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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김 태 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

1

반론도 있으나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5대 국정지표 가운

생각한다. 안전과 생명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데 하나로 정하고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복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전과 생명은

전에는 안전을 국정지표의 하위 과제 정도로

가장 근원적인 가치라고 확신한다.

다루어왔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독립적
인 국정지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면서 안

2

전 문제에 대한 전국적 시스템을 만들고 관

대구는 특히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자랑

리해 나갈 것이다. 바람직하고 미더운 일이

스럽지 않은 경험 때문이다. 1995년 4월 28

아닐 수 없다. 안전은 국가의 존재이유이기

일 아침 7시 52분,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

때문이다.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10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는 학생이 51

현대사회에서‘안전’
은 가치의 사다리에

명, 일반시민이 50명이었다. 부상자도 146

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떤 사회과학

명에 이르렀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

자는“현대의 정치이념을 이끌고 있는 것은

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구에서는

자유나 평등이나 박애가 아니라‘안전’이

더 큰 충격이 닥쳤다. 2003년 2월 18일 아침

다.”
라고 잘라 말한다.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9시 53분,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전동차 화재

우선한다는 얘기다.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는

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2명의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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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의 규모

다.‘기억의 재구성’
이다. 과거를 기억하되

도 컸지만 10년 안에 잇달아 발생한 일이라

그것을 과거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서 두 번째 사고의 파장은 대단히 컸다.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과거

두 번째 지하철 사고 후, 우리나라 재난안

의 아픔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찾고

전 시스템과 제도가 정비되었고 지하철 전동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차도 안전방재 설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안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은 그리 발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 사례를 찾아보자.

전되지 않았다. 과거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제주도는 해방공간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 때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문에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4.3이 그것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지난날의 고통

이다. 제주 사람들은 그 아픈 기억을 현재적

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

의미에서 재조명하고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여주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대구의 지하

승화시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가고

철 참사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얻었더라면 저

있다. 평화라는 가치는 아시아에서, 세계에

런 끔찍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났겠는가라는

서 제주를 상징하는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생각을 해본다.

있다. 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1980년 5월, 큰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우리

3

나라 전체에 짐을 지우는 아픔이었다. 다행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하고 싶

히 광주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광주를 자

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참혹한 현장의

유와 인권의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다. 광주

기억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슴에 큰

역시 아시아와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의 표상

상처를 남겼을 터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나 광주 모두 고통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

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킴으로써 그 고통을

억을 위한 투쟁이라는 말처럼 과거의 실수를

도시의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새로운 실수가 없는 법

던 것이다. 이것을‘기억의 재구성’이라고

이라는 말이다.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은 다

하는 것이다.

옳다.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
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고백도 이해가 간다.

대구도 이런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
서 안전 문제와 관련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루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두 차례의 지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은 있

철 사고, 페놀 사건, 잦은 화재와 같은 사고도
2014 2·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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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는 오명을 씻고 안전 문제와 관련한 보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정책 전

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

문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안전 대책을 수립

다. 대구를 안전의 도시로 만드는 것만이 과

하고 제대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

거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한 것은 관과 민의‘거버넌스’
라고 말한다.
안전 대책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4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구를 안전 도시로 만들 것인가?
첫째, 안전 문화와 의식을 길러야 하며, 동시

첫째, 안전은 이슈가 너무 포괄적이다. 생

에 안전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

활 안전에서부터 산업안전, 교통안전, 재난

자는 행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면, 후자

안전 등 우리의 삶에서 안전과 연결되지 않

는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

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다. 이 넓은 영역을

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안전을 소중하게 다

정부가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 영역

루는 능력 등이 전자라면 안전과 관련한 각

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만 감당할

종 법률, 규정, 그리고 안전 문제를 다루는 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포괄적 영역에 필요

기적인 기구 등은 후자다. 어느 것이 더 중요

한 기본적 제도를 만들어서 줄 수는 있겠지

한가? 나는 제도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만 안전에 대한 궁극적 방책까지를 감당할

보지만 의식과 문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수는 없는 것이다.

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안전과 관련된 과제는 포괄적일 뿐
둘째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

만 아니라 너무 다양하다. 정부가 다양한 과

할이 함께 필요하다. 안전 문제와 관련된 잘

제에 맞는 대책을 공급한다는 것은 일단 파

못된 생각의 하나는 안전은 정부가 하는 것

악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 시민사회가 각양

이다라는 믿음이다. 안전 문제에는 정부의

각색의 정책수요를 공공부문에 알려주어야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한다. 그리고 안전 대책의 실행에서도 시민

세금을 내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가 적극 결합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

이유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 아닌

전하게 학교에 가는 것부터 여성들이 밤길을

가? 국가의 제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전하게 걷는 일까지, 안전하게 먹거리를

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데

구하는 일은 물론 자연재해가 있을 때 즉각

는 민간부문의 역할도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적 대처를 하는 일 등은 정부가 움직이기 전

중요하다. 양자가 서로 힘을 합할 때에만 실

에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있다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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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책 - 예방,

으로서 한 도시가‘안전’
이라는 가치를 얼마

대응, 복구, 치유 등에는 정부, 지방자치단

나 소중하게 다루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체가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의식과 문화

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네트

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규범이

워크를 통해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

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조건은 안전과 관련

육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대응

한 거버넌스, 네트워크라고 한다. 정부와 시

을 하는 방법을 숙지하며, 복구와 치유를 하

민사회의 거버넌스가 안전 대책에 필수사항

는데 협력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라는 것이다. 대구가 이런 프로그램의 인

최선을 다 한다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도움

증을 받는‘국제안전도시’자격을 취득한다

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기

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고

때문이다. 안전은 정부만이 하는 것이라는

도시의 오명을 씻고 아픔을 승화시키는 계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앞에서 한 바

가 될 것이다.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정부쪽에서 더 진지하
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조치가 아무

안전은 박근혜 정부의‘국정과제’
일 뿐만

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안전 이슈의 다양성

아니라 안전 문제로 아픔을 겪은 대구의 가

과 포괄성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장 중요한 지역현안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한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대구를 표상하는 가치,
대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로 끌어올려

지난 9월 16일 대구시 안전문제에 대한

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할

시민원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시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시민사회와의 거버넌

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스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안전 대책이 실효

비슷했다. 안전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의식이

성있게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생

놀랄만큼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각한다.

자리였다.

5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구시가 안전 문제
를 잘 다루어가는 방법의 하나로‘국제안전
도시’인증제도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한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제도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관리하는 인증 프로그램
2014 2·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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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2·28민주포럼 -

안전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
제14차 2·28민주포럼이 지난 9월 24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에서 개최되었다.
이광조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좌장이신 최용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안전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 안정되고 완전무결한 진행으로 좌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날 홍종흠 고문, 안인욱 고문, 박명철 고문 등 2·28회원 85명이 참석하였고, 대구시
이수동 관광과장, 김희석 담당관, 김현수 주무관이 참석하여 포럼진행에 대해 아낌없는 박
수를 보냈다.

[포럼] 좌장: 최용호 박사(경북대학교 명예교수/산학연구원 이사장)
발제 1. 안전문화와 인권
- 기조강연: 채형복(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최철영(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패널: 최미화(매일신문 논설실장)
발제 2. 대구, 경북 재난 안전대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 기조강연: 공하성(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패널: 이경배(대구광역시 안전총괄과장)
- 패널: 추교관(주식회사 위니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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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조 2·28공동 의장 인사말

진행을 맡은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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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제14차 2·28 민주포럼
- 안전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 -

이 광 조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국화꽃이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는 가을철에 제14차 2·28민주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매
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포럼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주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2·28민주포럼“안전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에 대해 포괄적인 진행을 맡아 주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과“안전문화와 인권”을 발제하신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패널로 참여하신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최미화 매일신
문 논설실장님,“대구·경북 재난 안전대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할 공하성 경일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또한 패널로 참여하신 이경배 대구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
과장님, 주식회사 위니택 추교관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대구
현대음악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2·28회원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번째 맞이하는 2·28민주포럼은 본회 역대의장님과 이사님들의 종합안건으로
채택된 안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회를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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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속의 코리아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국민들의 사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차 민주포럼은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속의 한국
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마리를 찾는 길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물이 진화하듯, 재난도 진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생명, 안전, 위험과 재난은 현대사회에서 다른 어떤 현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
숙하게 들어와 있고,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에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어쩌면 같이 살
아가야하는 존재로 인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페니실린과 같은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
다. 그러나 2·28민주포럼이 있는 곳에 문제의 답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이 오늘 참석하신 분에게는 삶의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석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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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채 형 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지난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4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한 상태이다. 그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아직도 많은 논란이 가중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세월호특별법’제정을 둘러싸고 유가족
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10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
응과 관련하여“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결국 정부
부처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
2)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것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다. 이 법

