”
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최초의 저서임에 그 의의가 있다.

◎ 奇蹟의「환타지」
‘2月 28日’
하면 平年의 2月 최종일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別意味가 없는 것으로 종래 우리가
알아왔지만, 새로운‘디케이드’
를 마지한 1960年代의 2月 28日은 韓半島 歷史上 劃期的인 날
이었으니, 바로‘대구 학생데모’
가 발발되었던 것이다. 大邱에서 일어난 학생「데모」사건도
때마침 선거전이라는 정치상의 조건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학생의 움직임이었다는 것, 더구
나 6·25동란 이후 학생들이 거의 사회적인 관심을 표면화한 일이 없다가, 비록 직접적인 동기
가 그것도 아니었다 해도(모든 운동은 사실상 그것을 誘發하는 觸媒가 있어야 한다) 행동에 있
어서 학교권 외의 사회에 호소하는 대규모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異例의 등교를 명하
였다는데 대해서 학생들이 반감을 가졌다는데 있고, 더욱이 그날 학생들이 野黨集會場所가 아
닌 도청으로 물려간 그 시간에 야당의 大衆集會가 있었으며, 또 여당의 대중집회가 있던 그 전
날 토요일에는 평시보다도 일찍 放校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하니, 학생들이『학원을 정치
도구化 하지 말라』
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理致가 아니겠는가? 또한 사태가 학생과 경찰의 충
돌에까지 이른 것은 유감이었지마는 당시 독재정권의 走狗노릇을 하던 그들에게 관용을 바란
다는 것은 기대불능 하였던 것이다.「데모」
라는 것도 집단의 意恩表示이다. 더욱이「학생데모」
는 그들이 의사표시의 충분한 與件(集會를 가져 의사를 표시할 시간, 장소, 언론기관을 통해 발
표할 기회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데모」
가 唯一無二한 의사표시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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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직접적이고 비용이 안드는 方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량한 의미의 의사표시를, 강권을
발동하여 진압시킨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莫論하고 語不成說임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의 항의가 日曜登校라는 그날의 단순한 동기만이 아니라, 오랫동안을 두고 累積된
學園圈外에 대한 不信 不滿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2·28 대구 학생데모’
를 계기로 하여 民主學生革命의 起點을 이룩하였던 것도 하늘이
1960年代의 청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안동일·홍기범. 4·19학생운동기「奇蹟과 幻想」영신문화사. 1960. 6. 13. PP.63~65.
문희갑·최용호. 2·28민주운동사Ⅱ 資料篇. (주)경북인쇄. 2000. 2. 28. PP.197~198.

◎ 二·二八 內幕
안동일·홍기범 공저인「奇蹟과 幻想」
이란 책에“2·28內幕”
이란 題下에 尹範憲 특파원과 高等學校
學生代表(대구고 손진홍, 경북사대부고 최용호, 경북여고 신구자·이영옥)가 面談한 내용으로 그 당시
각 학교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본 내용이 본사업회에서 2000년 2월 28일
발행한“2·28민주운동사Ⅱ 자료편”
에도 수록되어 있다.

1960年 2月 28日 오후 1時 5分경 大邱市 大鳳洞 慶北高校學生 數百名은 시내로 몰려나와
때를 지어 중앙통을 거쳐 도청 광장에 돌입,『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
원내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라』
는 요지의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이날 오후 1時 30分부터
는 경찰은 이들 학생들의 체포에 나섰고 이와 충돌한 학생들 간에 난투가 벌어져 피를 흘리기
까지 했던 것이다.‘영화관람’
을 이유로 등교를 해야 했던 학생들은 전기 시각에 돌연 교문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여 반월당을 거쳐서 중앙통으로 밀려갔었다. 오후 1시 25분 도청으로 밀
려든 학생들은 전기한 바 요지의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는 도청을 벗어나 시청 쪽으로 향할
때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그 직전에 도청 광장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모두 모자를 벗고『역으로 가자』
는 구호와 함께 도청 정문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이 고함소리
에 뛰어나온 정사복 경찰관들은 문을 닫고 이들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학
생들로 문이 열려지고 밀리고 덮친 가운데 이들이 가졌던 책과‘노트’등이 허옇게 정문앞 길
바닥에 딩굴었던 것이다. 좁은 도청 정문에서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이 엎
치고 덮치는 바람에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학생들이 속출했고 경찰관들은 이들 학생 30~40명
을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지나가던 차를 경북문화학원 앞에 세우고 10여 명을 올라 태웠으며
여기에서도 약 20명 가량 더 연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잠시 흩어져 있던 학생 40여 명은 1시
30분경 도지사 관사 앞에 다시 모여 농성을 하였는데 시장과 吳지사도 현장에 나왔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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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못했고, 이들은 여기서「스크람」
을 지어 옛 국립극장 쪽으로 행진을 하였는데, 연락을 받
고 달려온 남대구서 사찰계장과 정사복 형사들이 백차로 많은 학생들을 연행하였으며, 나머지
붙들리지 않은 학생들도 몇 명은 경북 무도관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었고, 나머지는 부득이 해
산되고 말았다. 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북경찰국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2대의 소방
차와 탱크를 동원하고 경북도청 내에 대기시켰으며, 이날 김(金)경북 고등학교 교장은『아직
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도망을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 등교시킨 이유는 평소 영화관람 등에 소
홀하였기에 일요일을 기해서 영화구경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당지에서 발간
되는 대구매일신문이 밝혔다.
(※ 註, 그러나 5月 28日 大邱地檢에 出頭한 金校長은 大邱市內 各機關長 會議에서 自由黨 慶北道黨委員
長 李某氏로부터 野黨集會에 學生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强要한 바 있었다고 當時의 日曜登校의 內幕
을 暴露하였음)

이날 오후 3시 경북경찰국장은 도청 광장에서 일어났던 慶北高校學生들의 시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발표에 의하면 이날 학교당국에서 영
화를 관람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등교시켰는데 이날 학교에서 모인 약 2백명의 학생은 운영위
원회 부위원장이 주장하는『일요일에 학생을 등교시키는 사실을 사회에 폭로시키자』
는 말에
동조하여 도청 광장에 밀려들어 시위를 했다. 경찰에서는 군정법령에 의한 무허가 집회시위 규
칙에 의해 약 1백여 명의 학생을 검거하고 배후와 주모자를 색출하였다. 이날 경찰측에서는
『검거된 학생들은 주모자가 밝혀지는 대로 곧 귀가조치할 것이며, 주모자도 신분이 학생인 만
큼 학교와 그들 부모에게 인계하여 적절 처리토록 할 작정이며, 부상당한 학생들은 곧 치료하
여 귀가시킬 것이다』
고 말하였고 이날 경찰측 부상자도 2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오후 1시 30분경「토끼사냥」
의 명목아래 등교한 大邱高等學校 1, 2학년 학생 8백
명은 학교당국의 하교만류 지시를 무시하고 단체로 경북도청으로 향하던 중 시내 전동 골목길
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북경찰국 경비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되어 마침내 해산되었
다. 이날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은 토끼사냥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당국의 등교지시에 따라 12
시 30분까지 등교하였다가 하교를 만류하는 교사들의 지시를 무릅쓰고 일요일에 등교케 한 이
유를 도학무당국에 문의하기 위하여 도청으로 가는 도중, 미리 이 사실을 탐지하고 달려온 경
찰관과 전동골목에서 마찰이 생겨 해산되었던 것이다. 데모에 끼어다가 이날 검거된 학생은 경
북·대구 양 고등학교를 합쳐 113명이었다는데 이들은 하오 5시 반경 훈계 방면되었고 주모
자 1명은 8시에 귀가했다고 도경이 발표한 바 있었다.
또 이날 저녁에는 경북·대구 양 고교생들의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慶北師大附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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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모」
를 일으켰고 하오 3시경 慶北女高生 40餘 名이 가담할 기세를 보이다가 사전에 15명
이 검속되는 등 일요일「억지등교」
가 빚어낸 동 사태는 대구전체 학생들 간에 퍼졌던 것이다.
경북·대구 고교생 약 1백13명이 경찰에서 방면된 후 경북사대부고 2학년생 약 1백50명이
저녁 7시반 부터 8시까지 대구 소방서 앞과 도지사 관사앞 등에서 산발적인 데모를 일으키고
『우리도 비겁하지 않다』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수십명이 연행된 일이
있었다.
이날 부고생들은 경북·대구고교생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 미리 눈치를 챈
학교당국이 교문을 잠그고 학부형과 합세하여 지킴으로써 오후 3시 이들은「데모」대신 농성
에 들어갔다. 농성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경 한 사람씩 밖으로 불려나왔으나 골목길 어둠속에
은신하고 있다가 일부 학생들이 뒤따라 나온 학우들을 규합하여 그 길로 산발적인「데모」
를감
행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던 것이다.
일요일인 2월 28일의 대구시내 각급 학교는 대부분이 학생들을 등교케 하였는데 등교명목
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았다.
大邱女中 : 체육대회, 영화상영 및 사은회
大邱女高 : 졸업생송별회, 무용 발표회
慶北高 : 보건, 음악, 미술, 실기시험, 영화 관람
慶尙中 : 졸업식 연습
大邱商 : 졸업생 송별회, 원서제출
慶北女高 : 별 이유없이 12시까지 등교
第一女中 : 임시수업
大邱高 : 토끼사냥
慶北師大附高 : 임시시험
大邱工高 : 학교자체의 행사
각 초등학교 : 보충수업 기타
이날 또한 대구시내「제일모직」
「대한방직」
「내외방직」
「달성제사」및 대구지방 전매청 연
초제조공장은 28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 하며, 二軍에서는 오
전 10시부터 군사령부 광장에서 장병 친목을 위한 배구 및 씨름 대회가 개최되었고, 오후 12시
30분부터는 시내 역전 육군 극장에서 在邱 각 부대 대항『노래자랑』대회가 열렸는데 二軍보
도실의 발표에 의하면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 안동일·홍기범. 전기서 PP. 65~69.
문희갑·최용호. 전기서 PP. 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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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追稿
안동일·홍기범 공저인「기적과 환상」
에“추고”
란 제목으로 실려져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다.
지방자료 중 組版後에 도착된 것을 追稿로 실었다.

< 二·二八의 內幕 >
2월 26일 하교시 대구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당시의 경북고등학교 부위원장을 만났었는데,
2월 28일은 일요일이지만 등교하라는 통고를 받었다고 하면서 대구고교는 아무런 지시가 없
느냐고 하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그 다음날 등교한 대구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실내조회 때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일요일의
등교지시를 들었다.
그리하여 위원장 학생은 조회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교감 선생을 찾아가『왜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로 미루워서까지
휴일로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왜 학교는 공휴일을 무시하는가?』
하고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효
과도 없었고 도리어 그때 학생과장은『영웅도 시대를 따르는 것이니』
라고 말하였다.
이날 학교에서는 4시간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을 마친 다음 그대로 하교를 시키면서 집
에 가서 부모님들을 자유당선거 강연회에 가게 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수업하는 도중에도 창밖을 바라 보면서 통반장 인솔하에 자유당선거 강연장으로
차에 실려 끌려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는지 몰랐다. 학생들은 고함을 지르는
등 야유를 퍼붓기로 했다. 수업을 마치자, 대구고교의 위원장은 경북고의 위원장을 그의 집으
로 찾아가 의론 끝에 이 사실을 사회에 폭로시키자고 하여「데모」
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때에 모인 학생들은 경북고등학교에서 부위원장 외 5명, 대구고등학교에서 위원장 외 2
명, 경북사대부고에서 1명 도합 10명이었다.
이들은 평소부터 친한 사이었으며,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토론하는 친구들이었다.
처음, 경북고등학교학생들은 다음의 큰일을 위하여 이번은 참자고 했었으나,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일단「데모」
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이다.
「데모」
에 대한 일제 책임은 각 학교에서 두 사람씩 지기로 하였고, 28일 오후 1시에 시내 반
월당에서「데모」
를 하자고 하고, 밤 10시경 집을 나와 각 학교 각 반장집을 찾아다니며 내일의
등교를 일렀다.
그들은 모든 연락을 끝마치고 대구고교 위원장의 집에 와서 결의문을 작성하여 대구고등학
교의 한 학생에게 쓰도록 하였으나 그의 부친(대구중학교 교사)에게 들켜서 마침내 결의문은
불살라졌고 그 학생은 자기 아버지를 붙들고 울면서 사표를 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고교에서는 경북고등학교의 호응상황을 알아보도록 학생을 보냈으나, 경북고교 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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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의 큰 일을 위하여 이번은 안한다는 통지를 받아와, 대구고교 위원장은 다시 경북고교
로 갔다가 마찬가지의 얘기를 듣고 단념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북고교에서 갑자기 결의문을 읽
고「데모」
에 돌입했다는 꿈같은「뉴우스」
를 자전거로 지나가는 학생이 알려줘, 위원장은 급히
학교로 달려갔었다.
그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토끼사냥에 대한「주의사항」
을 지시하고 있었는데 연락
은 빨라서, 이미 일부의 학생들은 경북고교의「데모」개시의 소식을 알고 있어서 위원장이 정
문에 들어섰을 때 벌써 학생들은 몰려 나왔다.
선생들은 당황하여 교문을 잠그고 못나가게 제지하였으므로 미쳐 못 나간 학생들은 2차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선생들은 위원장에게「데모」
를 제지시키라고 말하였다.
교장이 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틈을 타서「데모」
할 것을 재차 결의한 다음 한 학생이 날쌔
게 등단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면서『대구고교생은 모두 죽었느냐』
고 외쳤다.
선생들은 더욱 당황하여 그를 끌어내리었으며 결의문을 뺏었다. 이틈을 타서 2차「데모」
대
가 뛰어 나갔다.
경찰과의 심한 충돌로 반월당에 못 모인 채 역앞에서 해산되었다.
경찰에서는 대구고교 위원장을 주모자라고 지명하여 잡으려고 대구고교 학생을 차에 태우
고 시내를 헤매기도 하였다. 대구고교 위원장 학생은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잡혀간 학생
들은 아무죄가 없고 자기가 주모자라고 말할려고 경찰에 가는 도중, 돌연「세단」
차가 달려와
옆에 와 서더니 형사 한 명이 나와 목덜미를 잡아 태우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가니 이미 전일에 모였던 친구들이 대부분 잡혀 와 있었다.
그날 밤으로 그들은 석방되었으나 그 후 경찰은 미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선생들의 가정방
문 등으로 몹시 시달림을 받았다.
이날 대구고교 학생들의 구호는『학생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인류애를 달라』
등이었다.
(此項資料 本會 尹範憲 特派員 大邱高校 손진홍의 面談 內容)
※ 안동일·홍기범. 전기서 PP. 96~103.
문희갑·최용호. 전기서 PP. 202~205.

< 慶北師大附高의 경우(2·28) >
『일요등교를 해명하라』
『일요등교 명령자 엄벌하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감금당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데모」
가 불가능해지자 경북사대부고는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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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학부형에게 연락하여 학부형과 함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교시켰
던 것이다. 밤 8시가 되도록 학교에 남아있던 약 50명의 학생들이 나오다가 도지사 집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었는데, 그 곳 경비 경찰이『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도지사를 만나보라』
고 하여,
대표 1명이 도지사 집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문이 굳게 닫히고 경찰차가 급속도로 달려와 대표
를 끌고 청도쪽으로 가버렸다.
한편 나머지 학생들은 대구매일신문사 앞으로「데모」
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학생 20명이 경
찰에 연행되었다가 밤 늦게 귀가하였다.
한편 대표학생이 도지사를 만나자(대표학생의 부친은 경상북도 공보계장)『너의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너는 왜 이러느냐』
고 호통을 쳤다. 부위원장은 담임 집에서 사전에「데모」
를 막기
위하여 자라고 권고를 받은 바 있고, 언제나 형사가 미행하였던 것이다.
(此項 資料는 本會 尹範憲 特派員과 慶北師大附高 최용호의 面談 內容)

< 慶北女高의 경우(2·28) >
27일에 있었던 졸업생 송별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일요등교」지시 때문에 교사 전원이 직
원회를 열었었고 토요일에 한 환송기념 연극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연극을 한다고 일
요일등교를 학생들에게 알렸었다.
이에 분개한 학생들은 28일 학교에 모이기는 하였으나 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시내에
서 각 학교 학생들이「데모」
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 밖으로 나갈려고 하였으나 선생들의 제지로
못나가고, 다시 강당에 모였다. 이 기회를 타서 학생간부들은 모여서,「데모」
에 관한 것을 상의
한 끝에 이것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교를 시키자, 학생들은 하나씩 둘씩 제
일여중 앞에 모여 그때부터「데모」
에 돌입하였으나, 경찰과의 충돌로 해산되었다.
학생간부 수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그들을 취조하는 여경(女警)이 구타까지 하면서 갖은
욕을 퍼부었으며 심지어는 부모를 일찍 여읜 여학생을 보고『이 아비 없는 자식』
이라고 폭언을
했던 것이다. 이날 연행된 여학생은 50명에 달했고 그날밤 석방되었다.
(此項 資料는 本會 尹範憲과 慶北女高 신구자·이영옥의 面談 內容)

< 新「有情千里」
曲의 內幕 >
4293年 2月 15日 오후10시 20분, 이민족의 유일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희망이었던 조병옥
(趙炳玉) 박사가 서거하자 그 당시 慶北師大附高 2학년 학생 3명(오석수·이영길·유효길)은
그 통한을 이기지 못하여 조병옥 박사에 대한 조가(弔歌)를 지었다는데, 이것이 삽시간에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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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퍼지고 다시 대구 시내를 휩쓸어 급기야 전국으로 퍼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었던 것
이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그 학생들을 찾아서 못살게 굴었고 학교에서는‘무기근신’
에 처하였던
것이며, 담임선생에게 까지 책임을 지라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당시 유행된 이 노래는
가련다 떠나련다 海公선생 뒤를 따라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왠망하랴
張勉博士 홀로두고 趙박사도 떠나갔다
춘 3월 15일 조기선거 왠말이냐
가도가도 끝이없는 당선길은 몇구비냐
천리만리 타국땅 벽사죽음 왠말인가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온다
서름어린 신문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此項 資料는 本會 尹範憲과 特派員과 경북사대부고 최용호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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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國各級學校學生 代表의 手記 (李綱鉉 編. 東亞日報. 1960. 7. 10. 正音社.)
『민주혁명의 발자취』
에 7개 고등학교 학생대표의 수기 중 경북
고등학교편과 대구고등학교편이 수록되어 있다. 2·28대구학생
데모에 관한 경북고와 대구고 학생회에서 밝힌 최초의 기록이다.