제1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1)“김기춘“靑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책임 떠넘기기 일관: 세월호 국조 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
http://hankookilbo.com/v/cbfd7c5ea542483fa80b9456b2bb3632
2) 이 법은 2004년 3월 11일자 법률 제7186호로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그 후 24회에 걸쳐 개
정되었으며, 현재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자로 법률 제11994호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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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재난책임기관”및“재난관리주관기관”
과 관련하여, 이 법 제3조 5
호 및 동조 5의2호3)에 의거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
라 한다)를 두고(제14조 1항),‘중앙대책본
부장’
은 안전행정부장관(제14조 2항)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는 비서실장의 의견은 정당한가? 이에
대해 우리는‘국가 차원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에 대해 심각한 고
민에 빠져 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위와 그 권한은 물론 의무는 무엇인
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 도처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제28사단‘윤
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
을 비롯한 군대 내 사고는 물론, 지하철, 가스, 리조트 등 수많은 사
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현실적
으로 사고 발생 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모호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안전과 인권’
의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안전에 대한 권리’
의 기본
권성에 대해 국제인권법적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Ⅱ. 국제인권법상 안전에 관한 규정과 그 의미
1. 안전의 개념
를 말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안전이란“위험5)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다.6) 이에 따르면,‘안전’
이란‘안전한 상태’
를 뜻한다. 그리고‘안전한 상태’
란“위험 원인
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
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
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5호 및 5의2호:“5.“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
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재난관리주관기관”
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이를테면,「대한민국헌법」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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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안전’
이란“만들어지는 상태”
를 뜻한다.7)
하지만‘안전’
이라는 개념은“정확한 논의를 하기에는 무용할 정도로 너무 광대하고 광범
위하고”
,8) 현실적으로도 환경, 경제, 사회, 교통 및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9) 이처럼 안전에 관한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안전이란 용어가 가지는 그 어의적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10) 오늘
날에도 안전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
국내법의 차원에서 볼 때, 첫째,‘안전’
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
해하는 위협 내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혹은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12) 이 관점은‘개인의
법익보호’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법은“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둘째, 시간적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개념은, 현재 위험 혹은 사고가 나거나 혹은 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 혹은 위협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즉, 안전은‘현실
의 안전’
은 물론,‘장래(혹은 미래)의 안전’
의 차원에서도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13) 장래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위험이란“지금 당장은 특정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충분한 이
유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험한 상에 아주 가까워진 것”
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험한 현
재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위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한다. 위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지하
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
다. 이장국,“
‘안전’
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22권 2호, 2007), p. 30.
6) 유현정은 안전은“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안전을 위험에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안전성의 정도는 위험의 제거정도로 간주된다. 유현정,“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
한 전략개발 및 운영방안”
, pp. 1~3. 출전: http://ncemri.re.kr/data/081216002.pdf
7)“만들어지는 상태”
에서의‘안전’
의 예를 들면, 좁은 의미에서 공장 작업 환경에 대응하여 안전 칸막이, 안
전 통로,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또 넓은 의미에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움으로써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 [safety, 安全] (두산백과)
8) 이부하,“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 홍익법학(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4권 2호, 2013), p.
227. 안전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건·김주애·류현숙,“국민안심에 관한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 pp. 6-8. 출처: file:///C:/Users/user/Downloads/1-62%20%EC%9D%B4%EA%B1%B4%20%EA%B9%80%EC%A3%BC%EC%95%A0%20%EB%A5%
98%ED%98%84%EC%88%99%20(1).pdf
9) 이부하, 위의 논문. p. 222.
10) Ibid., p. 227. 안전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한 어원적 분석은, 이장국, 앞의 논문, pp. 28-35.
11) 이부하, 앞의 논문, p. 227.
12) 이부하, 위의 논문, p. 228.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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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전의 개념 속에는‘개인으로서의 국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의 안전도 포함
되어야 한다. 전자가‘개인안전’
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집단적 차원의‘사회안전’및‘국
가안전(안보)’
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한 내용은 모두‘물리적인 측면’
에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
고, 개인 혹은 집단이 사고의 위험 또는 위협이 없거나 혹은 벗어나 있다는‘정신적 혹은 심
리적 측면’
의‘안정감’혹은‘안전’
은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오늘날 안전의 문제는,‘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는‘물리적 안전’
의확
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정신적 혹은 심리적 안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수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인권법상 안전에 관한 규정과 해석
(1) 안전에 관한 규정
국제인권규범상 안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규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하,‘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라 한다)
및 EU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등이 있다. 이
문서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하,‘사회권규약’혹은‘A규약’
이라 한다)
제7조:“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하,‘자유권규약’혹은‘B규약’
이라 한다) 제9조:“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
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2014 2·28의

_ 15

2·28특집 - 제14차 2·28민주포럼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 유럽인권협약 제5조:“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save in the following cases an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prescribed by law).”
- EU 기본권헌장 제6조:“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veryon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회권규약 제7호 (b)호의“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을 제외하
고는 모두‘개인적 법익’가운데‘신체의 자유’
와 관련하여‘안전에 대한 권리’
에 대한 것이
다. 최근에는 사회보장 및 고용에 있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도 안전권의 주요한 보
장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2) 안전에 관한 규정의 해석
국제인권법상‘안전’
의 법적 지위 및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사람의 안전(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의 상호관련성에 대
해 규명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권리는 문언상 독립적이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권리들이 가지는 그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개별적으로 분리
해서는 곤란하고, 상호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여야 한다.14)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가장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이다. 동조
는“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함으로써‘생명
권’
과‘신체의 자유’
, 그리고‘안전’
은“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라는 점을 압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5)
동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 UN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민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서 채택된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으나, 회원국이 이 선언에 규정
된 기본적 인권을 국내적으로 실현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의 채택 이후
14) 이와 동일한 견해로는, http://www.hrc.co.nz/report/chapters/chapter07/life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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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권조약에서도 채용되는 등 국제관습법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6)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국제인권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
로 불리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된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인권조약으로 간주
되고 있다. 게다가 2009년 11월 1일자로 발효하고 있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은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유럽인권협약과
EU기본권헌장의‘규범적 통합’
은 물론,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 통합도
행해질 전망이다.
위 조약들의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사람의 안전’
에 대해 아울
러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자유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은‘생명권’
과‘신체
의 자유 및 안전’
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즉, 자유권규약은 제6조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제
2조에서‘생명권’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신체의 자유 및 안전’
에 대해서는, 양조약
은 각 제9조 1항 및 제5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세 가
지 권리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특히‘사람의 안전’
에 대한 이해
를 위해서는‘생명권’
과‘신체의 자유’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선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생명에 대한 권리(생명권 the right to life)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권리이다(The right to life is th supreme right of the
human being).17) 그러므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하여 공권력 혹은 사인 등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인간에 고유한 절대적 권리이다.18) 이에
15)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견해는 세계인권선언은 UN 총회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결의문’
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
고 있다(헌재 2005.10.27, 2003헌바50). 이 견해에 의하면, 선언의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 선언을 채
택하는 목적은 UN 헌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공통의 이해’
(common understanding)
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세계인권선언의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이 견해는 세계인권선
언의 내용이 여러 국내?국제재판소의 판결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채택되는 등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다수의 조약에서도 채용되어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UN 회원국들에게 선언의 내용을 지켜나갈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선언이 전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초
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언에 나타난 권리들이 모두 다 그것에 선포된 내용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 졸저, 국제인권법(제2판, 높이깊이, 2013), pp. 64-65.
17) UN Human Rights Committee (UNHRC), 1982.
18) 졸저, 국제인권법(1판, 2009),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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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유권규약 제6조 1항 전단은,“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고 분명히 밝히
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권리로서 생명권의 고유성과 인간의 생명은 법률의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예: 사형제도)은 법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이다.19)
이 생명권의 향유 주체는‘인간’
(사람) 혹은‘모든 인간’
(사람)(the human being or all
human beings)이다. 따라서 국적 유무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권이“법률에 의해 보호
된다”
는 것은 적극·소극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적극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등
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생존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소극적 의미로는 생명의
침탈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법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존엄할 권리(the right to dignity)’와‘생존권(the right to
livelihood)’
을 포함하고 있다.21) 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인은 물론, 공공당
국에 의한‘부당한’혹은‘자의적인’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또한 그 보호를 위한‘합리적’
혹은‘적절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22)
19) 자유권규약 제6조 1항 후단:“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유럽인권협약 제2조 1항 전단:“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20) 졸저, 국제인권법(1판), 앞의 책, p. 189.
21) Jayawickrama, N. (2002).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비엔나에서 열린“세계인권회의”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채택된 ”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하,‘비엔나선언’
이라 한다)에서 밝힌 다음 내용은 주목할만하다. 즉, 비엔나선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권 속에는 유
독성폐기물 혹은 방사능과 같은‘환경의 위협’(environmental threats such as toxic waste or
radioactivity)에 대한 보호도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의 원
문은,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enna.aspx
23) 자유권규약 제9조 1항.
24) 자유권규약 제9조는 그 목록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 …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시의 절차: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절차에서의 억류 및 석방: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
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인신보호절차: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
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위법한 구속에 대한 배상: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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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신체자유권 혹은 자유권 the right to liberty)
신체의 자유권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the physical liberty of the person), 즉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이 권리에 따라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
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23)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 권리 목록은 자유권규약24)과 유럽
인권협약25)이 약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동일하다. 양조약의 권리목록은 주
로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 체포시의 절차, 형사절차에서의 억류 및 석방, 인신보호
절차 및 위법한 구속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 및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한다.
3)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안전권 the right to security of the person)
사람의 안전권은 신체의 자유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가정폭
력으로부터 테러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른 다양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크게 두 분야, 즉 국가안보(혹은 국가안전보장 national security)
및 개별(혹은 개인)안전(individual security)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는 외부침략, 테러리즘 및 인간의 건강보호를 위한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단방역(biosecurity)과 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신체의 완전성(the
25) 유럽인권협약 제5조는 그 목록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 …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
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
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
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
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
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
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
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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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integrity of citizens)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즉, 국가안보는 전통
적인 국방 혹은 방위의 개념인“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
26)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둘째, 개별안전은‘공적안전’
(public security)과‘사적안전’
(private security)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안전은 공공당국에 의한 권한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되
는 것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안전은 제3자에 의한 권한남용으로부터 시민들
의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안전권은 전통적으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시민들이 가지는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좁은
의미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권은 신체 및 그
건강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개인의‘정신적 완전성’
(the‘psychological integrity’of an
individual)도 포함시키고 있다.27) 또한 생계 혹은 의료와 같은 생활필수품,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및 고용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 등도 안전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29)
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30)
있다.28) 이러한 관점은 최근‘인간안보’

Ⅲ. 국제인권법에 의거한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의 검토
1.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 체계
국제인권법과는 달리 국내법은 사람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없다. 게다가「대한민국헌법」
은 헌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국민’
과‘외국인’
을 구분
하고, 특히 기본권의 향유 주체는 원칙적으로‘국민’
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점은 안전에 관
한 규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다(Cf. 세계인권선언 제3조; 자유권규약 제9조 1항; 유럽인권협약 제5조). 하지
26)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 안전 보장 [國家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
27) Blencoe v. British Columbia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2000] 2 S.C.R. 307.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Blencoe_v._British_Columbia_(Human_Rights_Commission)
28) Jayawickrama, N. (2002).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황해륙, 인간안보의 국제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경북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6, 210p.
30) 안전권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의제로 치료를 거부 할 권리(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reedom
from fear')가 있다. 하지만 이 의제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는 아니고,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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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헌법은 물론, 형법을 비롯한 주요 국내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조문을 두고
있으나 생명권, 특히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헌법 제2장 제12조 1항은,“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헌법 제12조 1항은
신체의 자유와 법정절차의 보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31) 헌법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
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형법도 마찬가지이다.32) 결국 국민
의 안전에 대해서는“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하여”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재난기본법’
이라 한다)이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다.
2.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체계의 비판적 검토
안전권에 관한 국내법체계와 그 규정의 내용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생명권 및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생명권은 자연권
으로서 우리 헌법도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기본권으로 여겨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통설과 판례도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 나
치에 의한 유대인이 대량학살을 거치면서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로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 제13조 및 독일기본법 등에
서도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명권과는 달리, 안전권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1)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12조 2항), 현행
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당하지 아니한다(12조 3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2조 4항).
또한,‘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아야 하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2조 5항 이하)’
고 규정하고 있다.
32) 신체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즉,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불법 감금·체포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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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헌법상‘사람의 안전권’
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캐나다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은 제7조(Section 7)에서“생명, 자유 및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에 관한 다음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
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는 박탈되지 아니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e right not to be deprived thereof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undamental justice.)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으로, 이 권리의 향유 주체를‘모든 사람’
(everyone)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캐나다에 있는‘모든 자연인’
(all people)
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캐나다 시민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다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는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자유권규약 제9조의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특히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및 안전권에 대해서는 국적 유무를 불문하고, 자국의 모
든 사람을 그 향유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안전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도, 또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입법태도
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둘째, 헌법을 제외하고, 그마나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국내법은‘재난기
본법’
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 및 보호 대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은‘각종 재난’및‘안전관리’
(제1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 법의 제목
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 이 법의 보호대상은,“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의 보호”
이다(제1조). 동조의 문언에 따르면,‘국민’이외의‘사람’
(즉,‘외국인’
)은 각종
재난 시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국민’
이라
할지라도 각종 재난 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안전’
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기본이념’
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재난기본법 제2조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다. 동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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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동조에서 보듯이,“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써”
라고 규정하여 각종 재난 시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안전
은 우선적 고려의 대상일 뿐이고, 재난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제3조에서도
‘안전’
에 관한 어떠한 개념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난기본법도
‘각종 재난’
과‘안전관리’
에 중점을 두고 있고,‘사람의 안전’혹은‘안전에 대한 권리’
에
대해서는 별다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책임기관’
에 관한 문제점이다.“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재
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기관”
을 말한다(제3조 5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재난관리주관기관”
을 두고 있는데,“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 이에 해당한다(제3조 5의2호).
위 내용에 따라 재난기본법은 제2장“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을 두고,‘중앙안전관리위원
회’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지역위원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제
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12조의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4조~제17
조),‘재난안전상황실’
(제18조~제21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기구들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기구들의 설치권한기관의 문제이다.
재난기본법에 의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
라 한다)는 국무총리(제9
조 1항),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 1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이하,‘중앙대책본부’
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에 의해(제14조 1항) 설치된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난기본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및
안전행정부를,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
령이 재난관리에 있어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를 지며(제66조 2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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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3) 그리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제76
조 1항).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는 표현으로 대변되듯이
대통령의 책임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
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
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재난기본법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
무임을 확인하고”
라며‘기본이념’
을 제시하고 있다. 동규정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국가는 재난의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본적 의무’
이고,
그 의무의 본질은 각종 재난 시‘국토 보존’
과‘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
고’
가 발생하였고, 그 사후 수습 과정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기관으로서 행동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판단된다.