◎“횃불을 밝혀라, 東方의 빛들아!”◎
慶北高等學校 學生會
2월 25일
경북고교 학생들은 여덟시 시간 수업이
다 끝났다고 모두 웃어가며 흐트러진 책가
방을 챙기고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오
늘도 종일 배움에 정진했다는 희열과 가벼
운 피로의 빛이 엇섞여 있었으나, 종례를 기
다리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에서는 초조의
빛마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지금 직원회의 한다고 못오신
다 카더라. 그런데 이번 2월 28일 오후 1
시에 일요등교를 시킨다더라.”
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2학년 5반 학생들은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복도에 나가 보니, 1학년 1반도·2반도, 2
학년 4반도·8반도, 전교생 모두가 다,“야

그러나 종례 시간에 들어오셔야 할 담임

희한한 일 다 봤다. 개새끼들, 별지랄 다 한

선생님은 십 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

다.”
하며, 불만과 반항에 찬 목소리로 떠들

래서 주번으로 하여금 담임 선생님을 모셔

고들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담임 선

오게 했던 것이다.

생님께서 드디어 교실에 나타나셨다.

교무실을 다녀온 주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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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번 일요일엔 빠짐없이 학교에 나

이들의 혼마저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오너라. 28일 오후 1시에는 여하한 사정

비겁하고도 포악한 부정선거가 학원의 자유

이 있더라도 만사를 제쳐 놓고 등교해라.”

조차 박탈하고 말았던 것이다.

선생님의 음성엔 무언가 모르게 한가닥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었다.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도대
체 어떻게 할 작정으로 웅크리고 앉아만 있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냐?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유가 무엇이냐(그 이

도 바쳐야 하지 않느냐고, 난 나의 마음에 자

유를 전혀 짐작 못하는 바도 아니면서)고 캐

문자답했다. 그러자 방문이 슬쩍 열리더니

고 들어다. 28일 하오 1시 야당 입후보자 장

몇몇 벗들이 들어왔다.

면(張勉)씨의 선거유세 방해책으로 취해진

“나의 피가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는 한

조처가, 일요 등교라는 명목으로 신성한 학

28일 등교는 어려울 거야.”

원에까지 부정선거 바람을 휘몰아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들도 이구동성으

만 것이다. 우리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울

로 같은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허둥지둥

밤은 자꾸만 깊어만 갔다. 밤 2시가 지났

내 방으로 들어가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건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질 않아서 앉았다

한참 동안이나 책상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

누웠다 몸 둘곳을 몰랐다.

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화산처

눈을 감으면 헐벗은 내 형제들의 파리한

럼 폭발하려는 나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

모습이 눈 앞에 떠오르고 배고파 스러지는

지를 안았다. 서녘 하늘의 저녁놀은 한결 붉

뭇 군중들의 얼굴들이 자꾸만 안막에 영상

게 타고 있었고, 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한 조

을 짓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불의와 부정에

각 푸른 하늘조차 짜증스럽기만 했다.

반항하자는 마음은 굳어만 갔다.

3·15의 선거 폭풍이 온 천지를 뒤덮더니
마침내 부정선거 지령이 나오고, 어제는 살

2월 26일

상, 오늘은 칼부림 등으로 조국의 운명은 암

이럭저럭 뜬눈으로 25일 밤을 지내고 26

담하기만 한 이 때! 나의 마음은 한없는 충

일 새로이 밝아오는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격을 받았던 것이다.

자유당 천하의 무시무시한 권력의 사도들의

조국을 구할 길은 없는가? 나는 다시 이를

총알이 뻔쩍이는 이 마당에서 감히 반항이

물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썩을

란 꿈에도 상상못할 것 같았다. 보안법! 이적

대로 썩어빠진 기성사회, 낡아빠진 세대들

행위! 아아, 그 얼마나 무서운 죄목인가?

의 장난의 흙탕 물결은 백합꽃처럼 순결한
우리 학도들에게까지 미쳐, 이젠 우리 젊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항할까? 데모? 나는
이렇게 거듭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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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데모를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사

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위원회

형일까? 징역일까? 징역이라면 몇 년?”

는 드디어 전교생의 주시리에 막을 올리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코 용이한

야 말았다. 빠짐없이 참석한 대의원들의 표

일이 아니었다.
“퇴학은 물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난 어떻

정은 더 없이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회자로서 학생위원들

게 될까?”

을 향하여“지금부터 오는 단기 4293년 2월

철없는 마음에서 이러한 공포와 전율에

28일 하오 1시 등교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

떨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데모를 감행
하기로 마음 깊이 굳게 결심하고 이불 속에
파고들어가 누웠으나 잠이 올리 없었다.
“오는 2월 28일 하오 1시 등교에 관한 일”

겠습니다.”
하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대의원들의 노기에 찬 발언은 줄기차고
거침 없었다. 혁명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
다. 일요등교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라는 학생위원회 소집안건을 써 가지고

었다. 그때 지도 선생님, 체육 선생님, 학생

나는 학교로 향하여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

과장 선생님, 교무과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학교에 닿자마자 지도 선생님께 소집 허

등이 이 회합에 참석하였다. 학생들의 발언

가를 요구했더니 선생님은 말없이 학생과장

이 열을 띠게 되자 선생님들은 드디어 입을

선생님께로 넘겼다. 학생과장 선생님은 빙

열어“지금 우리들의 주위 환경이 말할 수

그레 웃으시면서 다시 교감 선생님께 넘겼

없이 시끄럽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공부

다. 교감 선생님은 당장에 쓴웃음을 지으면

에 열중할 따름이지, 일체 외계의 변화에는

서 나를 한 번 쭉 훑어보는 것이었다. 교감

노탓취 해주기 바란다. 너희들의 심정(틴 에

선생님은“왜? 등교하라는데 무슨 이의가

이져의 레지스탕스)은 잘 이해하겠다. 그러

있느냐?”하고 말씀하였다. 교감 선생님은

나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사제지간의 도리

이어서“경북중학 시험 관계로 시간이 없어

가 아니겠느냐. 이상 더 말을 하려고 해도 괴

서 그러는데……. 별 필요 없어.”
라고 말씀

롭기만 하다.”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

하셨다. 나는“그러면 선생님 시간을 따져

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나의 마음은 더욱

봅시다.”
하고 육박했다.

격분으로 끓어올랐고, 학생들을 무마시키려

한참 동안 망설이던 끝에 교감 선생님은

는 선생님들의 열심을 볼 때 왜인지 가슴이

비로소 학생위원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이

아파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소

리해서 점심 시간에 학생위원회를 개최할

생을 위해서 감연히 일어서리라고, 나의 마

수 있었던 것이다.

음은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교실에 돌아오니 어느 선생님께서는“영
웅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
하며 만류하는 것

66 _ 2010 2·28의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결론은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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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님은“그럼 영화 감상으로 대체시킬까?”
하

27일은 밝아 왔다. 조회를 통하여 흘러나

고 말하였다. 교장실을 뛰쳐나온 우리는 곧

오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이게 웬 말

데모에 대한 최초의 결의를 하려했으나, 비

인가?“내일 등교는 그대로 하고, 시험도 치

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각 대의원들을 통해

른다.”이 말이 전해지자, 전교 학생들은 물

서 제각기 자기 반에 돌아가 내일 한 사람도

끓듯 하는 여론에 휩싸였다. 이 반 저 반에서

빠짐없이 등교할 것을 호소케 했을 뿐이었

들려오는 부정을 규탄하는 함성은 나의 이

다. 나는 우리 반으로 돌아와 데모 단행의 비

좁은 가슴을 애타게 울려 주었다. 맥맥히 솟

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어쨌든 한 사람

아오르는 정의에의 핏줄은 백의인의 피, 바

도 빠짐없이 등교하면, 영화 관람을 가든지

로 그것이었다.

뭘 하든지 뭐가 있어도 있을 것이니, 내일 모

경고 학생위원들은 마침내 교장실로 돌입

두 학교에 나오라.”
하고 알렸다. 학우들은

했다. 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자한

모두 투덜거렸으며,“치얏뿌라. 학교 안 오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자네

면 되지.”
하며 함성을 질렀고, 개중에는 무

들 왜 왔어? 말해봐.”교장 선생님께서는 친

턱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었다.

절하게 이렇게 물었다.“선생님! 도대체 일

눈물을 머금고 교문을 나선 나는 그제야

요일에 등교하라는 이유가 뭡니까?”학생위

몇몇 학우에게 데모 결행에 관한 계획을 얘

원들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일요

기했더니,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일은 전 세계 인류가 공휴일로 정해 놓고 일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데모

주일 동안 시달리고 지친 피로를 회복하는

는 그만 두고 등교거부나 하지 뭐.”
,“데모까

날이요, 또 종교인들은 이 날을 계명일로 정

지 할 거야 있나. 임마, 너 죽으면 우얄라카

하여, 신성한 그야말로 HOLYDAY로 삼고

노.”
하고 의아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학생들이 예리하

길로 1학년 대의원들에게 오후 5시까지 우

게 캐고 들어가자, 교장선생님께서는“그 이

리집에 오도록 연락을 하고, 나는 집으로 돌

유는 자네들도 잘 알테니, 이 이상 묻지 말아

아왔다.

다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고 말씀하

26일 오후 7시경에 대고 학생위원장을 만

셨다. 선생님의 표정엔 안타까운 그 무엇이

나“너의 학교도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아,

어리어 있었다.

임마, 28일 일요일 오후 1시에 학교에 나오

비굴한 행복보단 정당한 불행을 왜 몰랐

래. 그날 1시에 민주당의 선거 연설이 수성

으랴만, 교장 선생님은 교장회의 때 일요등

천변에서 있거든.”
,“우리 학교는 아무 말도

교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 당시의 추상같

없더라.”
,“그러면 내일 만나서 자유당 연설

은 명령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교장 선생

이나 들으러 가자.”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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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집에서 헤어졌던 것이다. 1시에 만나기로

대구고 학생위원장, 부고 학생위원장이 와

약속한 대고 학생위원장은 벌써 우리집에

있었다.

들렀다가 자유당 연설을 들으러 간 뒤였다.

대고 학생위원장은“아 지랄, 우리 학교는

부랴부랴 한달음에 뛰어 자유당 연설회장에

오늘 종례시간에 전달하는데, 내일 오후 1시

가서, 대고 학생위원장을 샅샅이 찾았으나

에 토끼 잡으러 간다고 등교하라 카더라. 뭐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얄미운 인간 한희

이른 일이 다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석의 음성만이 유달리 나의 귓전을 스쳤다.

부고 위원장도 역시 분노한 어조로 부당한

그 곳에서 경고생 십여 명을 만나 데모 단

처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것이었

행의 결심을 전달하고, 바톤식 연락에 착수

다. 여기서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분

했다.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를 내리쬐고 아

노에 휩싸여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눈물

스팔트 길 위 행인들의 발부리엔 허연 먼지

을 흘려가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한민족

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거쳐 학우

의 운명을 생각하며 신중한 모의를 했던 것

들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조심조심 연락을

이다. 백두산 기슭 박달나무 밑에서 단군 할

서둘렀다. 마구 거리를 광인처럼 뛰어다니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배달겨레가 눈물과

면서 연락에 정신이 쏠린 나의 눈앞에 무언

격분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지 한가닥 섬광이 뿌연 안개 속에 번쩍 빛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는 것만 같았다. 이제 일은 활발히 착착 진행

벗들은 모이고 모여 30여 명이 넘었다. 시

되어, 거리에서, 집에서, 연락에 전력을 다했

간은 11시 5분! 마침내 데모 결행에 합의하

다. 벌써 시간은 오후 5시 일몰이 가까워 오

고, 다른 학교에도 이 사실을 연락하려 했으

고 있었다. 그 길로 땀을 뻘뻘 흘리며 몇몇

나 이미 시간은 늦었다. 통금시간이 되자 집

학우들과 집으로 뛰어왔으나, 온다고 약속

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차가운 나

했던 대의원들이 오질 않았다. 여기에서 난

의 냉돌방에 7명의 학생동지들만이 남아서,

실망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계속

이불 속에서 손을 마주 잡고 나라를 생각하

연락에 착수했던 것이다. 집집마다 찾아가

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배달겨레의 앞날을

는 나의 심정은 한없는 격분과 걷잡을 수 없

눈물로써 이야기하면서, 이 밤을 잠 한숨 못

는 감정으로 휩싸여 있었다.“비밀은 지켜

잔 채 뜬눈으로 새우고 말았다.

다오.”그 한 마디를 남기며, 나는 집에서 집

동이 터오를 무렵이었다. 문틈으로 새어

으로 뛰어다녔다. 이렇게 해서 오십명의 벗

들어오는 바람은 한결 차가웠고, 이웃집 수

들에게의 연락을 마쳤던 것이다. 벌써 시간

탉들은 새벽의 적막을 뚫고 울어댔다. 어서

은 밤 9시, 부랴부랴 결의문을 작성하여 정

새날이 밝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때다. 밖에

서를 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왔더니, 벌써

서 무엇이 바스락하기에 순경인가 싶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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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고 내다보았더니, 순경은커녕 쥐새끼

운명의 날! 28일

한 쌍이 달음박질치고 있었다. 우리 7명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운명의 날 28

동지들은 다시 손을 마주 잡고 마지막 단안

일은 오천년 역사의 광음 속에 새로운 꿈을

을 이렇게 내렸다.

안고 밝아왔다. 벗들은 모두 옷을 껴입고 삥
둘러앉아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1. 明 2월 28일 하오 1시를 기해 일제히

“오 , 주여! 부디 오늘의 투쟁에 많은 빛을

궐기하여 자유를 전취하기 위한 피의

주소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른 아침 조반도 먹지 못한 채 우리들은

2. 데모한 학생을 구속하거나 선생님들에

또 연락을 서둘렀다.

대한 인사적 조치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학우들 가운데는 데모를 중지하자는 의견

데모를 계속할 것이며, 사태가 악화될

들도 많았다.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한국의 전 백만 학도에게 호

러나 우리는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소한다.

와서는 오직 데모 결행의 연락만이 있을 뿐
이기에 때문이다.“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이렇게 마지막 단안을 내렸으나, 막상 데

빛들아!”
하는 구호를 정해 가지고 교문을 들

모를 하려고 생각하니 주저가 아니 될 수 없

어섰을 때엔 벌써 시간은 1시가 임박해 오고

었다. 자유당의 권력과 총검 앞에서 더욱이

있었다. 우리들은 1시에 일제히 궐기하자고

치열한 선거 기간에 이러한 반기(反旗)를

했던 것이다. 12시 50분, 학교로 뛰어 들어

들고 나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가니, 800여 명의 학생들이 쏜살같이 모여

었다. 확실히 모험인 것이었다. 우리 벗들은

들어 전부 교실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둘러 앉아“우리가 내일 나가면 죽을는지도

대의원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모른다. 천당에서 만나자. 찬 바람이 때려치

던졌더니 몇몇 사람은 주저하는 빛을 보이

는 철창에서 만나자. 이제 우리들은 이미 목

기도 했지만, 결국은 찬성하고 말았다.

숨을 바칠 각오를 한 이상 핏줄기가 뻗쳐 나

혁명의 불꽃은 또 다시 타오른다. 반항의

와 죽을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자.”
하고, 어

다수 의사는 폭발할 시간만을 초조히 기다리

쩌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악수를 교

고 있는 것이다. 이때다! 교무실로부터 한 분

환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제창

두 분 선생님들이 운동장을 향해 뚜벅뚜벅

하는 애국가의 소리는 고요히 밤의 적막을

걸어나오고 있었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1학

뚫고 동방의 하늘에 널리 퍼져가는 것이었

년과 2학년은 헤어지라고 추상같은 명령을

다. 그땐 어떻게 순경들이 그렇게도 신경이

내렸으나 학생들은 명령은 아랑곳 없다는 듯

둔했을까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이 와아 하는 정의의 함성과 더불어 굳게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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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졌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
진정 울부짖는 젊은이들의 외침!“우국

렬하게 반항하는 젊은 넋들아! 그들은 진
정 백의인의 아들이었다.

에 타는 홍안”
엔 겨레의 핏발이 펄펄 뛰고

온 대구 시민들은 주먹에 땀을 쥐고 데

있었다. 때는 왔다! 나는 비호같이 단상에

모대를 성원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들은

뛰어올라 안포켓에 넣어 두었던 결의문을

“우리 아들 장하다.”
고 오치면서 눈물을

펼쳤다. 경고생 800명 건아들의 박수 소

흘리기도 했다. 어떤 신문기자가 학생들

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학생들의 얼굴엔

에게 구호가 뭐냐고 묻자“이 새끼, 니가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결의문을 낭독할

경찰인지 형산지 알 게 뭐냐?”
고 소리치

때 선생님들은“아이구 이놈아 우쨀라카

며 줄기차게 달렸다. 드디어 도청 광장에

노.”
하고 만류하는 것이었으나 기어코 낭

이르자 학생들은 땀을 좍좍 흘리면서 모

독은 끝내고야 말았다.“나가자 반월당으

자를 벗어들고 맨주먹으로 뒤흔들면서

로!”
하는 발화 신호가 튀어 나오자, 드디

“오 지사 나오라.”
는 함성을 터뜨렸다. 그

어 정의의 행진은 시작되었다. 흥분과 분

때 나는 도청의 동산에 올라가 결의문을

노에 얽힌, 800명 경고의 데모 대열은 교

낭독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그만 끝을 맺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지 못하고 말았다. 눈물과 울분에 싸인 학

경고의 데모대는 거침없이 달려가 반

생들의 심정은 격노에 뛰고 있었다. 한 때

월당에 이르렀다. 봉산동 파출소에서 제

우리 학생들은 울분을 참지못해 흙덩이

지당할 줄 알았던 800 학생의 데모대가

를 집어 던지기도 했으나 12년 동안 배운

진정 반월당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월당

학생들의 이성은 흙이나 돌을 계속 던지

에 이르자“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

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
라는 우렁찬 구호가 거센 젊은이들

결의문을 읽다가 제지당한 나는 학생들

의 입에서 일제히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속에 뛰어들어 도청을 뛰쳐나와 시청 쪽

줄기차게 달려 대구매일신문사 앞에 도

을 향하여 달렸다. 벌써 도청 문앞을 나올

착했다. 데모대는 잠깐 정지해서“횃불을

땐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그 빤질빤질한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라는 구호에 뒤

박달나무 방망이로 자기 자식과 같은 어

이어“학원에 자유를 달라”
라는 구호를

린 학생들의 손과 팔, 그리고 다리를 마구

힘차게 부르짖었다. 부정을 규탄하는 학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그 모진

생들의 정의의 외침은 그야말로 의기 충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데모대열에서 이탈

천했다. 데모대의 학생들은 쏟아지는 땀

하지는 않았다. 데모대열 속에는 그의 아

방울에 옷마저 함빡 젖고 눈엔 감격의 눈

버지가 자유당원인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

물이 글썽거렸다. 전율을 느끼면서도 강

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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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싸워 이길 것

협을 주기도 했으며, 학생들의 손을 꽁꽁

이다. 도청문을 뛰쳐나와 한국은행까지 왔

묶는가 하면 마구 구타했던 것이다. 도청

을 땐 벌써 다람쥐같은 경찰 백차가 쏜살

에 끌려간 학생들은 120여 명이나 되었

같이 달려와서는 우리 학생들을 마치 물

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위협했으며, 반

건처럼 마구 때려 차에다 실었고, 쉴새없

항하는 학생들을 두드렸다. 학생들은 그

이 내리치는 방망이는 우박 퍼붓듯 했다.

와 같은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줄기

시청에 이르자, 우리 학생들은 실신 상

차게 반항을 했다. 문 좀 열어 주소 공기

태에 빠져 힘없이 쓰러졌다. 쓰러져 누운

탁하구만. 잡혀간 그들이 발한 조롱은 불

학생들의 얼굴에 이 나라의“민주경찰”

안 속에서도 가져보는 남아의 태연자약

들은 권총을 겨누기도 했다.“쏠라면 쏴

한 여유라 해 둘까?

라!”
하고 학생들은 용감하게 반항했지만

한 가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겨운 것

한가닥 불안과 전율을 숨길 수는 없었다.

은 가로에서 두드려 맞는 남학생들을 바

거기서 스크람을 짜고 도지사 관사에

라보던 여학생들이, 순경에게 달려들어

이르자, 폭행을 가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결사적으로 비난하며 말리던 모습들이

학생들이 두드려 맞는 것을 바라본 김현

다. 그 길로 학교에 돌아오니, 교무실엔

구 선생님은“어째서 학생들을 때리는 거

몇 분의 선생님이 맥없이 앉아 있을 뿐

요? 학생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하고 외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선생님은,“사내가

쳤더니, 오임근 지사는“이놈의 새끼, 경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라.”
고 말씀하시는

고 교장 어느 놈이냐, 즉시 데리고 오라!”

가 하면,“그건 확실히 학교를 파괴하는

고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들을 때리던 지

짓이야.”
하고 흥분에 넘치는 말씀을 던지

사의 손에선 한줄기 붉은 피가 흘러내렸

는 선생님도 있었다.

다. 그 길로 데모대는 구 국립극장 쪽으로

가쁜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형사들이

향하여 행진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밀어 닥쳤다. 교장 선생님은 벌써 도청에

많은 학생들은 남대구경찰서로, 대구경찰

가시고 안계시었다. 나는 형사들에 끌려

서로, 도청으로, 각 파출소로 붙잡혀 갔다.

서 짚차에 올랐다. 짚차는 초속도로 달리

남대구서에 붙들려 간 학생들에게는

더니 도경찰국에 턱 갖다 대는 것이었다.

어떤 경찰이 대뜸,“어디 정치 이론을 한

경찰국에 이르자 형사실로 나를 끌고 가

번 따져 볼까. 그래 난 자유당이 좋다. 넌

는 것이었다. 온종일 밥을 굶어 배는 고프

자유당이 싫으냐?”
고 달라붙는가 하면,

고 다리는 절뚝절뚝 피로에 겨웠다. 형사

또 입을 열어,“너가 아부지(너의 아버

실에 들어서자마자 형사들이 나를 삥 둘

지)공무원이지, 여축없다 없어.”
라고 위

러 싸는 것이다. 대의원들의 명단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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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형이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묻는가

그 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동안,

하면“넌 임마 이적행위로 징역 5년 아니

세 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갔다. 참

면 6년이다.”
하는 형사도 있었고, 날카로

으로 전율과 불안의 세 시간이었다. 얼마

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형사도 있었다. 생

후에 연행된 학생들은 전원 즉시 석방되었

전 처음 들어와 보는 형사실! 왜 형사실이

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몇몇 학우들은 밤

라는 곳은 그처럼 무정하고 말조차 없는

늦게까지 붙들려서 신문을 받지 않으면 아

싸늘한 곳인가. 거기서 난 죽어서 천당에

니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들을 마음대

서 만나자던 아니 철창에서 만나자던 동

로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만약 동료 한 사

지들을 만났다. 동지들을 만난 기쁨과 감

람이라도 구속하면, 내일은 온 대구시가 들

격에 부등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고 일어설 것이 두려워서였으리라.

동지들과 이야기할 사이도 없이 비교적

그 후 신문을 받고 피로에 지친 다리를

이마가 넓은 한 형사가 나타났다. 그자가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친구들은

바로 김 사찰 계장이었다. 그자는 나를 데

근심 띄운 낯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리고 다른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불

의 팔에 방망이가 스쳐간 퍼어런 자국이

안과 공포에 싸인 채 나는 그가 이끄는 대

눈에 띄었으며, 다리에선 한 줄기 선혈이

로 따라갔다. 그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집 앞에서는“민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빤히 쏘

경찰”
들이 오가는 사람의 신분을 조사하

아보는 것이었다. 나도 그의 눈을 잠잠히

고 있었다. 그 후 경찰들은 밤낮을 가리지

바라다 보았다. 그러자 그는 입을 열어

않고 나의 집에 찾아왔다. 배후 관계를 끈

“자네가 주동잔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했는가. 그리고 모 당의 조종을 받았지?”

질기게 캐묻고, 또 묻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극도로 피로한 나머지 병석에 눕

등등 말을 이어가더니“이 박사를 학생들

고 말았다. 내가 누웠는 데도 그들은 찾아

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왔었다. 순결한 우리 학생운동을, 배후 조

그래서 나는“이승만 박사의 애국정신과

종에 의한 것이라 하니 천부당 만부당한

독립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소리이며, 정의의 피에 대한 모독이라 아

12년 동안의 오랜 집권 기간에 실정(失

니할 수 없다.

政)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 푸른 장원에 민주주의의 꽃송

나쁘게 생각하오.”
하고 대답을 하고,“연

이는 피어 오르고 있다. 일찍이 황금시대

행된 학생을 전원 즉시 석방하시오. 내가

에 빛나던 코리아여, 그 촛불 다시 한번

주동자니 전책임을 다 지리다.”
고 말했더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니,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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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에 抗拒하는 젊음들”◎
大邱高等學校 學生會
2월 26일

알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시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경북고

스런 답변을 하여주지 않았다. 학생들도 일

등학교의 李大雨(당시부위원장)군을 만나

요일 등교 이유가 민주당 정견발표에 방해

서, 일요일 등교설을 듣고 분개하면서“그런

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놀라면서, 대가리가

물었다. 선생님들은 내일 학교에 나오지 않

두 쪽이 나는 일이 있어도 기어코 싸워야 한

으면 단단히 처벌한다고 은근히 공갈 섞인

다고 서로 마음 속에 굳게 다짐했다.

말을 늘어놓았다.

그날 밤 겨울 방학 후, 너무 오랫동안 만나

1학년 교실에 들어가니 모두들 등교 이유

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

를 묻는 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하는 수

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중에

없이 교감 선생님에게 가서 내일의 행사를

우리는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저히

연기해 주기를 건의했으나, 바위에 댓침격

그냥 덮어 둘 수 없는 모순에 분개하고 투쟁

이었다. 다시 교장 선생님에게로 갔다.

할 결의에 불타 올랐었다. (이날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등교설이 전혀 없었다.)

“교장 선생님, 오늘은 자유당 정견발표가
있는 날이지요?”
“그렇다.”

2월 27일

“그렇다면 오늘 네 시간 수업인데, 세 시간

이날따라 날씨는 매우 화창하게 개어 있

으로 단축을 하여, 일찍 집에 돌아가서 부

었다. 학교에 나오니 학우들 사이에는 벌써

모님들이 자유당의 강연을 들으러 가시고

군데군데 모여 서서 수군거렸으며, 불평이

난 뒤의 빈집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가득찬 표정들이었다.

“그렇다.”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선생님이

“그러면 내일은 민주당의 강연이 있는데,

아침 조회에서 내일(일요일)은 교내 운동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면 별문제지만, 일

시합을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에 본

요일이니 우리는 집이나 지키고 부모님들

격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었

로 하여금 강연을 들으시도록 해야 하지

다. (그 때 시내에서 정부통령 입후보자 정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의 행사를 다음

견발표회가 수성천 변두리에서 열린다는 가

기회로 미루도록 합시다.”

두 방송과 벽보가 한창 나붙고 해서 모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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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유권자들이 국가의 대통령을

생들의 호주머니조사를 하는 학교 당국에

뽑는 중요한 시기에 취해야 할 태도 등 공민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용기를 잃은 학생들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말하였

이기 때문에.

으나 관철될 리 없었다.

학생과장 구(具)자봉 선생님은 나에게 몇

힘없이 교장실을 나온 나는 수업을 받았으

번이고 영웅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

나, 도무지 머리에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리지

하셨다. 그러나 나는 만약에“국경일이 일요

않았다. 썩어빠진 정치 사기꾼들의 장난에 학

일인 경우엔 행사를 그 익일인 월요일에 하

창의 순결성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지고 있고,

라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였고, 지금 실행

괴로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

하고 있는데, 하물며 보잘 것 없는 운동시합,

기성사회를 비난도 해 보았다. 나뿐이 아니고,

아니 토끼 사냥하는 것쯤으로 명목이 서느

다른 교우들도 거의 같은 생각들이었다.

냐 하는 것과, 그리고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

창밖에는 파란 하늘이 드리웠고, 이따금

건 때 허태영의 운전수인 이유뢰가 허태영

붕붕하고 떠올라가는 비행기들의 모습이 보

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죽은 일을 들어, 우

인다. 전망하기 좋은 자리에 높이 세워진 본

리도 학교 당국의 말만 듣다가 우리들의 교

교이기에,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재미란 여

육도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간 좋은 곳이 아니었다. 때마침 앞산 밑 골짜

되물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물쭈물하시면

기마다 흰옷 입은 동민들이 장사진(長蛇陣)

서 이론상으로는 晋洪(晋洪-筆者)에게 지

을 이루어 동장들의 인솔 아래 일로 시내 쪽

는 게지 할 수 있는가? 하시면서도 내일 등

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실로 근래에 보기 드

교를 강력히 주장하셨다.

문 많은 사람들이었다. 학생들은 순간 본능

나는 꼭 출석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세

적으로“야아!”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모두

시간 공부를 마치고 시내로 나오니, 자유당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떼를 지어가는 군

강연장인 수성천변으로 끌려가는 민중들이

중들은 그칠 줄을 몰랐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꽉 차 있었다. 나는 그 길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공청년단의 푸른
깃발이었다. 흥분의 도가니에서 어쩔 줄 모

로 부속고등학교에 가서 평소의 지우였던
최용호(崔龍浩)군을 찾았다.

르는 학생들은, 그 울분을 어디에다 터뜨려

때마침, 졸업식이 끝날 무렵이었다. 최군

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어쩌는

은 벌써 조 박사의 고별의 노래인“가련다

도리가 없었다.

떠나련다 장면 박사 뒤로 두고…….”
란 것을

민주당 노래…….“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부르다가 경찰서에 가서 시달렸다고 말하면

선생 뒤를 이어 장면 박사 뒤에 두고, 조 박

서, 군중들을 수성교로 모는 것을 맹렬히 비

사는 떠나갔네…….”
가 나타날까 싶어서, 학

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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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군과 나, 그리고 같은 대구고교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욕되

윤풍홍군과 세 사람이 대우군의 집으로 찾

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정의를 위해서 싸우

아갔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다가 쓰러지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가? 만약

우리는 자유당 강연장으로 가서 연사들의
열변들을 듣고 시내로 나왔다. 만나는 친구
들마다 풀이 죽어 있었다.

우리가 이 더러움에 굴복한다면 십대의 청
소년마저 죽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시간은 벌써 아홉시가 되었다.

다시금 대우군 집을 찾아올 때는 저녁 일곱

막상 데모할 것을 결정하고 나니, 경북고

시 쯤이었다. 조금 있으니 시내에 갔던 대우

교는 학생이 많고 활약하는 무대가 빤하기

군도 오고, 6·7명의 학우들도 모여들었다.

때문에 일하기가 쉬웠으나, 우리는 단 세 사

그들은 모두 평소에 같이 놀던 경북고교의 전

람이라 퍽 난처했다. 그러나 끝끝내 용기를

화섭, 대구고교의 윤풍호, 장주효와 나, 부속

잃지 않고 생사를 같이하기로 했다. 결의문

고교의 최용호 등이었는데, 모두가 불의의 일

은 두 학교가 같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다

요일 등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

르게 할까. 이 문제에 양론이 분분하다가, 결

히 생각하고 있었다. 장주효는 뒤에서 땅바닥

국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을 두드리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가

그리고 경찰의 제지에 억눌리지 않기 위

흥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모

해서 데모의 코오스는 파출소가 드문 미 팔

두들 끝까지 투쟁할 것에 동의했다. 방안 공

군 사령부 뒷문에 모여서 두 학교가 같이 시

기는 긴장할 대로 긴장해져 갔다.

내로 행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북고교

학교는 제각기 등교시키는 구실이 달랐었

는 교문을 나가서 봉산 파출소를 거쳐 반월

다. 대구고등학교는 토끼 사냥이고, 경북고

당에 모이고, 대구고교는 학교를 나와 큰 길

교는 시험을 치른다고 했다가, 학생들이 떠

로 달려 명덕 로터리를 거쳐 반월당 앞에 가

드는 바람에 극장 구경으로 바꾸었고, 부속

서 두 학교가 같이 행진하면 힘도 더 나고,

고교는 운동시합 등등이었다.

경찰의 제지도 어느 정도 뚫고, 나갈 수 있지

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중학교 심지어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초등학교의 어린 동생들까지도 등교시킨다

그러하면 애로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도

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를 들었을 때, 피가 끓

있는 문제지만, 목표지점까지가 문제였다.

는 젊은이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듣고 배겨

줄을 지어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느냐, 그렇

낼 수가 없었다.

지 않으면 마구 되는 대로 달리느냐. 그밖의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도 무섭다”
는 공자

여러 난점을 두고 우리는 있는 머리를 다 짰

님의 말씀도 있거니와, 사실상 이러한 처사

다. 이윽고 결정을 본 것이 등교시간이 열 두

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어느 역사에서도

시이니까 한 시에 모여서 일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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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토기 사냥을 한다고 운동장에 모일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것이고, 경북고교는 영화 구경을 간다고 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러 대의원 집을 찾

니, 그 때 운동장에 모일 것이므로, 이 챤스

기로 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이 서동활 군과

를 이용하기로 하자. 또한 시간마다 전화로

신의신 군이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일을 하기로

든지 칠십명은 동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들

하자. 구호는,

의 첫째 할 일은 내일 결석생이 없도록 전원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마라!”
등으로 정했다.