Ⅳ. 기본적 인권으로서 안전권의 국내법상 지위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따른 안전권의 지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원론(Monisim)과 이원론(Dualism) 등이 있고, 전
자는 다시‘국제법우위론’
과‘국내법우위론’
으로 나뉜다. 그리고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서는 크게 수용이론과 변형이론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6조 1항은,“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
하고 있어 국제법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수용이론). 동조에 의하여 조약과 국제관습법규는 국내법으로서의 일반
적 수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약은 공포만으로써,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국제관습법)는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이 당연히 국내적 효력을 가지며, 그 국내적 효
력을 위해서 특별한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3) Cf. 국무총리는“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며(제86조 2
항), 행정각부의 장은“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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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 순위는 어떠할까.
헌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국내법과의 효력순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국내법의 위계질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해석상으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첫째, 국제법(조약과 관습법)과 헌법과의 관계는 헌법이 상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각국의 실제가 헌법의 상위 또는 동위에 두는 나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조약
을 헌법보다 우위에 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조약에 의한 헌법수정을 의미하므로 헌법수정
의 개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이러한 헌법수정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법률과 국제법(조약·관습법)과의 관계에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제법을 법률
의 하위에 두는 예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고 법률의 상위에 두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는 나라
도 흔치 않으므로 조약과 법률 사이의 효력관계를 미국의 실제에 따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양법이 상호 저촉할 때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또는 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각국의 예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가급적 모순되지 않도록 국내법을 해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을
우위에 두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있다.34)
국제법과 국내법이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에 의거할 때 안전권은 어떤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국제인권장전으로 간주되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은‘사람의 안전권’
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와 같다.‘선언’
이 가지는 문언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정부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하여 동규약은 1990년 7월 10일자로 발효하고 있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이 두 문서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적용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국제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내
법과는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국제법(조약과 관습법)과 헌법과의 관
계는 헌법이 상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일반해석이 인권 분야에서도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권은“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이고 기본적 권리”
이다. 오늘
날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
다.35)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권은 국가 안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인권이 헌법을 통하여 기본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인권이 기본권에 선재한다는 것을 뜻하
고, 이는 인권이 기본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은 헌법이 기본권
34) 졸저, 앞의 책, pp. 122-123.
35) 졸저, 국제인권법(제2판),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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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는 기준이면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해석하고 보충하는 기준인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권은 기본권의 단순한 해석기준을 넘어 확장기준으로까지 기능한다는 것
이다. 헌법전에 구속되는 기본권과 달리 인권은 실정법과 관계없이 주장될 수 있다. 그리하
여 인권은 기존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른 이해를 촉구하고 새로운 권리를 발굴하고, 그
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본권 목록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인권은
헌법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36)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권조약상 규정되고 있는 인권목록은 국내 헌법
의 기본권목록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헌법적 가치와 효력’
을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안전권’
에 대한 명문의 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사람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따른 안전권의 지위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의 권리·의무란“국가인 이상 당연히 그 존립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권리·의무”
를 말한다. 그 권리와 의무는 기존에는 관습국제법상 인정되고 있었으나 최
근에는 이를 조약화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37) 1933년 아메리카제국(諸國) 간에 체결
된「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
이 있으며, UN국제법위원회가 1949년 총회에 제출한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에는 다음과 같은 14가지, 즉 독립권, 관할권, 불간섭의
의무, 내분을 선동하지 않을 의무, 기본적 인권존중의 의무, 국제평화를 확보할 의무, 국제분
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무력불사용의무, 침략국을 지원하지 않을 의무, 침략국에 의한 영역
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의무, 자위권, 국제법상 의무의 이행의무, 국제관계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열거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무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주권·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및 국내문제불간섭의 의무 등이다.38)
위의 내용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지만, 국내(헌)법에 인정하
고 있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역사와 상황은 다양하므로 국내(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도 상이하다. 또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해석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헌법
에 의거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6) 허완중,“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 저스티스(통권
제124호, 2011. 6), p. 151.
37) 채형복, 앞의 책, p. 171.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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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은“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것인데, 제10조~제39조까지 모두 30개 조문
을 두고 있다. 그 대부분은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제10조는 개인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9)
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확인’
특히 동조 후단에 따라 국가에는‘기본적 인권’

은‘보장’
을 위한 전단계나 전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기본권보장의무’
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한다. 따라서 이법부, 행정
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법이과 공무수탁사인도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개
인에는 모든 기본권주체가 속한다. 따라서 개인에는 국민은 물론 기본권조체로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인 그 밖에 단체와 외국인 및 무국적자도 포함된다.40)
그리고 제10조와 대응하는 제37조 1항은,“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헌법의 기본권체계의
불완전성과 미완결성을 보완하여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인권이라고 하더라
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확장할 수 있다.41)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1항을 통해 볼 때‘안전권’
의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
위에서 국제인권법상 안전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통하여 안전권이 국내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이는 특히 헌법 제6조 및 제10조의 해석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헌법
39) 기본적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섭한다. 따라서 인권에서 직접 유래하는 헌법적 권리는
물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헌법적 권리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 허완중,“기본권 인권
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010. 2), p. 74.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 견해
를 국내법률을 통해 가장 적합하게 명문의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 1
항을 들 수 있다. 동조 동항은,‘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를 말한다
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40) 허완중,“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위의 논문, p. 74.
41) 박문석,“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 영남법학
(제38호, 2014), p. 23. 이 논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1항의 규정과 함께 주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가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개별기본권조항의 헌법적 해석을 통해 인격권, 성적 자기결
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알권리, 생명권, 성명권 등을 헌
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해석 및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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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1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안전권 보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헌법 제27조 1항은 소위‘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 즉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사건”42)에서 평
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인정 요
건’
에 대해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
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
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
야”한다. 즉, ①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필요성, ②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명확성 및 ③ 권
리내용(보호영역)의 구체성이 있어야 기본권으로 성립할 수 있다.43) 하지만 이 사건에서 헌
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
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
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
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평화적 생존권’
에 관한 것이고, 이를‘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으로 인
정하지 못하는 전제적 사유로“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
지 아니하”
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 가
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석하면, 헌법
재판소는‘평화’
가‘추상적 개념’
이라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 논지와 관련하여, 과연‘안전권’
은‘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본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안전’
이‘추상적 개념’
인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좁은 의미로‘안전’
은“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협 내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를 말한
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상 안전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에 따르면,‘생명·신체 및 재산’
에‘사
람의 안전’
을 포함시켜 넓게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의 개념에는“현재의 야기된 위험
혹은 사고뿐 아니라 미래의 위험 혹은 위협의 가능성”
도 포함한다. 따라서‘사람’혹은‘신
42) 헌재 2009.5.28. 2007헌마369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판례집 21-1하, 769.
4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문석, 앞의 논문, pp. 33~37. 박문석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덧붙여 평화적 생
존권에 관한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하면서‘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관련성’
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은 기본권에 관한 기본요건에 해당하므로 구태여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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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에 대한 현실적 및 미래의 위험 혹은 위협의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안전은‘추상적 개념’
이 아니라‘현실적 혹은 구체적 개념’
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건대, 위 사건에서 헌법재
판소가 평화가 추상적 개념이므로 기본권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해석 태도를 안전의 개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안전은‘현실적 혹은 구체적 개념’
으로서 헌법
의 이념 내지 목적에 부합하므로 기본권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안전권’
이‘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본권’
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조대현은, 다수의견은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기
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념에 불과하다는 이유
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인하지만, 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그와 별도로 평화적으로 생존할 자
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 국가와 헌법 이전에 천부적
으로 가지는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조대현은‘안전권’
을‘생명권’
과 아울러‘신체의 자유’차원, 즉‘신체의 안전권’
으로 파
악하고 있다. 또한 조대현은‘평화적 생존권’
과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인간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
는“인간이 국가와 헌법
이전에 천부적으로 가지는 기본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안전권’
이
곧‘인권’
이란 의미이다.
조대현은‘안전권’
을‘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와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인
권법과는 달리,‘신체의 안전권’
으로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권을‘사람의
안전권’혹은‘신체의 안전권’
으로 파악하든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안전
권은 인간이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기본적 인권’
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1항의 어느 규정에 의거하더라도 안전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안전과 인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특히 안전권의 헌법상 기본권성에 대하
여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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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첫째, 안전의 개념 및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
는 사람의 안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개념에 따른 적용 대상
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재난기본법 조차도 안전
에 관한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안전에 관한 개념 정의 조항을
만들때, ①‘개인안전’
과‘사회안전’및‘국가안전’
, ② 사람의 범위 속에‘국민’
은 물론,
‘외국인’
도 포함, ③‘신체의 자유’
에 중점을 둔‘사람의 안전’
뿐 아니라 노동환경과 같은
사회적 권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람의 신체의 자
유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안전권’
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
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안전권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살펴본 캐나다의 경우에는 헌법에
서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의거한 법리적 차
원은 물론이려니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성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
을 검토해보면, 안전권의 기본권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람의 안전
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그 규정화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재난기본법
제1조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람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를 개정하여‘안전’
(예:“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 재난 혹은 참사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
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대통령)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기본법이 재난관리책임기
관에 관한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국
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난기본법에 따
르면,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안전행정부에 의해 설치되므로,‘컨트롤타워’
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적 차원의 재난과 사건이 발생
하는 경우, 경찰력은 물론, 군병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재
가가 필요하다.‘컨트롤파워’
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기관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상당한 혼란과 분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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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면에서 세월호는 아프지만 시금석이 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법리적 논쟁과 분석을 떠나 인간이 가진 양심과 감성에 대한 지도
자의 덕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노동안전보건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은 적이 있다. 인간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는‘감수성’
이라 대답했다. 안전장치와 관리·감독과 구조와
시스템을 제치고,‘감수성’
이라니. 그는 인간이 죽는 것을 아파하는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
어야 한다고 했다. 그 대답이 오래 남는 까닭은 죽음을 하찮게 보도록 연습되어진 우리 삶
때문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보다 더 문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히
44)
여기는 사회다.”