출석시킬 일이었다.
간혹 밤중에 찾아 본 여러 친구들 중에는
시골 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는 여간 실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열시 치는 소리를 계기로 해서, 모두 문밖

구동성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데

으로 나왔다. 우리 일행은 경고의 화성군과

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억제치 못할

대고의 풍홍군, 주호군과 나, 이렇게 네 사람

힘이 치밀어 올랐다.

이었다.

그날 저녁 찾아간 곳은 김종하, 최종호(부

지금 이 민족의 실정을 보라! 풀뿌리 나무

재), 공정수 등이었고, 대대장 김정일군의

껍질로 근근히 실낱같은 생명이나마 부지해

집까진 못가고 열한시 반 고동이 울렸다. 현

보려고, 모진 고생을 달게 받으며 세월만 원

민의원이며 민주당원인 임문석씨 집에 있

망하는 농어촌 동포들의 참상을 생각해 볼

는, 우리와 같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동지인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랴!

임용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김정일군

그리하여 일대 경종을 울려 각성을 촉구하

의 집도 잘 모르고 하니 그에게 정일군의 연

자고 몇 번이나 서로 다짐했다. 그리고 한편

락도 부탁할 겸 찾았다. 용대군에게 우리는

술집에서, 당구장에서, 다방에서 흥청거리는

자기 부친과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일부 학생들은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군상

설득하고 협력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들

들이라는 이야기도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

의 하는 일이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을 위해

그뿐인가, 오늘의 자유당 강연장에 모인 군

서는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했다. 통행

중들 중에, 저 경산 쪽에서, 촌에서 인간의

금지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잘

대접은커녕 짐짝같이 실려온 불쌍한 농민들

곳을 찾지 못했으며, 용대군 집에서 머물러

이 다리 밑에서 웅성거리다가, 연단 위에 선

선 안 된다는 것도 느꼈다. 마지막 고동 소리

신사 앞에 늘어섰을 때, 그 신사의 입에서는

가 울렸다. 다시 우리는 대우군 집으로 달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다. 대우군이나 효영군도 모두 잠을 자지 않

사람 옆에 사람 있다.”
고 하는 것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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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은 여태까지의 계획이 급변했

되면 그만이고, 우리들의 빛나는 정신은 영

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데모는 단념하고 학

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진

교에서 결의문만을 읽고 그냥 헤어져버리자

로는 맑고도 밝게 동이 틀 것이다. 그렇다면

고 한다. 주효군과 나는 분개하였다. 변경을

그것은 일차 설계도를 이차 계획으로, 죽지

주장하는 대우군과 계속 관철을 주장하는

않고 나오거든 저 강원도 첩첩 산중에 들어

주효군과는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투표로

가서 괭이 메고 호미 들어 땅을 뒤지면서, 벌

서 결정짓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좀처럼

도 치고, 돼지도 기르고 해서 이 세상에서 찾

결말이 나지 않았다. 내일 낮에 전개될 일을

을 수 없는 낙원을 건설하자고 했다.

생각하고, 교육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노

“가련다, 떠나련다. /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자연히 자꾸

/ 감자심고 수수심는 / 못살아도 나는 좋

만 약해진다. 이제는 대우군도 효영군도 데

아 외로워도…….”

모하자는 데 별 이의가 없었다.

고요히 부르는 노래 소리는 밤의 적막 속
으로 살아져갔다. 한시가 지나고 두 시가 지

날개 돋힌 청운의 꿈을 잡으려고, 허공에

나고 다시 세 시를 쳐도 잠은 오지 않았다.

손을 저으면서 노력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

다시 애국가를 불렀다. 마음 속에는 몇 번이

커다란 명예욕도 도모해 보려는 설계도가 어

나 불안과 초조가 휘몰아치다간 다시 냉정

느 누구에게도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계

해진다.

획이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늦어도 내일 저

그날 밤 같이 잔 사람은 주효, 대우, 효영,

녁만 되면 우리의 생생한 두 손목은 죄인 아

풍홍, 화섭, 준화, 영소 등 제군이었다. 경북

닌 죄인으로 묶여질 것이고, 며칠 후 공판을

고교 결의문을 쓴 하청일군은 한해 선배로

받은 뒤엔 그 결과대로 징역(?)을 살아야 한

서 공납금 관계로 제적되어 있었다. 그는 자

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꾸만 내 마음이 어지

기 집에 갔다.

러워질 뿐아니라, 전 학생의 선두에 서서 내

이윽고 다른 사람은 모두 꿈속에 잠기고

달리고 지휘하고 싶은 생각은 뒤로 미루고,

고이 쉬는 숨소리만 들리어 왔다. 한참 동안

내 알몸뚱이 하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로 결

의 적막이 가신 뒤, 대우군은 진홍아! 하고

심을 하자, 또다시 용기가 되살아 올랐다.

부른다. 내가 대답하니 잠이 오지 않느냐 하

우리는 또 힘 있게 손 잡았다. 대구고교에

는 것이다. 잠이 올 리가 있나 하니, 그러면

는 나와 주효군, 경북고교에 대우군과 효영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한다. 다시금 깊은

군 네 사람이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

생각에 잠긴다. 고요하고 적막한 밤의 정막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학생 전원을 처

을 돋우어주는 시계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벌할 수는 없을 게다. 우리 네 사람만 희생이

네 시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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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는 사람의 출입을 못하게 하도록 했다. 어떠

잠시 눈을 붙이고 난 뒤 잠을 깼을 때는 여

한 사람을 막론하고 열 두시 반까지 나오지

섯 시였다. 우리 일동은 우리가 쓴 결의문을

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다짐을 주어 보냈

가지고 붓글씨를 잘 쓰는 박대근 군의 집을

다. 대근군은 아버지가 교원의 입장인데, 결

찾았다. 우리가 울면서 호소하는 바람에 그

의문을 불태워버렸다고 아버지께 사표를 내

랬는지 그도 감동하여 써 줄 것을 쾌히 승낙

라고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

했다.

었다. 그뿐인가 경북고교에서 시간마다 전

부위원장 이성실군을 찾았다. 그에게 등
교 시간이 민주당 강연 시간과 같은 열두 시

화로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다. 윤풍홍군을 보냈다.

이니, 적어도 열 시까지는 학교 근처에서 대

그러나 대우군도 못 만나고(그때 학교에

의원을 소집하고 결의문을 통과시키도록 부

없었다) 윤종명군을 만났는데, 신통치 않은

탁했다.

답변을 듣고 왔다기에 또다시 당황하지 않

아침은 친구 서선홍군의 집에서 먹는 둥

을 수 없었다. 늘 염려되었기에 내 예측이 맞

마는 둥하고 시내를 휘돌았다. 학교에 도착

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주효군은 분노에 가

했을 때는 벌써 학생들이 제법 모여 있었고,

득찬 얼굴로 욕으로써 그들에 대했다. 부위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원장 성실군과 팔호군을 보냈다. 그러나 돌

데모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은 모두
들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비보

아올 때는 역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며, 학교
는 조용하다고 한다.

(悲報)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부학

나는 다시 생각했다. 문제는 학교 문을 뛰

생들의 얼굴에는 급기야 수심이 서렸고 한

어나와 반월당에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풀이 꺽이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 플랜을 다시 변경했다. 학교 교문을 둘씩

다름 아니고 데모의 결의문을 박대근 군과

둘씩 나와서 반월당 골목에 전부 모이게 하

쓰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탄로되어 빼앗겨

면 가장 힘든 부속고교도 참가하지 않겠는

불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다. 그때 시간은 열

가 싶었다.

시경이 되었다. 시간은 급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이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주
효군도 찬성하고 해서, 작은 문만이 열려 있

나와 나의 동료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냉

는 큰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리고 나는

정을 찾았다. 결의문은 없어도 좋다. 나중에

부속고교로 달려가서 최용호군을 만나자,

적당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것이 밖으로 누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것을 제

설되면 큰 일이었다. 심재태, 최종광, 서선홍

의했다.

군을 시켜 그 집 대문을 지키고 서서, 드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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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불가능했다. 나의 몇몇 부속고교

만한 기쁨을 맛본 적도 없었다. 그냥 학교로

동료들과 앞골목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니,

향해 달렸다. 이원영군이 자전거를 타고 오

그들은 오늘은 불가능하고 이틀 후인 3월 1

면서 학교에는 토끼사냥 간다고 운동장에

일에 크게 시작하자 한다. 만약 계획이 다 틀

모여 있고, 곧 출발할 것이라고 전해줬다.

어진다면 모르되 끝까지 처음의 계획대로

자전거는 내가 탔다. 원영이가 위에서 밀었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

다. 그는 숨이 차서 뒤에 처졌다. 또 다른 학

벌써 시간은 열 두시를 넘어서 일분 일초

생이 밀었다.

가 숨가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나는 같이

나는 무턱대고 페달을 밟았다. 땀은 샘과

간 대대장 김정일군을 반월당 앞으로 보내

같이 솟아 마구 흘러내린다. 머릿속에는 아

서 학생을 지휘하게 하고, 경북고등학교로

무 생각도 없었고, 운동장에 모여서 초조하

갔다. 그 때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는 학생

게 기다리는 학우들의 모습뿐이었다. 또한

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우군은

학생이 뒤에 처졌다. 어쩌면 그렇게도 길이

못나오고 안효영군과 정영소군 등 몇몇 학

험하고도 먼지 모르겠다. 또 한 학생이 밀어

생이 달려 나와서, 경북고교는 도저히 불가

올렸다. 이때만큼 아까운 시간은 없었고, 조

능하다는 것을 표명했다. 왜냐고 물으니 대

바심 나는 적도 없었다.

대장 이중원군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걸어 나가니,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숨

그때의 나의 심정을 무어라 나타내어야

은 턱에 차나, 같이 뒹굴고 자라가는 학우들

좋을는지, 이 둔한 붓끝으로는 도저히 그것

의 모습을 볼 때, 불길처럼 내 가슴이 뛰었

을 다 써 낼 수 없다. 나는 우리 학교만이라

다. 내가 없는 동안에 전교생에게 연락이 다

도 단독으로 강행할 것을 말했다. 정영소군

된 줄 알았다. 다들 나를 보고 늦게 나타났

은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

다고 원망하는 눈초리다. 교단에는 교장 선

든지 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연락해 주기를

생님이 토끼사냥 가는 훈시를 열심히 하고

약속받고, 반월당 가는 합승을 탔다. 모든

계셨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은 허무한 감

“가자!”
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외마디 고

에 맥이 풀려 정신없이 후들거리면서도, 좀

함을 질렀다. 학생들은 일제히 교문을 뒤쳐

더 빨리 달려 주지 않는 합승차를 원망했다.

나왔으나, 선생님 등의 제지로 약 백 명 정도

눈은 충혈될 대로 되어 벌겋게 타올랐다. 반

만이었고, 그 다음은 다시 교정으로 모여들

월당 앞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릴 때,

었다. 밖으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그칠 줄 모

경북고교생이 문을 튀어 나왔다는 연락이

르고 능인고등학교 옆으로, 경북여고 쪽으

왔다. 이제는 됐다. 내가 살아온 중 이보다

로 마구 달렸다. 나는 서라고 손짓을 했으나,

도 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일은 없었고, 그

그들은 가라고 하는 줄로 알고 오히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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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린다. 나는 여기에서 완전한 실패

군 담임선생님이신 H선생님은 시골서 올라

감에 당황했다. 또다시 일어설 기운은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더구나 주모자가 우

도 보이지 않았다.

리였기에, 거의 울상이 되어 얼굴빛은 거의

선생님은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나를 붙
들고 만류하였다. 나는 다시 이차 계획을 세
우지 않을 수 없었다. 약 백여 명은 경북여고

잿빛에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주효군은 목
메인 소릴,
“선생님, 약합니다!”

앞을 지나면서 고함을 지르고는 반월당을

하고 외치는 말에, 악독한 현실을 원망하면

지나 중앙 파출소로 향해 달렸다.

서도 그렇지 않다는 부정을 하느라고 애쓰

김정일, 서동활, 신의신 군이 선봉이었다.
“우리에게 인류애를 달라!”

시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왔다.
주효군은 다시 돌층계 위에서 시선을 뒤

“학생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등의 구

로 돌려“대구고교생들은 다 썩었다!”
하고

호를 외쳤다. 중앙 파출소 앞에서 학생들을

일차 선발대의 뒤를 따르지 못한 학생을 원

잡으려는 몽둥이와, 잡히지 않으려는 학생

망하면서, 목메인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들의 스텍키(토끼잡이용)와의 일대 접전이

럴 때 학생들은 감동의 눈시울이 뜨거웠고

벌어졌다. 경북고교는 경찰관들이 모두 수

한 번 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성교 강연 장소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무사

나는 열렬한 학우는 15명과 의논을 했다.

히 제지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나, 우리 학

철조망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전교생을 데

교의 학생들은 경찰관들이 모두 중앙 파출

리고 나오자고도 해보고, 철조망밖에서 불

소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대 수라장을

러내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하여 저마다 의

연출하였으며, 선발대는 완전히 제지당하고,

견이 구구했다. 이러는 동안에도 다음의 계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방방이 세례에 몸부림

획은 짜여졌다.

을 칠뿐이었다.

우리 학우들은 모두 힘이 세어 보이는 서

학교 안에 남은 학생은 1학년 480여 명과

선홍, 은국웅, 최상훈, 김종대, 최종광 등이

2학년 나머지 학생들이었는데, 내가 일차 계

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 모

획에 실패하자, 장주효군이 우리의 결의문

두들 학생들 속에 있다가 내가 가자! 고 신

을 없애버려서, 경북고교가 채택한 것을 가

호할 때엔 일제히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교

지고 단에 올라 읽다가 몇 선생님들의 제지

문에는 선생님이 서 있다. 선생님은 왜 들어

로 결의문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분한 마음

오는가 묻는다. 이제 다 포기하고 토끼사냥

을 참지 못하고 땅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하

간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조회대 위에

다가, 선생님께 붙들려 층계를 한 발 한 발

서 일장 훈시를 하신다. 나는 선생님들의 만

디디고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주효

류에 울었다. 선생님들은 그 이상 결코 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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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니했다. 뚱뚱한 교감 선생님은 품에

는 것이 남에게 억압을 주어도 되지 않고 억

나를 껴안고 진정하라고 하셨다.

압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지만, 이때 우리

그때 나는 말했다.

가 하급생에게, 같은 학우에게 한 짓은 하등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저렇게 하라

어떤 제약을 받았거나 주었다고는 하지 못

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배우기가 싫어

할 것이다. 이차 계획에 적극적으로 움직이

졌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는 서선홍, 최상훈, 최종광, 은국웅, 민태식

도 좋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다는 것은

제군은 이른 아침부터 승리를 위해 나의 하

저희들의 순진한 감정 속에는 있을 수 없

는 일에 협조라기보다 자기 일에 극히 충실

는 일입니다!”

하였다.

나는 힘껏 주장했다.

어느 새 우리 학우들은 학생들 속에 다 퍼

어느 선생님이고 끝까지 힘껏 붙든다든지

졌다. 교장 선생님은 교단에서 말씀을 계속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한쪽 모퉁이

하시면서 태연한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시는

가 쑥 빠져나간 가대열이 어수선한 학생들

모습이 눈에 환하게 보였다. 내가 학생들 속

은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있었다. 내가

에 들어갈 때 학생과장 선생님이 뒤를 따라

다시 교문을 들어설 때도 나의 정신이란 건

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 달라고 애원하

어떻게 해야, 어떤 수단이라야 성공하겠는

듯 말을 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

가? 학생들은 왜 전원이 선생님이 제지한다

으라고…….

고 해서 교문을 뛰쳐 나오지 못하는가? 얽히

나는 학생들을 뚫고 교문을 등진 서쪽 끝

고 설킨 이해 못할 일차 계획의 실패를 원망

에 가 섰다. 선생님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하면서, 한결같이 흐르는 땀이 눈 속으로 들

물러가려고 하니 인정도 사정도 없는 놈이

어가는 것만을 약간 거두고 있었다.

되었다. 나라고 정든 교정, 정든 선생님들을

그때 나의 뒤에서 등을 치고 무어라고 말

모를 리 없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선생

하는 어떤 누른 빛깔의 코우트를 입은 사람

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역행할 때, 선

이 한분 얼씬했는데, 나의 예감엔 기자가 아

생님들의 섭섭한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닌가고 생각됐다. 그러나 가늘게 스쳐가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일보 건너 선생님이 보

그의 말소리가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실 때, 선생님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 학생들 속으로 들어갈 때 학생
들의 시선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는 커녕
전부가 나에게로 몰려왔다. 나는 낮은 소리
로 눈을 부릅뜨고“이번 까지만 들어라”
하
면서 공갈 아닌 애원을 하였다. 민주주의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약간이라도 그쳐지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때마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은 정치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찬스라고 후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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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리를 바로잡아 힘있게,

에 쥐어준다. 때마침 중앙뻐스가 내려오는

“교장 선생님, 오늘 우리들의 등교가 벌써

것을 세워서 타고 지휘했다. 우리는 남산파

정치도구화된 것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

출소 앞에 도착했다. 나는 결의문도 아무 것

의 말씀 듣지 말고 학우들이여, 가자!”

도 없이 그냥 맨몸이었다. 크게 뭉친 한 떼

고 외쳤다.

가 지난간 뒤에 숨이 가빠서 후둘 거리며 뒤

여기저기서“가자! 가자!”
고 외치는 소리

에 처진 학생들은 자색 방망이 앞에서 쓰러

가 들렸다. 학생들은 무질서하게 일제히 만

졌다. 흰 패트롤 카아는 사이렝을 울리며 달

족한 얼굴들로써 교문을 빠져 나갔다. 이 때

려든다. 불을 끄는 소방차도 그냥 마구 달린

몹시 당황한 것은, 학생들이 교문을 나가다

다. 어디서 나왔는지 정·사복 경찰관들은

가 한 학생이 넘어져서였다. 거기서 연달아

학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행한다. 때로는

넘어지는 꼴을 보고 선뜻 머리에 떠오른 것

꼭 막힌 골목길에 몰아넣고는 후려갈기고

은, 부산에서 시민 위안의 밤을 열다가 당한

수갑을 채운다. 토끼 잡으려고 가졌던 작대

참상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다들

기도 몸부림 속에서 공중에 솟았다. 잡힌 차

일어서서 뛰어갔다. 선생님들은 하도 어이

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깨문 일

가 없는지 우두커니 서 계셨고 교장선생님

도 있었다. 나의 뒤에 따라오던 학생들이 하

이 극히 당황해“욱! 욱!”
소리 아닌 신음을

나 둘 잡혀 가고 도망갔다. 무의식 중에 치

하실 뿐이었다.

는 시민들의 박수 소리도 들려 오고 학생들

한길로 나오니 전체의 질서가 좀 잡히는

을 구호하려고 숨겨 주고 길을 비켜 주고 했

듯했다. 학생들 변두리에는 외래의 제지를

다. 내가 역전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막으려고 비교적 믿음직한 체격을 한 학생

3·40명이 되었다. 학생들이 수성교로 갔다

들이 섰다. 이제는 되는가보다. 한없이 마음

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 기쁘고 정의의 사수에 펄펄 뛰는 젊은 피

이제 우리의 안식일인 일요일을 우리가

들에 감동했으며, 감격 속에 도취되지 않을

가지자 수성교 강연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수 없다. 학생들은 제각기“야!”
하는 소리를

수성교로 종교인은 교회·법당·성당으로

내면서 굴레 벗은 말이 되어 어디든지 힘껏

가라고 말하고 학우들과 같이 합승을 타고

달리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몸이 말을 듣

수성교로 갔다. 삼덕 로터리까지 순경들이

지 알았다. 속은 탄다. 목은 메인다. 다리는

와서 학생을 잡는다. 수성교에선 박 순천 여

후들거린다. 학생들은 나를 부축하면서 달

사가 강연 중이었는데“지금 대한의 아들딸

린다. 나는 넘어지려는 순간 순간을 극복하

들이 순경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에 성원의

면서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였다. 그때 누군

박수를 보내자.”
는 말과 하께 13만 군중들

지 불국사(佛國寺)여행 기념 작대기를 손

이 보내는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들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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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도 목은 마르고 머리는 돈다. 어젯저

알 리가 없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서 시간

녁도 옳게 먹지 못했고 오늘 아침도, 점심도

을 얻어 나의 신변을 걱정하시면서 한숨을

굶은 격이 되니 그리고 온 정력을 소모한 것

쉬었다.

이 며칠간이었으니 배가 고프고 몸이 부서

“선생님, 진정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지금

지는 것같은 것도 당연하리라 나중에 집에

은 기뻐하실 텐데요”

가서 점심과 저녁을 겸해서 밥을 먹었으나

선생님은 나의 굳은 태도를 보고 적이 만

잘 넘어가지 않는다. 몇몇 동료들이 와서 학

족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학교 처벌은 각

생들이 시내에서 붙잡혀 남대구서로 대구서

오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로 연행되고 욕을 당하고 있단 소리를 듣자

“퇴학은 틀림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뛰어나와 전 학생의 고통을 내가 대리

무기정학일 것이다.”

하면 그들은 내일부터 여전히 학구(學究)에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전력을 다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는

“나도 태도를 결정했다. 너의 처벌이 확정

벌써 각오한 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 다면 학교를 나가게 된다면 너의 담임

서 칠성동 파출소를 지나 기차 기관고의 벽

홍변준 선생도 너와 같이 교육계를 물러

돌담을 돌아가면서 무거운 발길을 옮길 때

가려고 결심했다”

짚차가 한 대 어느 새 나타났는지 나의 양복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사의

카라를 억세게 잡더니 옆의 또 한 사람이 팔
을 잡는다. 그와 동시에“잡았다!”
는 쾌감에

눈물이 솟아오른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저는 더 괴롭습니

만족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더 힘껏

다.”

쥐고 짚차에 태웠다. 그 차 안에는 평소에

밖에서 형사가 무정하게 부른다 태연한

늘 존경해 오던 선생님도 계셨다.

태도로 다시 짚차에 몸을 던져 생후 처음으

처음 내린 곳이 칠성파출소였었다. 알고

로 맛보는 길을 향해 갔다. 저녁 놀도 사라진

보니 뚱뚱하게 생긴 사람은 경찰국 사찰계

캄캄한 장막을 뚫고 간간이 크락숀 소리를

공작주임이고, 다른 사람은 국 사찰과 형사

들으며 확고부동한 세계를 찾았다.

였다.

경찰국 사찰분실에선 주효군이 눈을 크게

처음 혁대를 잡고 포켓에 들어 있는 휴지

뜨며 우군도 와 있다. 나는 형사가 인도하는

까지 다 빼앗았다. 그때부터 공작주임은 날

대로 조그마하고 캄캄한 방으로 갔다. 옆에

카롭게 또는 부드럽게 치켰다 내렸다 눈을

서 위에서 밑에서 꽉 억누르는 듯한 공포 속

부릅떴다 하면서 언제 알았는지 우리 학교

에서 켜지는 촛불 아래 나의 담당형사와 마

의 교문에서 두 번째 들어갈 때 등을 두드리

주 앉았다.

며 독려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나는

< 大邱高等學校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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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民主革命 日誌1)
東亞日報 李鋼鉉 記者가“2·28민주운동”발발 이후 전국 30개 중·고등 및 대학교 학생
위원회에 手記를 원고 청탁을 하여 그 중 고등학교 7개교, 대학교 5개교의 원고를 正音社
에서 1960년 7월 10일 발행한『民主革命의 발자취 -全國各級學校學生代表의 手記-』말
미에“四月民主革命 日誌”
가 1960년 2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록되어 있는 데 그 중
4월 26일까지의 내용만을 발췌 정리하였으므로“2·28민주운동”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2월 28일
* 慶北高校·大邱高校生 日曜 登校를 抗議하여 學園의 政治道具化 反對 示威
3월 5일
* 서울에서 一部 學生들이 示威
3월 8일
* 大田高校生들 示威
3월 10일
* 大田商高, 忠州高校, 水原農高生들 示威
3월 12일
* 釜山海東高校生들 示威
* 淸州에서 學生 示威
3월 13일
* 서울에서 散發的 示威
* 烏山商高生 示威
1) 民主革命의 발자취 -全國各級學校學生 代表의 手記東亞日報 李綱鉉 編, 正音社. 1960. 7. 10. pp271~274. 拔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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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 中東·培材·大東·輔仁 및 釜山 學生 一部와 浦項高校, 松都高校生들 示威
3월 15일
* 史上最大의 不正選擧 敢行
* 馬山에서 學生이 主動이 된 激烈한 民主 示威
* 警察 發砲로 死傷者 八十餘 名
3월 17일
* 中央選委 大統領에 李承晩, 副統領에 李起鵬 當選을 發表
* 永登浦 城南高校生 不正選擧 糾彈 示威
3월 18일
* 內務長官 崔仁圭 辭任
3월 24일
* 釜山 市內 三個處서 釜山高校生 等 約 一千名이 不正選擧 糾彈 데모
3월 25일
* 釜山東城高校生들 雨中 示威
4월 6일
* 서울·釜山서 公明選擧推進委 主催 데모 敢行. 一部 市民, 學生 合勢
4월 11일
* 第一次 馬山事件 犧牲者 金朱烈君의 屍體 引揚
4월 12일
* 馬山 市民 및 學生 示威 繼續
4월 14일
* 馬山 市民에 呼應하여 晋州·晋陽서 學生 示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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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 서울서 高大生 三千餘 名 公明選擧·民主逆徒 掃蕩을 외치는 大示威.
4월 19일
* 上午 二時 四十分, 二萬 名 以上의 서울 市內 中·高·大學生이 國會議事堂을 出發,
景武臺 입구까지 前進하였으나, 警察官의 發砲로 七~八名의 犧牲者 發生.
4월 20일
* 上午 零時, 戒嚴司令部는 서울 市內 治安狀態가 回復되어 간다고 發表
4월 22일
* 4·19事態 後 첫國會 開會
4월 23일
* 上午 11時, 張勉博士 副統領職 就任
4월 24일
* 上午 李起鵬氏 副統領 當選을 辭退코 모든 公職에서 隱退하겠다고 發表
* 下午 三時 三十分, 李大統領은 自由黨 總裁職을 辭任
4월 25일
* 民主黨, 李大統領 下野, 正副統領 再選 改憲을 要求하는 聲明書 發表
4월 26일
* 上午 10時 20分, 李大統領은「國民이 願한다면」
① 大統領職을 辭任하겠다.
② 正副統領 再選擧를 實施한다.
③ 李起鵬氏를 公職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④ 內閣責任制 改憲을 하겠다는 談話 發表
* 下午 6時, 李大統領의 下野 談話를 全國에 錄音 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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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革命鬪爭史 -取材記者들이 본 四月革命의 低流-(曺
華永編. 국제출판사. 1960. 7. 25.)에 大邱每日新聞社 全夏
林기자의“二·二八大邱學生 데모 事件을 나는 證言한다.”
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다.

씨(종자)는 대구에서 뿌렸고 열매(결실)

민과 이 보도를 보고 들은 타도(他道)사람

는 마산에서 맺었으며 거두기(수확)는 서울

에 이르기까지 제마다의 쇽크를 안고 묵묵

에서 하였다. 이것은 이번 역사적인 四月 민

히 음미(吟味)하였던 것이다.

주혁명이 성공한 뒤에 생겨난 하나의 속언
(俗言)이 되었다.

이러한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
일까? 사건은 아무런 뒷 탈없이 지났고 그들

거룩한 학생의 피로서 몸서리나는 12년의

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다.

1인독재 李承晩 정권이 붕괴된 이 엄숙한 순
간을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2·28대구학생

사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심지

데모 사건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이제와서

어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휴일(休日)에 학

새삼스리 그 의의(意義) 따위를 따지는 것이

생을 등교시킴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넌센스’
이리만치 당시의 전 국민에게 불문

가…….

의‘쇽크’
를 준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배후 조종자는 없었다
그들의 거동을 식은 땀을 쥐고 걱정하던

이 사건이 일부 관리들의 지나친 충성심

교직원·부형·행정부, 그 밖에 관계되는

에 의한 졸렬하고 비겁한 (3월 29일 자유당

사람들에서 구경꾼에 지나지 않은 일반 시

경북도당 琴부위원장의 성명) 처치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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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민주당의 대구 강연날인 일요일에 있었

가 있었다.

다고 하여 마치 민주당의 강연회에 호응하

3월 3일부터 시작하기로 공표하였던 학

여 일어난 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

기말 시험이 갑자기 28일로 둔갑을 한 학교

르나 그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부르지 않았

등…….

다는 점, 강연회장으로 데모를 이끌지 않았

이날을 전후하여 대구고등학교에서는‘토

다는 점, 참가 학교의 학생은 거의가 관리

끼사냥’
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여자중학교·

및 부유층의 자녀였다는 점, 데모의 산파역

대구여자고등학교·경상중학교·대구상업

인 경북고등학교 학생 李大雨 군은 어떤 정

고등학교·경북여자고등학교·제일여자중

당의 사수나 지령을 받은 일이 없고 카톨릭

학교·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는 운동회·

학생일 뿐 아니라 그 전날(27일)의 자유당

졸업식 연습·보충수업 등의 허울좋은 이름

강연회에 청강한 학생이라는 점-

아래 심지어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형

그리고 경북고교 당국이 3월 3일 데모에

형색색의 명목을 걸고 등교를 시켰던 것이다.

참가한 주동학생들이 스스로 제출한 자공서

이렇게 시험 날짜가 급작스레 변경되자 학생

(自供書) 및 진정에 의한 조사결과 데모는

들은“준비관계로 곤난하다”
,“무슨 이유로

전혀 학생들의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며

변경하느냐”
,“그날이 민주당 강연회가 아니

외부의 정치세력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

냐”
는 등등의 발언을 하며 즉시 학생위원회

하지 못하였다는 발언과 3월 3일 경찰관이

의 소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배우 조종자가 없었느냐”
는 질문에 李大雨

경북고등학교 李大雨 군이 학생위원장 자

군은“그런 소리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고

격으로(위원장은 입학시험차 없었음) 학생

대답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치적인 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학생과장에

후 조종자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게로 넘어간 결재는-교감에게로-교감은

어찌보면 대수롭지 않은……. 그리고 지

소집할 이유 없다고 불허(不許)……. 그러

금까지 수두룩히 있는 일요일 하루의 등교

나 이날 학생들끼리 학생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시가 이처럼 여러 학교의 千여 명 학생
들을 흥분시키고 데모에까지 나가게 하였

一. 일단 三월 三일로 결정된 시험날자를

는지 그 까닭은 교육자나 사회심리학자에

변경한다는 것은 관예상 부당하다.

게 밀기로 하더라도 등교지시를 받은 학생

二. 시험 준비 기간의 단축으로 응시에 지

들 모두가 비교적 지적(知的)인 면에서 판
단력이 높은 학교 학생이었다는 점과 그
때가 마침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一분
이 귀중한 시기였다는 근인(近因)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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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싶지

라”
고 고함을 쳤으나 학생들의 힘은 집단화

않다.

되었다.

五. 어떤 정당의 강연회건 듣고 안듣는 건
학생의 자유다.

“일요일에 학생을 동원시키는 부당한 처
사를 우리는 사회에 널리 알리자”
고 하면서
노도와 같이 교문을 -박차고 삼덕동 우체

이와같이 학교당국에 시험기일 단축 발표
에 불응한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27일 학교측은 절충안도 폐기하고 일요
일날의 시험을 재차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을 거쳐- 반월당 대구매일신문사 앞을
통과하여 대구역으로 구호는 <횃불을 밝혀
라 동방의 빛들아>하고 외치며 물결처럼 쏟
아져 나왔다.

데모론이 태동되었고 이에 당황한 학교측은

한국은행 앞에서 역전으로 가지 않고 도

시험을 중지하고 영화 감상이라는 새 방안

청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도학무과 당무자

을 내세웠으나 학생들의 흥분은 마침내 격

들에게 그들의 뜻을 먼저 시위하자는 누군

화되어 데모로써의 투쟁이 성숙된 것이다.

가의 제안하였다고 후일에 들었다.

그날 하교 때 이대우 군은 몇몇 학우들과

한편 대구고등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은

만나 숙의하는 한편 공납금 미불로 퇴학한

교직원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역시 반월당

하청일 군에게 결의문의 초안을 의뢰하고

을 거쳐 대구매일 앞을 통과 전동 골목길에

대구고등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대

서 급거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완전히 좌

표들과 자기집 냉돌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절되고 있을 때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

데모결행의 여부를 토의하였다.

생들은 교직원들의 철통같은 감시로 밖에

28일 하오 1시 이대우군이 교문에 들어섰

나오지 못하고 2시부터 본관 2층에서 농성

을 때 이미 학생들의 데모 기운은 무르익은

7시까지 취식도 거부하다가 학부형들의 권

후였다. 여러 학우들이 어쩔 작정이냐고 달

유로 운동장까지 끌려나와 하오 8시경 3백

려 들었다. 흥분의 도가니로 화한 학생들은

여 명이 한데 뭉쳐 삼덕동 우체국을 지나

이구석 저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법원 옆을 거쳐 대구매일 앞까지 행진하였

이때 결정적으로 자극을 준 것은 대구고등

다. 대구매일 앞에 이른 학생들은“부고는

학교 학생위원장의 내교였다. 그는 우리는

비겁하지 않다”
,“이유없는 일요등교는 한

이미 교문을 나섰다고 말을 하자 많은 경북

사코 반대한다.”
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고교 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감행하다가 출동한 경찰대에 의하여 7·8

李大雨 군은 미쳐 정서(淨書)도 되지않은

명은 연행되고 나머지 데모대는 해산당하

결의문을 들고 단상에 올라섰다. 이 기세를

고 말았다.

알아차린 교사들은“1·2학년별로 집합하

이밖에 경북여자고등학교와 대구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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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여학생들도 합세하여 덕산동을 거쳐

경북고교생 수백명이 데모

반월당을 지나 수성교 쪽으로 행진하였으나

2월 28일은 하오 2시부터 민주당 부통령

경찰관의 제지로 일부가 연행되고 삼덕동

후보 장면(張勉) 박사 일행이 내구하여 대

우체국 앞에서 거의 해산되고 말았다.

구시 수성천 변에서 3·15 선거유세를 한

이튿날인 29일 학교의 주변은 정·사복
경관이 배치되어 어수선하기 비할 데 없고
침통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대구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경북

날이였다.
이날 하오 1시 5분경 시내 대봉동 경북고
등학교 학생 약 600명은 시내로 몰려나와
떼를 지어 중앙통을 거쳐 도청광장에 돌입.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았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 민주주의를 살

다는 소식을 듣고 동정시위의 기세를 보였

리며 학원내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

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라.”