“세종대왕의 남다른 점은‘친민(親民)’
에 있다.‘친민’
은 공자의 경전 가운데 대학(大學)
의 첫구절에 나온 말이다.‘대학지도大學之道)는 재명명덕(在明明德), 재친민(在親民),재
지어지선(在止於至善)’
이란 경구다. 이 구절에 대해선‘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
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선함에 이르는데 있다’
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
다. 대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생의 기본 교육이 여기에 바탕해야 하는 것으로 유학자들도 가
르치고 있다.
대학 해석은 중국의 정이천이‘친민’
(親民)’
을‘신민(新民·백성을 새롭게 함)’
으로 고쳐
부름이 마땅하다고 한 이후 신민이 많이 통용되었지만, 세종대왕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니,
`백성을 새롭게 함'은 성인(聖人)에겐 어울리는 말이지만, 지도자에겐 친민이 적절하다. 더
구나 민주화시대엔 더더욱. 삼강오륜에서 나오는 친(親)자가 들어가 있는 성어는‘부자유
친(父子有親)’
이다. 그러므로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어버이의 심
45)
정으로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뜻으로 친민(親民)이 적절한 것이다.”

44) 희정, 노동자, 쓰러지다: 르포,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하다, 오월의 봄 펴냄,
pp. 57~58쪽.
45) 조현,“공자와 세종대왕이 MB에게 가라사대”
, http://well.hani.co.kr/1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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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최 철 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안전의 개념정립과 안전권의 법제화
안전에 대한 감수성 또는 민감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서부터 안전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하고 있음. 헌
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이 인정되어야 하위의 법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안
전과 재난관련 법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국민적 안전감수성 또는 민간성의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세계인권선언(UDHR), 국제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 EU기본권헌장 등의 국제인권법제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과 캐나다의 헌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헌법에 안전권을
명시적 규정으로 삽입하고 관련 법령에서 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이론적 그리고 법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립을 위해 안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재난안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헌법상‘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안전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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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개념에 대한 국내법적 분석
우리 헌법은 직접적으로 안전권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나 안전과 표리관계
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재난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음. 즉 헌법 제34조 제6항은“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음.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재난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청와대는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국민행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
략으로 재난재해 예방관리를 위해“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
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하는“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강화”
와 함께“항공, 해양 등 교통
안전 선진화”
를 대통령의 공약으로 명시.
재난관련 일반법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기본법’
이라 한다)은 제
1조에서 동법의 입법목적을“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
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재난안전기본법은 동법에 따른 보호의 제1대상으로
‘국토보존’
을 상정하고‘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를 후 순위에 둠으로써 국가의
존립목적에 대한 근대적 영토중심의 안보인식에서 현대적 인간중심적 안보인식으로 전환되
지 못한 후진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 4호에서‘안전관리’
를“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3. 안전개념의 정립과 재난안전법제의 정비
안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물리적 안전’
에서 더
나아가‘정신적 혹은 심리적 안전’
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의 구체성을 확정하는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과 유럽인권협약이 규정하고 있는‘생존권’
과 우리 헌법재판소
가 2009년 판결한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소송의 판결에서 검토한‘평화적 생존권’
은어
떤 차이가 있으며 생명, 신체의 안전권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동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조대현 판사는“생명·신체의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다고 하여 그와 별도로 평화적으로 생존할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
은 아니다”
라고 하여‘안전권’
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화적 생명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은 의미가 있음.
현행의 재난안전기본법은 종래 분산 관리되던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8월에 정비된 것으로 2014년 2월 시행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재난상황에서 그 제도적 및 실제적 운용의 한계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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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의 복잡다층화된 재난안전관련 조직구조를 단순
화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수난구호법 등에 따른 재난안전관련 조직구조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참고로 재난안전기본법은 중앙과 지방의 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
앙과 지역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중앙과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
부,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상황실을 두고 있으며 수난구조법은 별도의 중앙구조본부를 두
도록 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조직 간의 혼선으로
허비하는 사례를 세월호 사고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었음.

34 _ 2014 2·28의

제14차 2·28민주포럼

토론

최 미 화
매일신문 논설실장

세월호 침몰 사건과 그 이후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아직 우리 헌법에는 안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재난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안전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정확하게 명시되어
야하고, 그런 명시적 정의의 바탕 위에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유관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도 정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사람의 안전권’
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캐나다 헌법과는 달리
생명권 및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안전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각종
국제 인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본권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는 채형복 교수의 해석은 상
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개헌 작업시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여기서 안전권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신체적인 안전 만이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나 안전에 대한 개념정의도 필요하다는 채형복 교수의 지적은 당장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사람의 안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할 때 물리적인 자산 피해에 대해서
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입은 내면의 피해, 정신적 타격에 대해 전문가 투입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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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적 정비만으로 안전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대한
민국에 사는 누구나가 법적 정비의 바탕위에 도덕적이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의식 전환을 통
해서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한다.
법적 정비의 경우, 헌법에 안전권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럽에서 행하는‘착한 사
마리아 법’
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도, 나뭇가지나 끈, 줄 등을 던져주
어 구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버렸을 경우 현장
을 못본체 지나친 사람에게 징역형을 처하는 방식이다. 생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나가 지켜야한다는 정신을 담은 착한 사마리아 법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수용해야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사고방식도 생명존중 방식으로 육성
되어야한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겨울 오두막에서 시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한토막 남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으려다 그 죽은 나무토막에 움튼 작은 새싹을 보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
새웠다. 그 새싹이 움터오는 땔감을 그냥 화롯속에 던져서 몸을 덥히는 대신 추위를 선택하
는 그 정신이 바로 생명정신이다. 이런 생명정신이 있다면 통로 옆 선실마다 구명조끼를 입
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못본채 지나쳐 탈출하기에 급급하여 큰 비극을 불러온 세월호 선
원들과 같은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사회는 법적 정비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압축성장하는
데 바빠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국가예산의 투입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생명존중 사상에도 투철하지 못했다. 안전하여서 행복하고, 안전권이 보장된 매력적인 국가
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채형복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법적 정비와 보완이 전제되어야하고, 그
에 못지않게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배정 그리고 몰래 생명을 틔운 장작더미조차 함부
로 버리지 못하는 시인처럼 생명존중 정신을 지니도록 길러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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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공 하 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1. 서 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 꽃다운 목숨들이 차디
찬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기
도 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 개
편 등의 후속 대책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허술한 안
전 및 소방점검이 숱하게 지적되면서 관련 당국들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안전대책 마련에 분
주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
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에 발생한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를
비롯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서울 지하철 열차 추돌 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부산 지하철에서는 불이 났고 광주에선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바다와 육지, 공중
을 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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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전문가들은“안전훈련이나 점검 등을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많은 국민
들이 훈련을 단순히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고 말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만큼
더디다는 방증이다. 관리당국도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많은 인재가 발생했는데 효과적인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도 없을 것이다. 벌써 이럴진대 몇 년 후면 세월호 참사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한바탕의 소동
쯤으로 잊힐까 걱정스럽다.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계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면 진정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대구, 경북지역의 재난 안전대책을 재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것은 의미
가 있다.

2. 재난 안전대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2.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는 목표로 다음 3가지의 안전분야정
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1)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총
5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관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
면 개편하고, 전문가와 전문기구로 구성된 현장 대응 본부에 권한을 이양하며, 민·관·학
합동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 및 범시민 종합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재난시 행
정분야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와 대응분야를 담당하는 소방안전본부를 혼합운용하여 일관
성과 신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재난관리과와 비상대책과를 소방안전본부로 편입
하여 대부분의 재난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책임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안전총
괄과와 소방안전본부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2)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재난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시적 관리 및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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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하여 총 1,420억원을 집행하여 재난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명사
고 다발지역의 교통체계를 정비하며, 119 특수구조단을 확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
철도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한다. 스쿨존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① 119 특수구조단 및 119 구조대 추가설치
소방본부에 119 특수구조단 기능을 확대하여 도시재난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동구 안심,
남구 봉덕, 수성 고산, 달성 논공 등 4개 지역에 119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골든타임 확
보 및 초기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2008~2012년 대구의 화
재출동 1만1천194건의 출동시간을 거리별로 분석한 결과,“대구 안에서 5분 이내 소방차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2km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
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1~3km는
5분 20초, 3.1~4km는 약 6분 10초 등으로 2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도시철도 3호선 역사를 보면 상당수가 골든타임 밖에 있다는 것이다. 3호선 역사
30개 역과 소방서 간의 거리를 분석해보니 19곳(63%)이 2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위의 정
책제언대로 4개 지역만 119구조대를 설치해서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도시
철도 3호선의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골든타임이 확보
되도록 119구조대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도시철도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중앙로역, 반월당역, 동대
구역 등에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피난에 장애를 줄 수도 있다”
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화재
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열차 안에선 수동으로 스크린도어를 개방할 수는 있지만 밖에서는
수동으로 열 방법이 없다. 승강장 쪽에서 불이 나면 승강장 출입구 및 선로로도 대피할 수 있
어야 함에도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출입구 밖에는 없는 것
이다. 지하역사 재난시 역무실에서 스크린도어를 개방시켜줄 수는 있지만 승객이 수동으로
개방하고 선로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전동차 내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동
으로 열고 전동차에서 탈출하듯이 긴급상황시에는 승강장에서 선로로 진입할 때도 스크린도
어의 수동개방장치가 필요하다. 도시철도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시 이 부분을 간과해서
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이 전동차 내에 화재를 즉시 진압할 수 있는 물분무
소화설비 및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는 제연설비를 도시철도 1, 2호선에도 즉시 도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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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119종합상황실 확충
범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치안안전, 교통안
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4대 분야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관리 통합·연계를 위한 119종합상황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화재, 화학물질 사고, 자연재난 등 도시안전 총괄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재난안전상
황실, CCTV종합관제센터와 119종합상황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전문적 상황분석 및 현장지
휘·조정통제에 대한 정보교환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한시가 급한 재난상황에 즉각적인 대
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CCTV종합관제센터와 119종합상황실을 동일 장소에 통합설치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는 통합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2.2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다음 3가지의 안전분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개발 및 실질훈련 강화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개발 및 실전훈련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을 지키기
위해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사고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한다.
①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개발 및 적용
재난대응 현장매뉴얼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5개 표
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고유형별 매뉴얼 주관부서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 등에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질훈련을 강화하고, 유
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실제훈련 참여 유도로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훈련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따른 매뉴얼을 보완·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뉴얼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등이 시나리오대로 정형화돼 있고 보여주기식
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전문가는“우리나라 훈련을 보면 단순히 사람들을 동원해 모
의상황을 설정해놓고 실습하듯이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한다. 하지만 재난은 예측한 대로 진
행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렇듯 실제 재난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
다. 훈련 도중 미리 예시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불쑥불쑥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줘야 한다.
② 재난대응 앱의 개발 보급
40 _ 2014 2·28의