이날 상오 9시가 넘어서 1·2학년 학생들

는 요지의 구호를 외쳤는데 하오 1시 30분

은 동정데모를 결의하고 동편·남편의 담을

부터 경찰은 이들 학생들의 체포에 나섰고

넘어 삼덕로터리에서부터 시위하려다가 경

상호간에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다.

찰관과 교직원에 의하여 20여 명이 겨우 담

이날 영화 관람을 이유로 등교를 하여야

을 뛰어 넘었을뿐 제지되었으며 이 바람에

했던 학생들은 하오 1시 5분쯤 해서 돌연

부록크로 싼 담벽이 15미터 가량 무너지고

교문으로 쏟아지기 시작 덕산동 반월당으

말았다.

로 내리 쫓으면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리하여 2·28대구학생데모 사건은 마

하였다.

침내 3월 15일 제1차 마산사건을 유발하였

하오 1시 25분 경북도청으로 밀려든 학생

으며 4월 11일 제2차 마산사건으로 화하였

들은 전기한 바와 같은 구호를 부르짖으며

고 4월 18일 고려대학사건에 뒤이어 4월

“자유를 달라!”
고 외치고는 도청을 벗어나

26일 민주혁명의 결실을 보았던 것이다. 학

대구시청 쪽으로 향할 때 경찰은 이를 제지

생들의 의거가 백천간두에 서 있던 조국의

하고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운명을 건져 우리는 여기 엄숙하고 성스러

하오 1시 25분 경북도청 광장에서 선언문

운 조국인 민주대한에 제2공화국의 여명을

을 낭독하고 모두 모자를 벗고“역으로 가

보게 된 것이다.

자”
는 구호와 함께 도청 정문으로 쏟아져 나

이하는 학생의 고귀한 피로 이룩한 4월혁

왔다. 고함소리에 뛰어 나온 정·사복 경찰

명의 기초가 되었고 모체가 된 2·28대구학

관들은 문을 닫고 이들을 제지하려 하였으

생데모 사건을 당시의 취재 메모에서 점철

나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학생들로 문이 열려

하여 보기로 한다.

밀리고 덮친 가운데 이들이 가졌든 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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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옇게 정문 앞에 떨어졌다. 이어 이들은 떼

사시에 대비하여 2대의 소방차(탱크차)를

를 지어 시청으로 향하였다.

동원하고 경북도청에 대기시켰다. 이날 김

좁은 도청 정문에서 체포하려는 경찰관과

경북고등학교 교장은 아직 학생들이 무슨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이 엎치고 덮치는 바

이유로 도망쳤는지 모르겠다. 오늘 등교시

람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학생이 나고 경찰

킨 이유는 평소에 영화관람 등에 소홀하였

관들은 이들 학생 3ㆍ40명을 현장에서 체포

기에 일요일을 기해서 영화 구경을 시키려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북고등학교 1학년 2반 남군(17세)은
도청문을 나오려다 얼굴에 부상을 입고 인

백여 명을 검거

근 白외과병원에 입원되었다.

28일 하오 3시 경북경찰국장 이정호 씨는

이를 막으려는 경찰은 지나가던 경북 영

이날 하오 도청에서 일어났던 경북고등학교

765호 추럭을 경북 문화학원 앞에 세우고

학생들의 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

10여 명을 올라 태웠으며 여기에서도 약

상을 발표하였다.

20여 명의 학생이 붙잡혀 지나가던 차에 태
워졌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이날 학교당국에서는
영화를 관람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을 등교

잠시 흩어졌던 이들 40여 명은 동인동 도

시켰는데 이날 학교에 모인 약 200명의 학

지사 관사 앞에 다시 모였다. 이때 시각은 1

생은 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李大雨(2

시 30분 李시장과 吳지사도 현장에 나왔었

학년, 18세)가 주장하는“일요일에 학생을

다. 이때 이들은 여기에서 스크람을 지어 전

등교시키는 폐습을 사회에 반영시키자.”
는

국립극장 쪽으로 행진을 하였는데 연락을

말에 동조하여 도청 광장에 밀려들어 시위

받고 달려온 남대구서의 사찰계장과 정·사

를 하였다. 경찰에서는 군정 법령에 의한 무

복 형사들이 학생들을 붙잡는 쪽쪽 백차에

허가 집회·시위규칙에 의하여 약 100여 명

실어 남대구서로 데려갔다.

의 학생을 검거하고 배후와 주모자를 색출

이때 이들은 어떻게 자기학교 교사를 발

하고 있다.

견하였는지“선생님! 선생님도 같이 갑시

검거된 학생들은 주모자가 밝혀지는 대로

다.”
고 선생님의 옷을 움켜잡았는데 경찰관

곧 귀가 조치할 것이며 주모자는 신분이 학

은 이들을 백차에 그냥 올려 태웠다. 경찰서

생인 만큼 학교와 그들 부형에게 인계하여

로 연행되지 않은 몇 명은 경북 무도관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할 작정이며 부상당한

붙잡혀 차에 태워가고 나머지는 석방하게

학생들은 곧 치료하여 귀가시킬 것이다-라

되었다.

고 말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경북경찰국에서는 유

한편 남대구서 수사형사 집에는 대구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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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 20여 명과 경북고등학교 학생 40

토끼사냥 등을 이유로 거개가 등교를 시켰

여 명을 연행하여 그 중 주모자를 찾아내고

던 것이다. 그리고 다대수의 초등학교까지

있었다.

도 아침부터 평상 상태로 수업을 하였다.
그런데 등교명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고교생의 시위는 좌절
28일 하오 1시 40분경“토끼사냥”
의 명

대구여중 : 체육회·영화상영 및 사친회

목 아래 등교한 대구고등학교 1·2학년 약

대구여고 : 졸업생 송별회·무용 발표회

400명은 학교당국의 하교(下校) 만류 지시

경북고교 : 보건, 음악, 미술, 실기시험, 영

를 무시하고 단체로 경북도청으로 향하던

화관람

중 시내 전동 골목길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경상중학 : 졸업연습

출동한 경찰국 경비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

대구상고 : 졸업생 송별회

지되고 해산하였다.

경북여고 : 별 이유없이 12시까지 등교

이날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은“토끼사냥”

제일여중 : 임시수업

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당국의 등교 지시

대구고교 : 토끼사냥

에 따라 12시 30분까지 등교하였다가 하

대구공고 : 학교자체의 행사

교를 만류하는 교사들의 지시를 무릅쓰고

각 초등학교 : 보충수업 및 기타

일요일에 등교하게 한 이유를 도학무당국
에 문의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경북도청

국내외에 반영

으로 가는 도중 경비 경찰에 의하여 제지된

끝으로 이 사건은 국내외에 커다란 반영

것이다.

을 던져주고 말았다. 전국 각지에 널리 보도

이들 대열이 경북도청으로 가기 위하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동아일보사는

대구매일신문사 앞을 지나 전동 골목길에

현지에 기자를 특파시켰고 VOA(미국의 소

이르렀을 무렵 이 사실을 탐지하고 출동한

리) 방송은 29일 아침에 벌써 이 사건을 보

경찰관들과 마찰을 일으켜 한 때 전동 골목

도하였으며 AP통신도 이것을 상세하게 취

길은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급하였다. 전파를 타고 지구를 돌았으니, 이
사건은 누가 당시 싫어하든 말든 단연코 하

“토끼 사냥”
,“체육회”
로 일요일에 등교

나의 국제적 뉴스로 화하였다.

일요일인 28일의 대구 시내 각급 학교는

문교당국이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한다.

대부분이 학생들을 등교케 하였다. 어떤 학

치안국장이 비행기로 온다하여 배후 조사

교는 아침부터 체육회를 열고 있었고 학교

를 한다고 서둘렀다. 자유·민주 양당이 각

에 따라 졸업생 송별회·사친회·임시수업·

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구의 일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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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이 그 사설을 통하여 중대한 관심을

은 당일이 때마침 민주당 선거강연과 시간

표명한다-하는 것도 광주 학생사건 이후

을 같이 한만큼 이것은 학도들의 강연 청취

처음 있는 일이고 보면 미상불 무리 없는

를 저지하기 위한 일부 관리의 충성심에 지

일이리라.

나친 졸열한 처사이며 자유당의 위신을 추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9일 하오 시내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비밀리에 소집하

락시킨 공무원은 자유당 정부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 28일의 데모사건 이후의 각 학교 학생들

또한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민주당 강연

의 동향에 관한 보고 및 3·1절 기념식에 따

청강을 방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일요일

른 학생들의 동요를 방지하는 방도 등을 지

에 등교시킨 처사는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

시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는 각 학교별로

구화하려는 당국의 불법 처사에 반항하는

거행하기로 작정하고 일절 학생들의 교외

정의의 호소에 반성·회개하여야 된다고 말

행동을 경계 감시하였다.

하였다.
3월 2일 이승만 대통령도 최 내무와 최 문

일요등교는 비열한 처사

교 장관을 불러 일요등교 지시는 잘못된 짓

자유당 경북도당 금용국 부위원장은 민주

이라고 꾸짖었다고 하였으며 AP보도는 다

당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가

가올 3·15선거전에 있어 자유당은 매우 위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학원의 자유를 위한 숙

신을 잃은 것 같다고 논평하였던 것이다.

화운동이 아니고 정치적 데모로 단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일요등교를 지시한 것

※ 필자 : 대구매일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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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9주년 기념 좌담회 2)
-「2·28학생의거」민주운동의 시발 민주화열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즈음, 해방 후 민주운동의 시발이었다 할 2·28대구학생운동의 주역들이
만나 참담한 시절. 젊은 피로 뭉친 그 당시의 역사적 증언을 통해 2·28의 참 정신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
기며 오늘에까지 맥맥이 내려온 그 정신을 재조명해 본다.

좌담회 참석자
孫晋洪(당시 大邱高 운영위원장, 現 필진통상 대표)
李大雨(당시 慶高 운영부위원장, 現 부산대 교수)
崔龍浩(당시 附高위원장, 現 경북대 교수)
사회 金豊三(本社 논설위원겸 편집부국장)
整理記錄 李泌東 文化部長, 金善王 記者

사회 : 2·28학생의거는 민주운동의 시발로 그 시대적 배경과 정신, 4·19와의 관계를 재정
립해 봄으로써 오늘날 후배들에게 그 뜻과 의미를 올바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2·28의거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때의 순수한 의미와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당시 주역이었던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孫晋洪 : 해방 후 왕정에서 민주체제로 넘어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앞서가고 있었다. 민주화
의 과정에 왕정과 괴리가 있었으며 그 당시 정부의 공권력은 공무원·교사·군인·경찰 등
곳곳에 미쳐 있었다. 대학생들도 적은 숫자로 민주화에 대한 저항은 버려진 상태였다.

2)「慶北日報」198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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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수성천변에서 야당의 장면후보연설이 있을 예정이라 이곳에 참석을 막고자
일요등교를 시키자 이에 대항하여 당시 고등학교 학생간부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던질 각
오로 분연히 일어선 의거이다.
崔龍浩 : 50년대 정치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이 3선 된 후 이기붕, 장면 두 사람의 부통령선거
를 앞둔 상태로 독재정권의 마지막 발악시기였다.
이기봉 후보가 연설할 때는 청중들을 동원하기 위해 직장과 공무원은 일찍 일을 마치게
했으며, 장면 후보가 연설할 때는 적게 모이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참석인원
을 줄이려 했었다.
학생들에게도 1시까지 등교하도록 지시하여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자 의연히 이를 박차
고 일어나 독재권력에 항거하는 데 앞장섰다.
李大雨 : 2·28에서 4·19가 성공하기까지는 부패에 대한 투쟁으로만 보면 역사의 단절이
될 수도 있기에 배경과 동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전모의자와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낭독한 사람, 앞선 자는 모두 다르나, 대체로 농어촌
출신들이 주역이었다.
혁명적 행동세력은 반드시 어떤 세력이 타세력과 동맹을 맺어야 되며 농촌출신이 주로
앞장서 도시학생을 규합해 연합적으로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농민운동은 9세기 초부터 있어 개인별 반항이나 저항이 점차 확대되어 홍
경래난·동학혁명이 최대의 농민혁명으로 3·1운동을 거쳐 광주학생의거에까지 미치고
있다.
갑오개혁은 계급타파가 주된 성과로 농민들도 자식을 공부시키면 출세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싹터 교육열이 높아졌다.
교육을 시키려 이농현상이 일어나 도시 변두리에 살면서 노동자가 되었고, 아들·딸들
은 잘 사는 이들이 주로 고리대금업자거나 자유당과 빌붙은 자로 자신의 부모와 비교하게
되었다.
당시 보안법 파동, 2·4파동 등 이승만은 국민의 목을 죄고 있었으므로 학생간부들은 사
회정의의 실현을 생각하고 문제의 기회만 주어지면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회 : 독재정권의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불만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이 짐작간다고 보며
민족의 恨이 해방 후 최초로 학생들에 의해 자유의 외침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되어야겠
습니다.
2·28학생의거를 성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여 의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
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2010 2·28의

_ 95

1960년 2·28 학생 데모 관련 기록

孫 : 주동이 고등학생으로 당시는 대학생의 수가 적었고 고등학생이 현재 대학생의 역을 해
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자유의지는 구호 속에만 있었던 그때의 정의 실현은 사면초가였었지만 단순히 고등학
생의 의거라기보다 대구의 知性이 했고 市民이 했다. 大邱시민 전체에게 그 의거의 분위기
가 되어 있었다.
李 : 특이한 것은 당시 세대논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대학생 형들이 죽었다는 고등학생들의
불신은 극도로 높아졌고, 기성인들의 무기력함에 불만이 쌓여 있었고, 우리가 해야만 국가
가 부흥할 수 있다는 예언적 생각들이 있었다.
崔 :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시험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1959년 여름 慶北도내의 고등학교 학생간부 연수회가 포항해변에서 열렸었고 그때부
터 연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돌아와서도 자주 모였고 대학생은 못 믿겠다, 우리가 정
의실현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다짐했었다.
慶北高가 2월 28일 등교한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으며 大邱高와 師大附高 등은 27일 통
보되었다. 李大雨, 蔣周孝 집에서 자주 모여 의논하게 되었다.
孫 : 大邱高의 손진홍·장주효, 慶北高의 이대우·전하석·하청일, 師大附高의 최용호씨 등
이 주로 앞장섰었고 모의했다.
李 : 경북고는 25일 일요일 등교사실이 알려지자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교실마다 토론이
있었다. 담임선생이 통고하자 2월 28일 연설에 못 가게 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었다. 이
유는 기말시험을 친다는 것이었다.
孫 : 3학년은 대학시험 관계로 없었다. 대구고의 경우 담임이 토끼사냥을 간다며 일렀으나, 2
월 28일 연설 참가 저지를 눈치채고 등교를 거부키로 결정했었으나 다시 2월 28일 데모
할 것을 결정, 다른 고등학교 간부들과 의논한 후 저녁에 밥을 굶으며 일일이 학반의 간부
와 학생들을 찾아 다니며 등교할 것을 알렸다.
崔 : 모여서 사전협의 때 우리들은 불안했었다. 1시간마다 연락하기로 의논하고 반월당에 모
이기로 했다. 불안하여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유명했었던 것이 가사 바꾸어 부
른 개사곡「유정천리」
가 있다. 그 노래는 그 당시 동아일보 휴지통에 기사화되었고 대구의
고등학교와 학생들에게 급속히 퍼져 전국적으로 알려졌었다. 죽을지 감옥에 갈지 혹은 못
돌아 올지도 모른다며 노래를 불러 마음을 안정시켰다.
사회 : 大邱는 2·28을 계기로 민주주주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민주주의 진원지가 되었던 당시 2·28의거 상황은 학교별로 어떻게 진전되었
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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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 慶高는 1시에 교정에 모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저 언
덕을 넘어서」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러간다고 회유했다.
선생님들이 나오기 전에 안효영과 나는 교단에 올라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반월당을 거
쳐 도청으로 향했다. 전화로 연락하기로한 약속은 상황적으로 지켜질 수 없었으며 그때 김
현규·이호영·김규성 선생님 등의 고무적인 격려가 있었다.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 대구고 손진홍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대구상고에 동참할 것을 외치면서 반월당을 거쳐 도청에서「도지사 나오라」
고 고함치다가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거나 도망쳤었다.
孫 : 서로 사전 연락을 약속했으나 전화가 안되어 고립된 듯한 외로움을 느껴 김경렬군은 경
고로, 이성실·장주효군은 사대부고로 파견했다.
나도 화가나 자전거를 타고 부고를 가니 농성 중이었고, 경고에 가니 선언문을 낭독하고
절반만 밖으로 나와 교단에 올라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崔 : 하루 전에 등교통보로 사전에 간부들의 충분한 토의가 없었고, AP·UPI에 연락하자는
친구와 의논했고, 28일 아침에 학생회를 소집하여 농성만 하다 늦게 참가하여 합류했다.
그때 대구상고는 담을 넘거나 뭉개고 나왔으며, 경북여고는 남대구경찰서 앞에서 거의
연행되었다.
사회 : 2·28의 근본정신은 어디 있었다고 보는지요.
孫 : 학생들은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학교에서 공부했다. 해방 후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자란
2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독재권력에 대항 못하는 기성인을 불신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생각으로 공권력에 도전했었다.
시민의 심리적 성원을 받아 학생과 마음이 하나된 저항운동이었다.
崔 : 불의에 대항한 민주화의 저항정신이다. 학생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고자 했고 경제적으
로 빈곤에 대한 대항도 있었다.
李 :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닌 녹색봉기적 성격이다. 그때 구호가「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
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등 조국의 영원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국제정세 속에 아시
아의 깜감한 밤하늘에 횃불을 올린 민주주의 의거였다.
사회 : 3·1운동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번졌다면 2·28의거는 지방에서 서울로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8과 4·19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요.
孫 : 2·28과 4·19는 같은 맥락이다. 4·19는 2·28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崔 : 2·28의거에도 정치인의 반성이 없자 4·19가 일어났으며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자극시
켜 4·19로 2·28의거를 마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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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 자유당의 억압구조에도 2·28이 없었다면 4·19가 없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17·
8세의 연령이 잠자는 지식인을 깨웠다.
사회 : 4·19세대는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2·28주도세력은 거의 정치인이 없는 이유가 있
다면?
孫 : 조국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민족, 민주운동으로 민주정신으로만 가득 찼었다.
李 :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2·28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의 시민
정신이 된 2·28정신을 방치시키지 말고 후배들에게 심어 주는 시민운동으로 연결시켜
야겠다.
2·28은 민주·민족운동의 기본정신에서 출발했다.
사회 : 최근 2·28학생웅변대회나 2·28동지회 등이 2·28을 대표하고 나서고 있는데 혹시
2·28이 특정 정치인에게 이용되거나 잘못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孫 : 2·28은 시민정신의 발로이며 학생들이 일어나 전국으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어준 의
거로 개인적으로 이해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2·28세대를 자처하거나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주체자들이나 시민들
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생각과 행동이다.
崔 : 당시의 참여인이나 그동안 2·28의 주체세력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라도 주체자들이 나서 2·28 30주년을 맞아 재조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한다.
2·28기념탑도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광장을 꾸
미고 기념관을 세워 정신을 계승하여야 될 것이다.
李泌東 文化部長 :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순수운동이었던 2·28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작업은 당시 주체적인 당사자가 해야만 한다.
2·28기념탑을 두류공원광장으로 옮기고 2·28기념광장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어 그
정신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체자들이 소극적일 때 엉뚱한 사람들이 사사로운 목
적에 이용될 수 있기에 이에 쐐기를 박고 2·28정신이 순수하게 승화되어야 한다.
李 : 2·28세대의 주역들은 오히려 말하는 것을 삼가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나마
올바로 대구시민의 긍지가 살아나도록 해야겠다.
사회 : 2·28정신을 심는 데는 어떠한 단체나 정치인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렇다면 30주년의 기점을 맞아 반성의 의미로 주체들이 앞장서 이를 계승하고 전수할 구체
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孫 : 간단히 접근하기는 어렵다. 전체시민의 우러나오는 생각들이 정립되어야 시민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2·28에 한해 대구시민에게 이야기해 보고 나아갈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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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29주년 기념 좌담회 |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李 : 2·28탑을 옮기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자. 프랑스 같은 데는 도로와 건물을 옮길지라도
기념비적인 것은 보존한다. 부산의 안락동 충렬탑은 부산교통의 방해가 되지만 누구하나
옮기자는 의견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에 죽어가는 大邱
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각시켜야 되겠다.
사회 :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李 :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시민들의 충분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우선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정신을 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李 : 2·28기념탑이 학생데모의 의미를 줌으로 당국이 옮길 찬스를 노리다가 시민들이 교통
방해를 내세우자 장소를 갑자기 옮기려 하고 있다.
李泌東 :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 바라보고 내용을 볼 수가 있도록, 그리고 탑을 어루만지며 의
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참 민주주의를 꽃피운 2·28정신을 계승할 수 있기에 2·28탑을
두류공원에 옮겨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토론하며 기념관에서 언제든지 그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崔 : 그렇다. 탑만 옮긴다면 의미가 없다. 더욱이 교통해소를 위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2·28정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다.
사회 : 끝으로 2·28사건, 2·28학생운동, 2·28대구학생운동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통일된 명칭이 있어야겠습니다.
李 : 2·28이 어느 특정 학교에서 발생된 것처럼 호도된 적도 있다. 2·28을 축소하거나 어느
특정인이 한 것이 아니기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그 명칭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李泌東 : 탑 건립, 명칭 확정, 모금 등 사업내용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포지엄을 갖고
30주년이 될 때는 그 모습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사회 : 2·28의거는 깨끗한 의미가 있고 2·28학생운동은 웬지 복합적이다. 진정한 참뜻이
모아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분명해지리라 여겨지며 아무튼 그 2·28 29돌을 맞아 당시 주
역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들이 재조명되어 대구가 민주주의의 産室임이 역사 속에 되살아
나야 겠습니다. 서울·부산 등 멀리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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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2·28대구민주화운동 50주년
< 대구일보 2010. 3. 1. (23면) >

김 풍 삼
대구일보 고문

어제가 2·28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투표함에 넣는 조직적인 부정선거와 개

50년 전 경찰관이 휘두르는 곤봉을 피해

표시에는 갑자기 고의적으로 전기불을

중앙로를 달리면서“횃불을 밝혀라, 동방

정전하여 어두운 틈을 타서 투표함을 바

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고외

꿔치기하는 올빼미작전, 피아노·쌍가락

쳤던 고등학생들이 일흔을 눈 앞에 둔 할

지표로 당선 유력한 야당후보의 지지표

아버지가 되었다.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를 무효화시키는 등 부정개표가 전국 곳

느끼게 된다.

곳에서 일어났지만 대학생들과 기성인

2·28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진원

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震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민주주

이와 같이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부정

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데모는 대구 2·28

과 불의에 침묵하고 있을 때 대구의 어린

학생 시위가 최초였기 때문이다. 50년대

고등학생들이 용기있게 정의를 요구하면

후반 이승만(李承晩)정부는 각종 선거 부

서 민주화로에 불을 지핀 것이다. 대구에

정에 얼룩진 독재정부였다.

서 지핀 이 불은 마산의 3·15와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는 3인조·9인조로 나
누어 투표한 내용을 조장에게 공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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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로 확산되어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
너뜨린 발화점이 된 것이다.

| 2·28대구민주화운동 50주년 |

대구 고등학생들이 이 얼마나 장한 일

결정하고 나니,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가

을 해 낸 것인가. 이처럼 역사적인 일에

숙연해지더라고 했다. 28일 거사를 하고

고교 재학 중 참여했던 이해봉(李海鳳)

나면 학교에서 퇴학은 물론 감옥에 들어

국회의원이 의원 123명의 동의를 받아

갔다 나오면 무엇을 하고 살아 갈 것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했다고 했다.

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

이런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그

었다. 이제 2·28대구 민주화운동이 50

때 유행하던“유정천리”유행가를 불러

년만에 3·15와 4·19와 함께 비로소 법

서 모두 따라 불렀다고 했다. 감옥에서 나

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오면 전과자가 되어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으면 유행가 가사처럼 강원도 두메산

세상을 떠난 2·28의 두별

골에 들어가서 감자 심고 수수 심어 살자
고 노래한 것이다.
이대우 학생은 28일 경북고 학생들과
함께 경북도청으로 달려가 도청단상에
올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그는 2·
28 1세대들과 함께 대구학생민주의거

故 孫晋洪

故 李大雨

2·28을 사전에 계획하고 당일 교사

정신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기념사업회
를 조직하고 기념탑 건립과 2·28중앙
공원 등을 세우는 데 온 힘을 모았다.

들의 완강한 만류를 뿌리치고 이를 결행

그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나면서 서

하는 데 앞장을 선 잊을 수 없는 별들이

울 수유리 4·19묘지에 그의 흔적을 남

있다.

겼다. “2·28이 없었으면 4·19는 없었

당시 이대우(李大雨) 경북고학생회 부

다.”
는 평소 그의 주장처럼 2·28과 4·

회장과 손진홍(孫晋洪) 대구고등학생회

19의 역사적 끈을 단단히 동여매어 놓

장이다. 이들은 아쉽게도 지병으로 이미

고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세상을 떠났다. 이들이 생전에 전하는 말
에 따르면 27일 이대우 학생집에서 대구

터질 듯한 가슴으로

고·경북고·부속고 학생간부 7~8명이
모여 일요등교의 부당함에 격분하고 28

손진홍 학생은 27일 밤 대구고등 학생

일 시위할 것과 당일 거사 계획 구호 등을

회 간부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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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행을 알렸고, 28일 오전 9시 등교하여

이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가

각 학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북고

는데 뒤에서는 친구가 자전거를 밀었고

와 부속고교에 대구고교생 2명을 파견

그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 자전거 폐

했다. 그 결과 경북고와 부속고교에서는

달을 힘들게 밟았다고 했다.

교사들이 완강하게 학생들의 데모를 저

지금 생각하니 그는 그때 다급하고 터

지하기 때문에 교내에서 선언문만 낭독

질 듯한 가슴으로 새로운 민주의 역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자 그는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병으로 지난

자전거를 타고 직접 부속고교와 경북고

2001년 세상을 떠나기 전“2·28은 어

교를 돌며 당초 계획대로 결행할 것을

떤 특정 고등학교에만 국한할 것이 아나

독려했다고 했다.

라, 당시 대구학생 모두와 대구시민의 뜻

그가 이날 부속고와 경북고를 거쳐 학

이 하나가 되어 이룬 것이라고 기록되었

교로 돌아올 때 남문시장에서 대구고까

으면 한다.”
고 늘 말했다. 그는 그의 호

지는 비포장도로로 겨우내 언 땅이 녹아

독봉(獨峯)처럼 우리나라 민주역사에서

질퍽하여 자전거 바퀴가 구르지 않았다

하나의 값진 봉우리를 마련한 후 지금 고

고 했다.

향마을에서 외롭게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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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기념사업회의
주요 활동 내용

1960.

2. 28.

2·28대구학생민주의거(3·15의거, 4·19혁명의 출발)

1961.

4. 10.

2·28민주의거 기념탑 건립(시민성금, 명덕네거리)

1990.

2. 2.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발족

2. 28.

2·28민주의거 30주년 기념행사,
2·28 기념탑 두류공원 이전(제막식)

1991.

2. 21.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 장주효 취임

1995.

2. 28.

2·28제35주년기념식, 심포지엄 개최
『2·28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대구문화예술회관)

1997.

2. 25.

2·28민주의거 37주년 기념문집 발행

1998.

2. 24.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제2대 회장 최용호 취임

1999.

2. 28.

2·28민주의거 39주년기념식,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40주년 특별기념사업 선언

6. 22.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창립 총회(대구문화예술회관)
공동의장 : 문희갑(대구광역시장), 최용호(경북대학교 교수)

2000.

2. 25.
11. 29.

“2·28민주운동사”
(전3권) 출판 기념회 및 국제 학술 대회(동대구H)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설립
(공동의장 :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제3대 의장 홍종흠)

2001.

1. 5.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법인등록(176321-0000455)

1. 17.

2·28민주포럼 창립(대구은행)

2. 28.

2·28 가칭 2·28 공원 기공식(구. 중앙초교 운동장)
2·28의 회보지“횃불”창간

6. 29.

제1회 2·28대구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대구은행본점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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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2·28 공동의장 취임

2003.

1. 18.

제4대 공동의장 이완식 취임

5. 23.

제7차 21세기민주포럼 개최

2004.

4. 1.

2005.

1. 26.

제5대 공동의장 김정길 취임

2. 28.

김윤식(金潤植) 시비 제막「2·28 기념공원」

12. 30.

「2·28기념 중앙공원」개장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에 관한 조례 공포
(대구광역시조례 제3748호)

2006.

7. 1.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2·28 공동의장 취임

2007.

1. 24.

제6대 공동의장 류진춘 취임

5. 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기념 대구시립국악단공연(경북대)

1. 22.

제7대 공동의장 안인욱 취임

3. 6.

2·28 법인사무실 이전(대구광역시 중구 남문3길 6, 남산1동 843번지)

6. 24.

2·28대구민주운동글짓기공모시상식(대구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9. 25.

제8차 2·28민주포럼 개최(대구은행)

2009.

12. 29.
2010. 1. 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0년도 정기총회(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 4.

2·28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0007호)

2. 28.

제50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2. 28.

2·28민주운동 초·중·고 보충교재 발간

104 _ 2010 2·28의

특별기고

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님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조선 침략

지

의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고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旅順) 감옥

에서 순국(殉國)하신 날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 의사님은 1879년 9월 2일 순흥(順興) 안씨(安氏)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26대손이요, 부 안태훈과 모 백천조의 3남(중근, 정근, 공근) 1녀 중 장남으로 황해
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 광석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의사님과 부인 김아려(金亞麗) 사이에 2남(분도(우생), 준생), 1녀(현생)을 두
었습니다.
안 의사님의 가슴과 배에 검은 점 7개(北斗七星)가 있어 안응칠(安應七)로 불리었
고 뤼순 감옥에서 안응칠로 쓰여진 임시 수형 리본을 왼편 가슴에 달았습니다.
또한 왼손 약지(藥指)의 단지(斷指) 흔적은 고래로 암살(암살)의 맹약(盟約)을 할
때 무명지를 절단하는 관례에 따라 1909년 동지(同志) 11명과 죽음으로써 구국투쟁
을 벌일 것을 손가락을 끊어 맹세하고 12명이 모여 단지회(斷指會, 일명 斷指同盟)
란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민족의 원흉 처단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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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사님은 우국충정의 구국 일념으로 민중들의 무식이 망국의 원인임을 자각하고
삼흥·돈의 학교를 세워 민중들을 교육하시고 계몽하셨으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
관서지부장을 맡아 구국 운동에 앞장서신 선각자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2010년은 庚戌國恥 100년이 되는 해이고, 대구에서 일어난 2·28 獨立宣言 100
년이 되는 해인데 공교롭게도 의사님이 뤼순 감옥에서 殉國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
이여서 가슴을 에는 감회가 더욱 큽니다.
안 의사님이 중국 뤼순 옥중 5개월 동안 유묵(遺墨) 50여 점을 남기셨고, 사형이
언도된 2월 14일부터 3월 26일 순국하시기까지 40여 일 동안 집필하신 유묵들은 수
신자가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유묵 중“獨立, 平和, 義擧, 殉國, 修養, 風月”등 작
품에서 안 의사님의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의사님을 기리는 지칭이“겨레의 등불, 평화의 햇불, 장군, 평화와 인권을 사랑
하신 분, 항일 독립투쟁 대명사, 사상가, 종교인, 선비, 대장부, 교육자”등으로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안 의사님은 1910년 3월 26일 순직 직전 치바도시치 간수에게 써 주신“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다.)이란 유묵
이 있고,“독립(獨立)”
은 히타라마사오가 교도관이 1910년 안 의사로부터 받은 휘호
로 1909년 당시 우리민족의 소망이 오직 하나“민족의 자주독립”
임을 간명하게 천명
하셨습니다.
안 의사님이“죄인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바쳐 주시옵고…”
란 내용의 유
서를 부인 김아려에게 써셨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언도 일에 장부 도마 명의로
아내에게 보낸 유서에“주님의 은혜로 천당영복(天堂永福,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
움이다.)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라 하셨습니다.
안 의사님이 1910년 3월 26일 형장(刑場)의 형대(形臺)에 오르시기 전에 남긴 유
언에“나의 행동은 본시 東洋平和를 위함인 즉 다시 한할 바 없으나 다만 여기 모여
선 일본 관헌은 이후 한·일 친선과 동양 평화에 전력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신 후
3분간 기도를 마치시고 즉시 형대(形臺)에 올라“동양 평화 만세”
를 외치시고 형 집
행을 의연(毅然)하게 당하시니 그 시각이 오전 10시 4분이고 11분을 지난 후 순사
(殉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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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유묵(遺墨)인“일근천하무난사”
(一勤天下無難事,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것
이 없다.)와 통역 소노키에게 써 주신“통정명백광조세계”
(通情明白光照世界, 소통을
명백히 하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등은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의사 순국(殉國) 100주년을 맞아 경향 각지에서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 독립
투쟁정신, 교육계몽사상 등을 기리는 추념·추모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최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0
주년 추념식이 열렸고,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특수일부수행자회 대구경북지부
도 망우공원 조양회관 광장에서 묵념과 헌화로 안 의사님의 넋을 추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이 26일 오후 6시 명동대성당에서 안중근 토마스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미사를 봉헌하셨고, 대구교구에서도 오전 10시 국립대구박물관 대강당
에서 조한길 주교의 집전으로 토마스 안 의사의 순국 100주년 추모미사를 봉헌하셨
습니다.
또한, 안 의사의 허묘에 추모제를 올렸고, 전남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복원터
에서 4.3m 높이의 안중근 동상 제막행사가 열렸고, 경기도 안성시 미리내 성지 내 실
버타운‘유무상통’마을에서도‘안중근 장군 동상’제막식이 행해졌습니다.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의사님의 숭고한“평화사상, 독립 투쟁정신, 인
권존중사상”등 전인적인 인격자로 실천궁행하시며 몸 바쳐 염원(念願)하시고 갈구
(渴求)하셨던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천당에서 영생하시도록
명복을 빌고 추앙하는 것이 후대들인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인 것 같
습니다.
안 의사님의 숭고한 정신이 피 속에 용솟음치고 후대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멸사
봉공(滅私奉公) 정신을 일깨워 주신 겨레의 큰 스승이신 安重根 義士님의 명복(冥福)
을 삼가 빕니다.
2010년 3월 27일
(사)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안인욱 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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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의 명사 인터뷰

김 영 현

능인중학교 교장

교육은 우선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
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가령,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
겠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철
저해야 하며, 상대에 대해서는 관용
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 교육이란
곧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
우는 것이다.