대구, 경북 재난 안전대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재난 발생 시 부서별 임무, 동원자원업체 및 병원 정보 등을 수록하여 현장조치 매뉴얼의
신속한 검색을 위한 재난대응 앱을 개발한다.
재난대응 앱에 대해서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고 재난대응 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도 강
구하여 힘들게 만든 앱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안전특별보좌관 신설 및 안전점검 강화
도지사 직속‘안전특별보좌관’
을 신설하고,‘노란울타리의 날’
을 제정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을 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특별보좌관
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재전문인력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재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시험과목이 국어, 한국사, 영어, 재난관
리론, 안전관리론만으로 선발해서는 곤란하다. 재난과 관련된 전공과목 및 재난대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기시험과목으로 전면 개편하여 제대로 된 방재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2)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
119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든다는 목표로 화재 등 다양한 재
난유형을 직접 체험하는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으로 대형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영천시일원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이 종합안전체험시설에는원자력사고·산불·해상사고 등 지역의 재난취약성을 반영한
체험시설 등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립하려
고 하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의 또 다른 특징은 화재, 수·설해, 지진, 유독물사고 등 인적재난
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체험시설이다. 또한 생활안전사고, 교통사고, CPR체험, 4D영상
관 등을 갖춘 생활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체력을 키워주는 극기체
험, 유아놀이터, 공연장 등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안전훈련시설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
다. 종합안전체험시설의 건립을 통해 각종 재난대응능력 배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고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체험관은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미 설립한‘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119안전체험관 건립을 보류하고‘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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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설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및 장성 요양병
원 화재 등의 재난에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해안
지역에 전문인력 50명 정도의 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자 한다.
특수구조단에는 종합훈련탑, 수난·잠수훈련장 및 산악·암벽훈련장 등을 설치하여 동해
안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는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
동성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장비로는 구조헬기를 들 수 있다. 국내에 도입되고 있
는 28인승 구조헬기의 경우 가격은 약 350억원 정도이다. 책정된 280억원의 사업비로서는
구조헬기 1대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119특수구조단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세월호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세월호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리 많이 없어 보인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거듭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느낌이라 걱정스러운 감이 든다.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모두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만큼 부처 이기주의 등
에서 벗어나 안전과 원칙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안전에 초점을 두고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 경북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신속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과와 소방안전본부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을 제안한다.
둘째,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게 될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이 확
보되도록 119구조대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에 있어서 수동개방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을 재점
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안전상황실, CCTV종합관제센터, 119종합상황실의 모든 정보교환이 직접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 통합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제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재난관련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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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반영된 재난대응 앱의 구축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일곱째, 시험과목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제대로 된 방재전문인
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의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서울신문(2014.7.24.일자)
2) 인천소방안전본부(http://119.incheon.go.kr)
3) 매일신문(2014.5.19.일자)
4) 매일신문(2014.6.10.일자)
5) 머니투데이(2014.6.2.일자)
6) 민선6기 경상북도지사 안전분야 공약사항 및 안전정책제언
7) 민선6기 대구광역시장 안전분야 공약사항 및 안전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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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 경 배
대구광역시 안전총괄과장

1. 대구시 안전 비전과 성과
비전 : 안전한 대구, 행복한 시민

단체장 안전의지
- 취임사에서
“아픈 과거에 대한‘기억의 재구성’
을 통해 대구라는 도시를 안전과 생명의 표상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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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7. 1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재난안전 대책회의」주재
- 취임 첫날 도시철도 3호선 현장 점검
- 첫 시민원탁회의를‘안전한 도시대구를 만들자’
로 설정하고 회의개최(2014. 9. 16)
☞ 향후, 논의된 주요통계 등은 대구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추진
안전정책 주요성과
- 2013년 안행부 주관 안전문화대상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여
-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안전관리 부문 최우수“가”등급

2. 지역 안전대책 주요사항
□ 재난안전상황실, 경보통제소 상시운영
구분

재난안전상황실

경보 통제소

근무인원

2인 1조 3교대

좌 동

주요임무

- 24시간 재난안전상황 모니터링
- 상황발생시 신속전파
- 지역 각 기관과 연계 상황관리

- 24시간 민방위사태 관리
- 중앙경보통제소와 연계 운영
65개소 경보 시스템 운영

□ Smart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14. 2월)
○ GIS(v-world)에 교통·불법주정차·재난 CCTV 195대 연결
- 태풍·폭우시 하천별 수위, 강설시 주요도로 현장상황 영상 확인
○ 119 신고내용 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
- 119 신고내용 중 주요사항 과장이상(134명) 문자메세지 발송·대처
○ 실시간 현장 확인 영상 모바일 시스템 구축(스마트 카메라 30대 활용)
○ 재난관리 지역 핵심책임기관(10개 기관)과 동보 무전시스템 구축
□ 선제적·예방적 안전활동 전개
○ 재난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 8,556개소(시특법 시설 2,927, 특정시설 5,629)
* 시특법대상시설 : 정기점검(년2회), 정밀점검(3년1회), 정밀안전진단(5년1회) 및
수시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 년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17개소, 30동/실태점검 등)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one-shot 컨설팅(계획 100개소/실적 7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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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시설물의 전기, 소방, 가스 등 One-Shot 컨설팅
-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 계획 59개/안전관리 심의 6개, 합동점검 7개
○ 취약시설 안전관리 One-Shot 컨설팅
- 대상 : 자체 안전교육·점검체계가 미비한 소규모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전기, 소방, 건축, 승강기, 가스 안전교육 전문가 등이 합동 방문
한번에 점검 및 교육 실시
- 실시 : 74개소 968건 컨설팅(2014목표 : 100개 시설)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제정(대경연용역 중)
-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용역 추진(2014. 3~11월)
- 활용 :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도시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깨진 유리창」복원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요인 제거
- 생활주변의 위해 요소인‘깨진 유리창’
을 복원하여 위험 해소
- 모든 부서 참여 일제 조사·복원 추진(2014.상반기 774건)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확산
- 시범지역 : 달서구 두류1, 2동
- 주민참여 : 자율순찰활동, 안전학교, 안전교육, 마을안전계획
- 환경정비 : CCTV설치, 폐·공가 정비, 안전쉼터 마련, 골목정비 등
○ 생활 안전지도 구축사업 참여(주관 : 재난안전연구원)
- 8대 분야 구축(재난, 치안, 교통, 맞춤안전, 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
○ 구·군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관제대상 CCTV : 5,632대(방범3046, 재난85, 학교1914, 기타180)
- 추진상황 : 2011(수성구), 2014. 6월(중·동·달서구), 2014. 10월(서·남·북구),
2015년(달성군)
○ 폐·공가와 나대지를 이용하여 공공용지로 활용
- 방치되어 흉물이 된 폐·공가, 나대지를 정비하여 텃밭, 쌈지공원, 주차장으로 활용
(80건 999백만원)
○ LPG 용기 안전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LPG용기에 개별ID 부여(금년도 5,000개, 2015년 전수 확대 예정)
- 전 Life-cycle 이력관리를 토해 사업자 운영관리 및 사고 예방
※ 2014 대구 시범지역 선정 사업추진
○ 외곽지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 목적 :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범죄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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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외곽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어두운 버스정류장
- 실적 : 25개소(2014년)
□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 48명, 5개 분과위원회 12개 실천과제 선정·추진, 전국 안전문화운동 리더
○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방문교육(117개소 2,250명), 노인복지시설 교육(64회 1,751명)
○ 안전문화 홍보·감시단 활동 전개(홍보대사 2명, 안전모니터단 1,900명)
○ 계절별·테마별 현장 캠페인 전개,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 1관 : 지하철·생활안전 체험, 미래안전 영상관, 방재미래관
- 2관 : 옥내소화전 체험, 농연탈출,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 연간 14만명 체험(외국인 3천명 정도), 세월호 사고 이후 35%↑
○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 규모 : 250업체 700부스 전시/EXCO(11회)
- 내용 : 소방관련 국제 심포지엄, 학술대회, 워크숍 등 개최
※ 명실상부한 아시아권 대표적 소방안전 전시회로 발돋움
□ 재난관리 대응능력 제고
○ 재난유형별「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면개편(20개/사회재난 17, 자연재난 3)
- 현장 지휘체계 및 연락망, 재난대응 주요기관의 역할 및 임무 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0. 14~16, 3일간) 등 현장훈련 강화
- 고속철도 대형사고 중앙단위 현장훈련 - 10. 15, 가천역
○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유형별 대책, 업무별 상호협력, 체계확립 등)
○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정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 반영)
- 사회재난 지원근거, 전문가 중심 자문단 구성·운영 등

2014 2·28의

_ 47

2·28특집 - 제14차 2·28민주포럼

※ 지역 주요 안전통계
전국 현황
분야별

2012년도
(1. 1~12. 31)

화 재
(건수/사상자)

43,249

교통사고
(건수/사상자)

223,656

식중독발생
(건수/인원)

대구광역시

2013년도
(1. 1~12. 31)

40,932

사망267
부상1,956
349,957

1,538
사망7
부상57

14,422
333,803

235

사망14
부상100
13,680

21,139
12

6,058

19,878
9

4,958

238

121

감염병
(인원)

51,495

75,748

2,589

4,081

AI 및 구제역

발생없음

발생없음

발생없음

발생없음

산불발생
(건수/면적)

197

승강기 사고
(건수/인원)

133

화학사고
(건수/인원)

7

자연재해 발생
(건수/피해액)

22

296

10

71.91ha

0.42ha
0

170

0
0

78

0
2

1,089,210

2
1

81
24

0.65ha
2

130
87

2(경상)
0

172,137

323

0

산업재해율

0.84%

0.92%

0.85%

1.04%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8.4

1.9

4.7

0.8

성폭력
(발생/검거)

22,933

가정폭력
(발생/검거)

8,762

28,786
19,386

1,091
25,591

16,785
9,345

백만원

1,548
877

285

1,417
766

18,000

307

786

학교폭력
(발생/검거)

23,877

17,385

1,065

763

5대 범죄발생
(건수)

626,069

607,554

34,518

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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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등
76종

15

551.78ha
88

비 고

2013년도
(1. 1~12. 31)

1,757

사망307
부상1,877
215,354

266

2012년도
(1. 1~12. 31)

살인,
강도,강간,
절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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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추 교 관
(주)위니택 대표

○ 민선 6기 대구시의 재난안전 관련 조직의 개편 결과를 보면,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틀의
마련을 위해, 시민 행복국에 안전총괄과를 주무과로 하고 방재대책, 행복민원, 시민소통
과를 두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한 대구 건설의 비전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지난 8월 25일부터 부산에 시간당 최고13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5명이 숨지고, 도로/ 주택/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산사태, 도로 붕괴·침하, 하
수역류, 토사유출 등 모두 1천500여 건의 피해를 입었고, 부산도시철도의 운행중단,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동정지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 人災인 세월호 참사에 이어, 부산시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자연 재난은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 에도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중대본의 지휘체계를 총리로 격
상시키고, 재난ㆍ안전관리 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은 국가
안전처가 담당하고, 권역별재난지휘조정센터의 구축, 119(구급), 122(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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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을 추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검
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 관련 행동지침을 강제화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종합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 대구시도 당초 민선 6기 공약으로 제시한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
한 노력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 첫째, 시 안전총괄 부서 주관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 와의 정책공조 및 예산 대응, 안전관
리계획, 각종매뉴얼, 예방 안전점검 업무 조정, 대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활동 등의 기
획 및 추진 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의 예방/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설화와 사고대응 및 수습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소재 정보의 파악, 동원체계수립 및 공유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재자원 공유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 긴급재난 발생시 현장 긴급구조 통제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긴급재난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재난관련 각종상황실간의 재난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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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2·28 워크숍 (8월 22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광조 공동의장은 제2차 워크숍의 테마를 다크투어
리즘(Dark Tourism)으로 정했다. 다크투어리즘이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의 현장을 돌아보고 더 이상은 이러한 다크투어리즘 코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2·28 회원들은 2·28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2·28정신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당일 행사는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여 11시 30분에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다. 김의부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의 호국안보강연을 시
작으로 거제포로수용소,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관 순으로 탐방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크투어리즘 탐방지인 거제포로수용소·칠천량해전의 아픈 역
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명량해전·옥포해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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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를 소개합니다

김 의 부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1. 개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巨濟)는‘크게 베푼다’
‘널리 구한다’
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 최초로 거제군으로 불렸고, 고려 제18대 의종왕
이 정중부의 난(서기 1170년)으로 피신하여 3년간 거제둔덕기성에서 살았다. 조선 선조 25년
(서기 1592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승첩인 옥포대첩으로 위급한 나라를 구해냈고,
1950년 한국전쟁 때는 17만 명을 수용한 포로수용소와 15만 명의 피난민을‘크게 구한’곳이
기도 한다.
11개의 유인도와 51개의 무인도는 섬을 돌아 천백리(443km) 리아스식 해안으로 굽이마다
품고 있는 거제해금강, 대·소병도, 외도보타니아,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을 비롯하여 그 어느 곳
이라도 빼어난 절경이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여름이 되면 은빛 백사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많
은 피서객들로 붐빈다.
면적 401.45km2의 섬 중앙에는 해발 566m의 계룡산이 솟아 있다. 거제는 한마디로 하늘과
바다, 산과 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섬이다. 특히 거제의 바다는 미식품의약국(FDA)이 수질
을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여기서 나는 생산물들은 검역 없이 수출되고 있다.
1973년 대우해양조선(주)과 1974년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가 거제에 자리 잡으면서
세계 제1의 조선도시로 발돋움했고, 거제의 소득수준 3만 불 시대를 이끌어 낸 경제발전의 주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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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거제와 통영을 연결하는 거제대교가 놓였고, 2010년에는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터널로 더욱 유명해졌다. 지금 거제는 한려해상수도권 거
점도시로 조선해양관광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역사
거제는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여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신석기시대부
터 삶의 터전을 이룬 흔적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패총이나 고인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병진 24개국 중‘독로국’
이 거제의 최초 지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註:정약용의 아방강력고), 신라 법흥왕 때에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거제도 신라에 편입
되었다. 신라 문무왕 17년(677년)에 상군(裳郡)을 설치하고 아주, 명진, 송변의 삼속을 두었
고,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 최초로‘거제군’
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거제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왜구의 침략이 잦아 그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다.
고려 성종 2년(983) 기성현이라 칭하고 진주목에 편입되었다가, 현종 9년(1018년) 거제현
으로 복귀 되었다. 특히 예종 7년(1112년) 부여공 왕유의 유배로 시작되어 정중부의 난으로
피해온 의종왕, 정과정곡을 지은 정서, 우암 송시열 등 조선시대까지 505명이 유배와 고려와
조선의 상류층 문화를 전파시킨 곳이다. 그중에서도 유배문학은 독특한 문학의 한 장르를 차
지하게 되었다.
고려 원종 12년(1271년)에 왜구의 침략과 삼별초 항쟁군의 내습으로 거창 가조현과 진주
영선현으로 섬을 비우고 집단 이주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 그 후 세종 4년(1422년)에
이르러서야 이주했던 거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때 최초의 승전인 옥포대첩을 비롯하여, 율포해전, 견내량해
전, 장문포해전과 삼도수군이 궤멸한 칠천량해전 등 많은 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러일전쟁당
시에는 일본함대의 전초기지를 장목면 송진포에 설치했다.
현대에 와서는 1914년 통영군에 편입되었다가 1953년에 이르러서야 통영군에서 분리되었고,
1995년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한 오늘날의‘거제시’
가 탄생하게 된다. 면적 약401.45km2,
10개동(洞) 9개면(面)에 인구는 약 27만 명이다.
□ 자연환경
거제도의 해안은 가는 곳마다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418.6km)보다도 긴 443km의 드나듦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항구가 많고 섬을 돌아가며 곳곳에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해수욕장이 산재되어 있다.
지형적으로 거제는 북쪽 장목면 쪽으로 태백산맥계로 연결되고, 서남쪽은 견내량을 건너온
소백산맥계가 어우러져 섬을 만들었고, 장승포 양지암을 깃점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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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원이 풍부하여 조선시대에는 황실어장으로 국가가 바다를 관리했으며, 1908년에 조직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수협의 효시가 된다.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
계절이 뚜렷하고 고온다습하며, 해양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적고, 연중 온화한 날씨가 많다. 이
런 맑은 날씨 탓에 세계최대의 조선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산업
섬이면서도 산지가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에
따라 서불이 선남선녀 삼천 명을 데리고 불로초를 구하려 왔던 곳이기도 하다.
수산 자연이 풍부하여 대구, 광어, 도다리, 멸치 돔, 굴, 멍게 조개류 문어 등과 미역, 우무가
사리, 청각 등 해조류가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되어 왔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멍게, 굴, 홍합,
돔, 우럭, 광어 등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다.
60년대농업은 벼와 보리, 고구마, 잠업이 주농업이었지만 80년대 공업화가 되면서 농가 인
구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파인애플, 신선초, 알로에 등 특용작물에 치중하고 있다. 거제의 특산
물로는 유자(청), 맹종죽순, 표고버섯, 고로쇠 약수가 있다.
공업은 1973년 대우해양조선(주)과 1974년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가 거제에 자리 잡
으면서 거제산업의 주축이 되었으며, 두 회사의 종업원의 수입이 거제 전체 수입의 80%를 차
지하는 산업의 편중 현상이 오히려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과 수산, 관광의 수입 전
체를 합하여도 두 회사의 2개월 치 사원봉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 조선 외의 산업육
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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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德山) 이대우(李大雨) 열사 추모사(중)

2·28 폭풍이 몰아치던 날

강 수 균
전 대구대재활과학대학장
경북중고 제42회

이 글의 목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2·28 민주 운동! 그날의 함성을 파노라마처럼 현장감 있게
한 눈에 알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가사체로 그 날의 활동상황을 축약한 것입니다. 경북고, 대
구상고, 대구고, 사대부고의 그 날의 역사를 운률을 넣어 읽어 내려가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일
것입니다. 동참했던 대구공고, 대구농고, 경북여고, 대구여고는 지면 관계상 후일을 기약하겠습
니다. 역사의 주요 인물 가운데 많은 분이 타계하여 검증 절차가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참여하
신 분에게 누가 될까봐 가급적 인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의문 낭독(이대우·안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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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교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

경북도청 광장에 팽개쳐진 책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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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수

물론 2·28정신이 우리 사회의 난맥을 푸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과 불의가
판치던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의 희망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
해 보는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당시 공립고등학교가 주동이 되었지만… (홍종흠)