김 상 규
횃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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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단지 교사뿐

교 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

에 영향을 끼친다.”
며 가정의 역할이 학생

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지만, 교육은 그

지적하였다.

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성격상 한 장소에서 국한되지 않는다. 넓게

이에 대하여 그는“교육은 우선 남을 배

보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일 접하는 일상

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모두 교육일 수 있고, 그러한 일상을 제

중요하다. 가령,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겠

공하는 사람이 모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하

일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표면적으로도

며, 상대에 대해서는 관용의 미덕을 가져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는 남다른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

는 한 없이 너그러운 반면, 상대의 사소한

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거

실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오

니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

히려 매우 철저한 기준으로서 상대의 실수

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김영현 능인중학

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의 역할은 이에 벗

교 교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교육철학과

어나지 않는다. 교육이란 곧 상대를 배려하

청소년들에 당부하는 말을 들어 본다.

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그는“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중점에

이 최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행위를

두지만, 중학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
라며, 자기 자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적 측면보다는

에게는 철저하되, 상대에게는 관용이 필요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

함이 곧 앞서 거론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나 생활

수 있으며, 교사를 포함한 학부모 및 학생

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

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인성교

“가령, 60~70년대 고등학생이 해야 할

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행동을 최근에는 중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리고 최근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상

특히 그들의 문화적 깊이가 없는 언행은 어

의 특성은“어려운 경제 생활에서 오는 각

른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언짢을 수 있게

가정의 부담이 증대되면서, 이것이 학생 개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것이 과거와 현재의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쳐 상대에 대한 배려

학생들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과거와 현재의 청소년들의 차이점을 비교

이다. 또한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같은

하였을 때, 현대의 청소년이 부정적 성향을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학생들의 인성발달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현대 사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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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부정적 병폐를 거론하였다. 아울
러 이러한 부정적 병폐는 고스란히 후대에
게 전가될 것임을 걱정하였다.

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옛 경전에 이르기를‘가르친다는 것은
인륜(人倫)과 도학(道學)으로 사람을 가르

특히 그는“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치는 것이다.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는데, 이

행실이 그 근본 됨을 얻고, 가르침을 받지

에는 찬성할 수 없다. 교육을 지식의 전달

못하면 비록 훌륭한 장인이라도 먹줄 없이

이라는 측면만을 보자면 가능하다고 말할

일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가르침을 받

수 있겠지만, 학교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

았을 때, 가장 먼저 얻는 것이 곧 행실의 근

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본 됨이다. 행실의 근본 됨이 없이 지식만

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상

을 얻는 것은 그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과

업화된 상태만을 지칭할 뿐이며, 지식을 전

동일하다. 곧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바로

달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인성 수양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학원이라는 상업적 속성을 지닌 회사가 그

김영현 교장은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

역할을 비중있게 다룰 뿐이다. 오히려 학교

는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서도“우리

는 인성 발달의 장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세상은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그물과 같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무너졌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의 교차 지점 어딘가

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부족함은

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어디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지

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가 별개의

식의 습득이 좋은 대학으로의 진로를 결정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

짓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이 좋

로 우리가 그들을 지배 억압하려는 생각은

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안락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들과 우리는 상보적

한 삶을 향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움을 주고자 할진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지금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지식 습득만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의

거울이라고 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인격 수양은 언제 도야시킬 것이며, 그리고

어찌 그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할 것인가.”
라

그것을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겨 놓고 공교

며, 학생들의 일탈적 행위의 근본 원인은

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말

어른들에게 있으며,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라며,

는 긍정적이면서도 밝은 마음 가짐을 갖게

지식전달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의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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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것”
을 당부하고 있다. 즉, 목표를 완수하기

“고문진보(古文眞寶)”
를 읽어 볼 것을 권

위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소중하고

하였다. 특히, 그는 소동파(蘇東坡)의‘전

가치있는 일이며,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학생

적벽부(前赤壁賦)’
에서“만물이 변한다

들 스스로 괄목상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도 역시 가만히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
에 보면

있을 수 없고, 불변한다는 입장에서 본다

“(공자께서)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

면 만물과 내가 모두 무궁무진 한 것이다.

는 것이 없다. 어리석고 천한 사람이 나에

만물은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변함

게 물을 때 그가 아무리 무지하다 하더라

없이 보이는 천지마저 단 한순간도 가만

도 나는 사물의 양극을 빠짐없이 들면서

히 있지 못한다. 그러나 만물이 불변한다

힘껏 가르쳐줄 뿐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

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건, 비록 덧

에는 공자의 겸손함과 배우고자 하는 사

없는 존재인 나까지도 결코 완전히 소멸

람들에게 힘껏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와

해버리는 일은 없다.”
라는 구절에 감명을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은 아는 것이

받아 외우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세상을 바

없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무지한

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인데도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대충 가르치는 것이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점을 바꾸어야 한

아니라‘사물의 양극을 빠짐없이 들면서

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

힘껏 가르쳐 주겠다.’
고 하고 있다. 겸손

는 목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경

과 열정, 이 두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

험의 공유와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책임

져야 할 것이지만, 교육자라면 반드시 갖

의식,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추어야 할 덕목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능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
라고 하였다. 아마

인중학교의 김영현 교장이 겸손과 열정을

도 그가 추천하고 있는“고문진보”
는 사

고루 갖춘 교육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

회성과 역사성, 서사성을 두로 갖춘 책이

르치는 사람 스스로 겸손하여야 학생들이

기에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리

그런 겸손함을 보고 자연스레 따르게 됨

라 여겨진다.

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삶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도 최소한

의 목표를 가져라. 하지만 목표와 방향을 크

무기력하게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

게 세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구체적이고

는 사람을 들라하면 바로 그가 해당될 것

현실적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치중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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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스카 연어 효과

정 목 일

미국 알라스카에선 6월부터 9월까지 연어잡이 철이다. 2009년 8월초에 알라스카에
서 연어 떼들을 본 것은 이 지역 여행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연어의 종류는 킹, 레드, 실버, 핑크 등이 있다. 연어는 바다에서 3여 년을 살며 산란을
위해 멀게는 2만km의 대장정으로 모천(母川)으로 돌아온다. 있는 힘을 다 쏟아 역류하
는 강을 거슬러 올라 생애에 단 한 번, 태어난 강에서 산란을 하고 숨을 거둔다. 연어의
모천회귀는 산란을 위한 것이고, 죽을 곳을 찾아오는 행군이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강에서 죽는다. 강은 생명의 시원이며 생명체의 고향임을 보여
준다. 연어의 유전자 속에는 모천이 흐르고 있다. 어머니의 말과 자장가가 흐르고 있다.
알라스카엔 5월부터 8월까지 밀물을 타고 연어가 돌아온다. 연어 낚시를 하기 좋은 강은
키나이강과 러시아강이 꼽힌다.
연어가 일단 산란을 위한 행군을 시작하면 중도에서 낙오나 포기가 있을 수 없다. 역
류하는 강을 거슬러 좁은 강으로 오르다가 바위틈에 머리가 끼어 피투성이가 되고 바다
곰, 바다사자에 물려 파닥거리는 몸통에서 붉은 알을 쏟아낸다. 연어의 회귀는 5~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강 상류에 도착해선 일생의 마지막 성사(聖事)인 산란을 함으로써 임무를 마친다. 산
란으로 힘을 다한 연어는 사체(死體)로 떠오른다. 연어의 죽음은 생명의 번성과 미래를
위한 헌신이다. 산란으로 최후를 장식한 연어는 사체마저 아낌없이 내놓는다.
이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곰의 좋은 양식이 되고, 연어의 알은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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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들은 연어를 산이나 숲으로 가져가서 영양분이 많은 부분만 뜯어먹고 버린다. 연어의
사체는 땅을 기름지게 하며, 초목을 잘 자라게 만든다. 연어는 산과 숲의 생명체에게도
영양분을 제공하여 생태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연어가 강에서 나서 먼 바다에 나가 살다가 회귀하는 것은 연어만의 일이 아니다. 위
대한 자연의 섭리이며 생명 법칙이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정확하게 연어의 삶을 이끌어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신비하고도 거룩한 물의 흐름과 교류를 본다. 강가에서
연어 사냥에 열중해 있는 낚시꾼들을 본다. 연어의 최후는 비장하고 처참하지만, 생태계
에 이로움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연어의 삶은 숭고하고 장엄하다.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을 지키고 다시 생명력
을 불어넣는다. 이 엄연한 순환, 순리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일임을 가르쳐 준다. 연어의
산란철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알게 되는 때이다. 연어는 기다려온 연어잡이꾼들,
곰들, 철새들에게 기꺼이 성찬(盛饌)을 제공한다.
연어가 생태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는다. 산, 숲, 강, 바다로 흐르
는 생명의 순환이 연어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진행되며, 생태계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공
하고 있다.
연어는 알라스카 원주민들의 주된 식량양식이며 삶의 수단이다. 연어 산업은 알라스
카에서 연간 3억2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하룻밤 새에
1200달러를 지불하고 연어잡이 스포츠를 즐긴다.
하지만 알라스카는 거대한 금광개발을 앞두고 있어 원주민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남
서부 지역에 북미 최대 규모의 금광 광산을 건설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금을 포함한 광석이 지니고 있는 유해한 중금속 때문에 연어가 사라질 위기
에 놓이게 된다.
연어는 산란과 죽음으로 삶을 완성시킨다. 사체마저도 내놓는 모습은 건강한 세상을
위한 희생이며, 보시가 아닐 수 없다. 사체로 떠도는 연어의 모습에서 거룩한 성자의 표
정을 본다. 인간세계에도 연어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 목 일
1945년 생으로 `75년‘월간문학’
에 수필 당선, `76년‘현대문학’
에 수필이 천료되어 등단했다. 경남신문
편집국장, 경남문학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협 수필분과 회장, 경희대 사회교육원 수필강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수필집으로‘별이 되어 풀꽃이 되어’
,‘만나면서 떠나면서’
,
‘마음꽃 피우기’
,‘달이 있는 바다’
‘모래밭에 쓴 수필’등이 있다. 현대수필문학상, 한국문학상, 조경희수
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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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문예광장 / 시

초록의 까치집

도 광 의

곤줄박이 박새 옹달샘을 찾아왔다
흔한 것 초록이고, 반짝이는 것 강물인데
세상의 부박(浮薄)함이 늘어날수록
세상의 부화(浮華)가 늘어날수록
동박새 목 축이던 옹달샘 없어지고
그 흔한 초록 강물도 사라졌다
미루나무에 덩그렇게 떠 있는 초록의 까치집이
이런 저런 풍경을 기우뚱 내려다 보고 있었다

경북대학교 국문과졸업(1965)
「매일신문 신춘문예」
에 시〈해변에 향수〉
(1966)당선
「현대문학」
지에〈갑골(甲骨)길〉외 6편으로 추천완료(1974~78)
대구문인협회 2대, 7대 회장 역임
제1회 대구문학상 수상(1982)
제9회 대구직할시 문화상(문학부문)수상(1989)
제16회 예총예술문화상(2004)수상
시집:「갑골(甲骨)길」
,「그리운 남풍」등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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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정신 선양 학생표창 계획
개교 기념 표창 대상자 추천 학교 일람
연
번

학 교 명

1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

2

영남고등학교

3

경북고등학교

4

시지고등학교

5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6

대구고등학교

7

대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8

경신고등학교

9

경덕여자고등학교

10

경북대사대부설
고등학교

11

경북여자고등학교

12

대구공업고등학교

13

다사고등학교

14

도원고등학교

15

대구여자고등학교

16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17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18

대구상원고등학교

주

소

연 락처

(2009. 1. ~ 2010. 1.)

개교
2009
기념일 회원가입수 비고

T)940-3512
F)940-3542

5. 25.

156

T)631-4576
F)638-8085

4. 18.

77

T)760-5524
F)760-5509

5. 16.

557

T)790-2140~8
F)790-2105

5. 10.

57

T)652-4611~2
F)652-4607

5. 27.

1,006

T)651-3891~3
F)655-2558

4. 12.

1,128

T)651-3891~3
F)655-2558

4. 6.

64

T)753-9281~3
F)753-9289

4. 20.

1,798

T)563-3476
F)557-0103

9. 23.

293

T)424-5452
F)425-7275

10. 15.

595

T)430-3007
F)426-9879

4. 15.

583

T)603-0200
F)959-4456

4. 1.

303

T)591-1143~4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5 F)591-1071

4. 26.

60

T)630-5541~9
F)630-5510

10. 4.

88

T)667-5500
F)667-5599

6. 21.

272

T)790-0114
F)791-5718

5. 10.

637

T)626-8103
F)626-8109

4. 8.

168

T)640-5542
F)640-5598

4. 16.

452

우)701-290

대구시 동구 효목동 212번지
우)704-370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70번지
우)706-850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9번지
우)706-170

대구시 수성구 신매로 129
우)705-817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804-2
우)705-802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87번지
우)705-802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87번지
우)706-014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100
우)703-831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0-1
우)700-430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번지
우)700-803

대구시 중구 남산1동 714-2
우)701-820

대구 동구 신암1동 811
우)711-815

우)704-802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53
우)706-824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238-41
우)706-230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100
우)704-918

대구시 달서구 상인2동 670-31
우)704-370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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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의 2·28 50주년 전야제 행사

대구고의 2·28 기념탑 기공식

- 기공식 식순 -개회
-고축
- 국민 의례
- 내빈 소개
- 경과보고 및 공사개요 보고
- 기념사(동창회장)
- 축 사 모교 교장
동창회 고문
2·28기념사업회 의장
- 기념시삽
-폐회
- 다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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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일지
2010. 1. 2.

이해봉과의 좌담회(산촌) 이해봉, 안인욱, 정시식, 이완순, 장주효, 이완식,
최용호, 백진호, 박명철

1. 5.

2009년도 결산감사(2·28사무실) 서성욱, 김약수

1. 8.

2010년 1차 이사회(2·28사무실) 안인욱, 홍종흠, 정시식, 김약수, 이방현,
장영향, 권국현, 박명철

1. 14.

2차 임원·이사회 (2·28사무실) 안인욱, 홍종흠, 백진호, 권국현, 여행웅,
정태일, 이방현
(50년 자료집 발간 회의·기타) 정시식, 최호근, 서성욱, 최용호, 김약수, 박명철
(13명)

1. 2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자문회의(대구시청 영상회의실)
대구시정무부시장, 이윤원 행정자위원장, 홍종흠 고문, 정시식 이사,
백진호 상임부의장 등 17명

1. 29.

2·28자연보호산악회(이석주 회장) 대구앞산 고산골 자연보호활동

1. 29.

제3차 임원회의(기념사업50년 책자 편찬위원구성 외 그전 심의)
안인욱, 홍종흠, 여행웅, 김정길, 이방현, 권국현, 서성욱, 양정봉, 백진호,
정태일, 박명철(11명)

2. 2.

경북중고 강보영 42회 회장 일행 내방 업무 협의
(안인욱 의장, 장보영 회장, 홍종흠 고문, 정시식 이사, 박명철 사무총장)

2. 3.

초·중·고 교재 발간 감수·교정
(안인욱 의장, 주웅영 교수, 김학수 교사, 박명철 사무총장)

2.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10007호)
제2조 중“3·15의거”
을“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로 한다.

2. 8.

대구시 행정부시장 예방(안인욱 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2. 9.

대구시 자치행정과장 업무 협의(안인욱 의장, 백진호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2. 25.

TBC대구방송인터뷰(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2. 25.

대구신문 특별대담(2·28사무실) 홍종흠 고문, 최용호 고문, 안인욱 의장,
장영향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양정봉 편집국장

2. 26.

매일신문 인터뷰(안인욱 의장)
KBS 제1라디오 2·28민주운동 관련 인터뷰(08:3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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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동아일보 인터뷰(명덕네거리 표지석 앞) 홍종흠 고문, 최용호 고문, 안인욱 의장,
장영향 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양정봉 편집국장

2. 28.

2·28 제50주년 기념식, 2·28기념탑 헌화, 퍼레이드,
기념공연(1,000여 명 참석)

3. 1.

대구일보 김풍삼 고문 교육칼럼(2·28대구민주화운동 50주년)

3. 3.

CMB 2·28민주운동 관련 대담(14:00~ )

3. 5.

평화방송 2·28민주운동 관련 인터뷰(07:20~07:30)

3. 8.

횃불 37호 편집회의

3. 15.

3·15의거 50주년 참석
(안인욱 의장, 홍종흠 고문, 백진호 상임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3. 19.

대구대학교 홍경구 교수(행정대학 도시·지역계획학과장)과 업무 협의
안인욱 의장, 백진호 상임부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3. 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식 참석(안인욱 의장, 박명철 사무총장)

2·28 자연보호 산악회

2010. 3. 26. 2·28자연보호 산악회는 대구 앞산 고산골에서 자연보호활동과 등산을
하며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보람된 한때를 보냈다. 이 날 2010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차융조
회장과 양구춘 총무를 새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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