국菊 선배, 연극배우 A 선배, 인간해방 H 선배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당시 공립고등학교가 주동이 되었지만…’
까지다. 뒤에 오는 말
글의 내용은 간단하다. 그리고 쉽다. 가로세로 칸을 맞추듯 후미를 맞춰보면 여자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확 줄여서, 여고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아니겠는가.
2·28사상연구회, 28사상연구회 혹은 28연 창립회원, 동고동락한 창립회원들 중 여학생
들은 전원 경북여고출신임을 밝힌 바 있다. 홍 선배님은 그것을‘대구의 당시 공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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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뭉뚱그려 표현했다. 포괄적이면서 우회적이기도 했다. 아마도 참여한 모든 학교 모든 학
생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으리라.
명실 공히 2·28의 주역들이었던 그들 역시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가 제2의 탄생일이
었다. 창립 주역이자 28사상연구회를 대표한 얼굴이었고, 오늘까지도 여전여상인 장 선배님
표현대로‘약속이나 한 듯 조르르 대구성내에 머물렀다.’제각각 경북대학, 효성여대, 대구
대학, 청구대학 등으로 진학했고, 경북대학 진학생은 약속이나 한 듯 28연에 입회했다.
신입생과 예비졸업생의 차이, 삼년의 연륜, 내겐 하늘같은 선배인 그들 역시 일란성쌍생아
를 자임하듯 어울려 다녔으니 그들만의 대학일 수밖에 없었다. 그, 그들, 선배라 하니 어색하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세 선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인 국菊 선배의 지상명령이었다.
“남자회원에게는 그, 여자회원에게는 그녀, 그녀라 쓰지 말라! 곱다시 남녀차별로 들린다.
그, 그들이라 똑같이 써라! 삼인칭이면 남녀 불문, 같아야지. 굳이 여자 티를 내는 호칭이
나 표현은 극구 사양이다, 알았지?”
“……?”
“한 가지 더 있다. 같은 맥락으로 여대생이라 하지 말고, 곧바로 선배는 선배, 후배는 후배
라 불러라. 여대생을 고수하고 싶으면 남학생을 남대생이라 부르든지.”
“……!”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국 선배의 말이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필요
한 말은 유루 없이 하는 선배였다. 여축도 없었다. 간혹 두렵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
던 시절, 희소가치만으로도 귀한 존재인 여대생, 그것만으로 이미 중산층은 넘었으나 화장기
없는 얼굴과 검소한 차림새였다. 빼어난 미모라기보다는 이목구비 선명한 재원의 모습이었
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으니 경이적이기까지 했다.
묘하게 우리 어머니와 외갓집 분위기를 닮은 국 선배가 첫 번째 그였다. 칠곡군 최고의 지
주이면서도 그 혜택을 눈곱만치도 누려본 적 없다는 우리 어머니, 오로지 자식들 대학공부
시키기 위하여 광복원년에 야반도주하듯 시가를 떠난 울 어머니, 당시로는 혈혈단신이었던
대구에서 다섯 남매 학교 보내기 위하여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이 한 어머니, 자식 단속 남편
공양에 허리가 굽다 못해 부러진 듯 ㄱ자가 되어버린 어머니, 그 와중에서도 할 맡 다 해가며
씩씩하게 살아간 어머니였다.
“성내서 구정물 먹고 자란 것들이 뭘 안다고? 이래봬도 칠곡군에서 우리 땅 밟지 않고 지
나치지도 못하는 집안 둘째딸이다. 자식들 농투성이 만들기 싫어서 고향 떠난 게 죄라면
죄지만, 성내 잡종들에게 꿀릴 것 하나도 없는 몸이다, 아나.”
‘아나?’
‘아나!’그렇다고 그냥‘아나’
도 아닌 수상한 끝내기였다.
국문학과에 다니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선배, 같은 과 삼년후배인 나와는 완전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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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내가 국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 둘,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 초중고 시절 통틀어 국어점수만은 늘 최고 점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학교 구
분도 성적 구분도 세 단계였으니, 좋은 점수, 괜찮은 점수, 그저 그런 점수가 그것이었다. 영
어는 괜찮은 점수, 수학은 영락없이 그저 그런 점수인 내가 국어만은 따 논 당상관으로 좋은
점수에 일등짜리인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둘. 우리말 우리글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우리말글 배우는 학과이니 쉬울 줄 알았다. 교재
나 부교재 없이도 강의 듣기, 리포트 제출, 시험 치기 등속에 지장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으니 턱도 없는 발상이고, 선택이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응시, 두 번째는 내 멋대로 응시였다. 한 번의
실패 후 망설임 없이 선택한 국문학과였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랬다.
국 선배의 언행을 모범답안으로 삼으면서 나는 같은 학과 학생들 사이에도 자부심과 그 결과
인 자신감의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배님, 후배가 어떡하면 선배님처럼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지? 국어과 재학 중이니까 재학생으로서 타과 학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
이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지. 국어학 국문학 교재를 필두로 국문학사가
인정한 고전을 찾아서 읽고, 우리말외래어나 필요 없는 꼬부랑말 남용하지 말아야지.”
“……!!”
나의 유구무언. 마침표든 감탄부호든 의문부호든, 말의 마무리는‘~지’로 끝내는 특이한
화법이었다. 그의 직간접적 가르침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설 속 소설이다.

자식, 얼마나 허기져 보였으면
1960년대식 허기 받기보다 사양하기가 어려운 것이 상이고 원고청탁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받아서 안 될 성싶어서 그러는데, 사양하는 순간 적대적 관계로 돌변한
다. 당연한 일이다. 역지사지가 불가능하기에 더욱 그렇다. 상을 만든 이나 운영자 입장에서
는 당신 상이 최고다. 사양하는 인간이, 턱도 아닌 것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추천인도, 역대 수
상자들도 적대감을 숨기지 않으니 왕따가 따로 없다.
청탁원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힘겹고 외롭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송구스런 마음 더불어 확실하게 공언해야 한
다. 타인은 당분간 속일 수 있고 하늘도 잠시잠깐 속일 수 있으나 자신만은 한순간도 속일 수
없는 것, 남은 인생 스스로를 속이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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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친구와 내가 선배 모시고 반주 곁들여 저녁이나 하자는 만남이었으나 약속이 중
복되는 바람에 일행이 늘어나고 계획도 수정되었다. 순전히 나이로만 따져 선배 한 분, 후배
두 분, 동기와 나까지 다섯이었다. 두 분과는 사석에서의 만남이 처음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선배보다는 후배가 무서운 것이 세상살이 아니던가. 조심스럽기가 살얼음판 딛기였다.
사건사고는 초장에 일어나버렸다. 원래의 계획을 접고 재래시장 안 개방형 횟집으로 간 것
이 사단이었다. 정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목로주점, 좁고 긴 의자에 나란히 혹은 마주앉아
서 수인사를 나누고 건배사 더불어 첫잔 비우고 안주 한 점 집으려는 순간이었다.
미리 자리 잡고 있던 아줌마 셋이 무작정 합석해 버리는 것 아닌가. 아뿔싸, 내 옆에 앉
은 예쁘장한 여자가 기중 문제였다. 자신의 외모에 자신만만했던 터인지 다짜고짜 젊은 오
빠라 부르며,‘술 따라라 받아마셔라, 안주 집어 달라 너도 먹어라.’단숨에 좌중을 장악해
버렸다.
‘하이고야 이야기로만 듣던 아줌마 부대, 아줌마피아, 원조마피아들이로구나.’
적잖게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
“예쁜 아줌마들, 우리들 모처럼 만나 얘기 나누러 왔는데 따로 마시면 안 될까?”이 말이
타는 불에 부운 기름이었다. 내 옆의 여자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행까지 막장으
로 가버렸다. 중단 없는 구시렁거림의 후렴구는 이랬다.
“억지로 잘 봐주니까 늙다리들이 감히 오라 가라네. 오늘 함 죽어봐라!”
노래를 불러주면 가시려나 싶어 무반주로 노래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나는 빈속에 몇 잔
마시고 취해버렸다. 백수작가 이후 하루 한 끼에 울고 웃는 일식이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내
배는 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각설이뱃속이었다.
환란에 전란까지 계속되는 동안 죽어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옷이고 신발이었다. 분위기
가 수상해지자 동행인 여자 둘은 시치미를 떼버렸다. 내가 국경선이었으니 옆자리와 맞은편
은 만세반석이었다.
‘제발 가 주세요.’
‘못 간다, 내 마음이다.’실랑이 끝에 아줌마 셋은 가소롭다는 듯 자리를
떴다. 뒷모습이 추레했다.
그 사이 내 바지와 속곳은 술에 젖어버리고, 흰 운동화는 지저분하게 얼룩이 졌다. 선배에
게는 민망스러웠고, 후배 두 분에게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얼마나 추워 보였기에 거나하게 취한 아줌마들이 가지고 놀다가 내버리듯, 봐준다며 떠났
을까? 주려 보이고 쉬워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문득 어린 시절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입학 즈음하여서다. 당시 인기절정이
던 도넛아저씨에게 도넛을 두어 개 얻어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 그걸 본 어머니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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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그러지더니, 툭 내뱉었다.
“자식, 얼마나 허기져 보였으면.”
도넛을 압수한 어머니는 예의 그곳에서 장사 끝나기를 기다려, 그때까지 팔리지 않은 도넛
을 몽땅 사버렸다. 그리고 일장훈시.
“보소, 남의 아들 말아먹을 일 있어요? 공짜로 그런 걸 줘서 어쩌자는 말이요. 저마다 노력
해서 먹고살아야지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나머지정리는 필자 차지였다.
“실컷 먹어라. 다시는 그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일원 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던 어머니였다.
2010년대식 허기 바야흐로 밀레니엄 시대 초반인 2010년대, 2014년이다. 그나마 역사적
으로 빨리 오신 한가위 막 지난, 조금은 서글픈 환절기다. 한가위의 풍요 포함, 개국 이래 최
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위정자들이 자랑하여 마지않는 시기
다. 그러나
마피아 포함, 우리 주변에 허기져 보이는 분들 많다. 정치권력 주변에, 금력 주변에, 매스컴
주변에, 저명인사 주변에, 심지어 문화예술계와 문단 주변에도 추워 보이는 분들이 명멸한
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던 시절보다도 더한 듯하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가진 것 없는 이가 아니고, 가진 것 많은 분이라는 점이다. 누릴 것 다
누린 분이, 여유작작한 일과 나날이 가능한 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허기지고 추워 보
이고 쉬워 보이는 짓을 마다하지 아니하니 딱하기만 하다.
그런 분들에게 천년신라의 사직과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목숨을 걸
고 고려조를 멸망을 막으려 했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부연이 필요 없는 조선국 이순신李舜
臣이, 국치를 당하자 절명사 네 수를 쓰고 자진한 매천梅泉

황현黃玹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만 아줌마부대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마지막이기를 빈다. 다
시는 허기져 보이거나 추워 보이고 쉬워 보이지 않기를 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이의 오기가 제일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가진 것 많은 분
의 무한욕망 무한허기와 그로 인한 어른 부재가 백배 무섭다는 것을 비로소 안다. 사족이다.
암만 100세 시대라지만 나이 80에 자식뻘인 현역이 주는 감투 쓰고‘황공무지로소이다’
를 연발하며 의기양양한 시대의 지성과 영원한 실세도 있다. 오래 살았으니, 젊은이들보다
먹은 나이만큼 낫다는 파렴치노친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사회에도 나라에도 어른은 없다.
어르신, 어른의 호칭이다. 정감을 그득히 담아 불러보고 싶다.“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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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菊 선배, 연극배우 A 선배, 인간해방 H 선배
선배들 명령대로 남녀 구별 없이 그, 선배, 대학생으로 표현한 지 딱 석 달 만에 그녀, 여학
생선배, 여대생이란 호칭과 표현이 오히려 어색했다. 말하는 입의 발화發話 speaking와 듣는
귀의 청각영상聽覺映像 acoustic image과의 연계, 청각언어이자 으뜸언어인 말의 마술이었다.
세 그들 중 두 번째 그, A 선배는 내림굿이나 한 듯 연극에 빠져들었다. 사범대학 가정교육
학과 재학생으로는 천재지변에 가깝다 싶을 정도였다. 1960년대 대학의 이변으로 받아들여
지고 통한 A 선배였다. 요조숙녀 형 외모와 언행과는 동뜨게 연기에 타고난 천분이 있다는
것은 새까만 후배에 신입생인 내가, 사범대학 예술제전의 정점인 연극에서 주연으로 열연하
는 그를 보고 느낀 소감이었다. 극작가 유진 오닐의 창작희극인 걸로 가물가물하게 기억되
나, 그의 연기만은 아직도 뇌리에서 선명하니 알조 아닌가. 부록은 하루 두 차례 공연을 마친
그가 잠시 기절한 소동이었고.
당연지사로 28연 활동에는 뜸할 수밖에. 그러나 28연에 대한 애정만은 불변이었다. 증거
많으나 첫 번째 그녀 국 선배와 더불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바야흐로 세 번째 그, H 선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와 구성에 따른 줄거리 따라잡기다. 단연코 등수가 아니니
오해 말기 바란다. 하기야 오해할 분도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그, H 선배는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재학생이었다. 외모와 화장, 복식에서부터
언행에 이르기까지 남녀 불문 인간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다. 28연뿐 아니고
영어회화클럽 등 어디서든 외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지론이 여성해방이 아니고, 인간해방인 것이 특이하고도 신기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대를 반세기 이상 앞선 것이었는데, 자신의 지론을 실천궁행하는 용기 있는 모습은 경이적
이었다. 백간접불여일직접百間接不如一直接이니, 직접화법으로 들어 보자.
“극단적인 유심론도, 견강부회하는 유물론도 문제지만 한국인들의 맹목적, 무비판적 정신
우월주의는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유심론이라고.”
“……?!”
“마음이거나 정신이거나간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을 어떤 논리로 맹신하느냐 말
이에요. 행동과 말로 표현해야 비로소 들리고, 글자와 글로 써야 보이는 것이 마음인데,
mind란 추상명사에 불과한데. 그래서 종교, Religion과 더불어 양대 추상명사 아니에요.”
“……!”
“행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지성 운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동, 우선은 외형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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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요즘 대학생들 교복과 교모에 명찰까지, 말로만 듣던 개화기 남녀학생 복식보다 나
을 바 없는 의상 아니에요. 오히려 퇴행적인 것 아니에요.”
“…….”듣는 우리들의 유구무언.
“여학생의 경우 검정치마에 하양저고리, 댕기머리나 양 갈래로 땋아 내린 머리, 거기에 고
무신을 신었으니…, 하양 감장 고무신 외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
“화장기 없는 얼굴 웃기지 말라 하세요. 화장과 의상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
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조선시대보다도 퇴보한 것 아니에요.”
“…….”
“그런 복장에 조신한 언행이니 뭐니, 말도 꺼내지 말아요.”
“…….”계속되는 유구무언.
H 선배의 인간해방에 대한 주장은 계속되었다. 천하무적 무장무애, 가히 현하의 변이었다.

대구출생. 1971년 단편소설집『여행자들』상재.
영남일보 객창소설「간이역에서」연재.
전작장편 3부작『빈 들』외 소설집 10권.(1976)
시집『새벽찬가』외 7권.
평전『김광수의 명작읽기 1 2 3 4』
(FM101.1 FM89.9에서 주1회 연10년 방송).
1970년∼80년대 시소설 전문지 <모국어> 저자대표.
부산문학상, 부산예총공로상, 여산문학상, 요산창작기금상(요산문학관),
고운최치원문학상, 노개창작기금상
전 문학도시주간 부산문협소설분과위원장 소설인협회회장
현 국제신문토요칼럼필진, 계간문학에스프리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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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교수의 행복

현직 대통령은 5년 임기가 있지만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없다
살고 싶은 만큼 즐겁게 살면 된다.

김 원 중
시인

나는 전직교수이다.
현직교수는 정년퇴임이 있다.
그러나 나는 정년퇴임한지 어느덧
10여 년이 된 전직교수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년퇴임이 없다.
앞으로 살만큼 살면 된다.
책임지고 가르치고 지도할 제자도 없고
강의 시간에 쫓기어 헐떡거릴 필요도 없다.
강의 책임시간도 없는 그야말로 자유인이다.
퇴임한지 10여 년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한비문예대학 등에
드문드문 나가서
차를 마시며 문학 강의를 한다.
아니,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임기도 없는 전직교수의 팔자가
이렇게 행복할 줄
현직교수 시절에는 몰랐던 것이다.

경북 안동출생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동시 입선(1953)
첫시집『별과 야학』출간(1957)
제2시집『과실 속의 아가씨』출간(1965)
시집『별』출간(1969)
수필집『하늘 만평 사 뒀더니』출간(1990)
경상북도 문화상(문학 부문),
예총예술상(문학 부문 대상)
현) 한국문인협회 고문,
한국 시인협회 자문위원,
포스텍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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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환
대구공고 32회 동기회장

어느 새 2·28세대가 이제 칠순을 훌쩍 넘은 고령이 되어버렸다.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다.
일제 강점기때 나라없는 서러움 속에서 태어나 1945년에 광복이 되고, 5년 후 6·25전쟁이라
는 엄청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과 혼란하고 문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었다.
휴전 후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학생의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민주화 운
동이였으며, 3·15 부정선거에 따른 마산의거, 그리고 한달 후 4·19혁명의 유혈사태가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5·16군사쿠데타로 숨쉬기조차 힘든 정치적 논쟁과 변화 속에 우리 민족은 크나 큰 혼돈과 무
질서 속에서 인내를 강요받으면서도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성장의 기반도 쌓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우리 땅을 침탈하여 지배된 시기에 태어나 너무 어려서 기억은 희미하지만 우리 선대
와 부모님들은 더 힘들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영위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식량은 공출로
다 빼앗기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끼니를 때우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셨고, 겨울이면 땔감조
차 구하기 어려워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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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흔한 생활용품도 그땐 턱없이 부족해 헌옷이나 양말도 몇 번씩 기워서 입고 신어야 했
으며 죽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인고(忍苦)의 세월이었다.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은 멈춤없이 흘러 국민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에 들
어서고 얼마되지 않아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1950년 6·25라는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 터져버
렸다. 대구는 직접 전쟁을 치른 지역은 아니었으나 전시 상항이 밀리고 급박하여 한때 등교도 멈
추었다. 간단한 이불과 옷가지, 비상식량인 미숫가루 봉지 등을 챙겨서 보따리에 싸 어깨에 메고
허리에 묶어서 남쪽 피난길에 올랐고, 부모님께 고사리 손을 잡혀 같이 나서 보기도 했다. 생존
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3여 년이나 계속되어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은 빛바랜 사진이나 동영
상 기록으로 남아 있으나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감춰지고 있다. 그 시절의 우리들은 희생과 인
내만 강요당하는 부랑민과 같은 신세로 살아야 했다.
내가 다니던 대구달성초등학교는 전쟁 중에 임시 육군본부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훗날 국무총리)이 우리학교를 징발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인지 어린 꼬
마들을 교문 앞에 도열시켜 놓고 일일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위로를 받은 추억이 있으며, 학
교 동편 건물에는 아마 서울에 있던 고려대학교가 피난 와서 임시로 개강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의 고성동 종합운동장은 경기장 가장자리에 빙 둘러 깊은 도랑을 만들어 무단출입을 막아
접근이 어려웠고 스탠드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미군 군수품 저장고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
고 있다.
현재 원대오거리 부근과 3공단 지역이 당시에는 경마장과 묘목장이었는데 전투상황이 얼마
나 긴박하고 치열했던지 장거리 큰 포를 북쪽인 노곡동 뒷산과 가산산성 방향을 향해 쏘고 있어
구경나온 어린 우리는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큰 대포소리에 놀라거나 겁도 없이 귀를 막고 구경
만 했었다.
세월은 흘러 과거로 넘어간 전쟁통에 겪은 숱한 추억은 있으나 다 나열 할 수는 없고 다른 지
역들도 거의 징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학교 친구들도 이보다 더 많은 경험담을 가지고 있
을 것이다.
이런 경황중에도 틈틈이 수업은 한다고 혼란 중에도 등교를 했으니 불편함은 어떤 말로도 표
현이 부족하다. 야외 잔디밭이나 창고를 빌려서 여기저기 다니며 거적 깐 땅바닥에 앉아 허름한
칠판 하나 걸어두고 배우는 열악한 환경은 현재 세계 어느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교사는 벼룩과 온갖 이름 모를 해충들로 들끓었으며, 계절을 따라오는 추위와
폭염은 대책 없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어린 우리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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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돌릴 틈 조차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부모님들은 못 배운 한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
려고 모든 희생과 고생을 감수하신 헌신적인 뒷받침 덕에 학교 수업은 계속 받을 수 있었다.
2·28학생의거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은 3월초에 졸업예정이라 등교하지 않았고, 1~2학년이
남았을 때 그 해 장기집권으로 인한 혼탁한 정치상황에서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성 천변에
서 있을 야당후보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일요일인데도 등교 하라는 지시의 반발로 일어난 시위
였다. 2월 28일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음이 당연하다.
우리는 전쟁과 혼탁한 정치 격랑 속에서도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며 다행히
지도자를 잘 만나 어느 정도 배고픔이 해결되고 자유도 많아져 살만한 세상이 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겨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 보수와 진보, 좌우 편가르기로 민주화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행동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으니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퇴보도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 또한 정
치쟁점화로 나라를 찢기 위한 조직적 이념투쟁은 기본질서의 파괴와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지장
을 주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제 칠순이 지나고 보니 먼저 저 세상으로 많은 2·28세대의 친구가 유명을 달리하여 인생무
상을 느낀다. 평소 함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나누었던 우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도록 생전
의 그 모습이 그립고 보고 싶다.
살아보면 가족의 소중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은 여생 친구간의 교유(交遊)도 꼭 필요한 것
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이해만을
구할려는 경우가 많다. 사사로운 대화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히면 타협과 배려가 멀어지고
우정이 단절되기도 한다. 청각 기능도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도 목소리가 커져 주위 분들에게 눈
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이 필요하다. 몸보다 마음은 앞서나 거동
이 불편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저절로 고립이 된다. 자기 고집은 더 심한 외로움도 동반한
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좋은 친구와의 어울림은 외로운 노후를 행복하게 해주는 명약이며, 항상
마음과 물질도 베풀어야 사랑이 되고 풍요로움이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아 산은 오를수록 숨은 차지만 정상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정상에서 돌아보는 과거는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으나
지나간 시간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석양에 지는 노을은
해가 지기 마지막 순간이 제일 곱다고 한다. 그래서 붉고 찬란한 빛으로 노후를 아름답게 물들여
보자. 언제나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며, 노년기의 모습이 깨끗한 사람으로 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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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2·28의 주역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에 탄탄한 기초를 다져놨다. 그 동
안 매년 치루었던 기념행사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쉽다. 그래서 맥이 끊어
지지 않고 대를 이어 2·28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주위에 본뜻과 취지
를 권유하고 각종행사에 참여시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또한, 걱정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외래어의 범람으로 인한 우리 언어
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우리말과 좋은 글을 살릴 수 있는 언론인들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국어 순화운동
도 더 넓고 크게 펼쳐야겠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홍수도 중독성이 너무 강하여 개인주의 사고로 변질되고 있
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기 발전의 혜택이 현 시대의 흐름이라 하여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도 많으니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참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해 보자.
이제, 노년기인 우리의 책임은 후세대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흔적을 남겨줘야 한다.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하게 접했던 좋은 글과 덕담 중에 생각 나는대로 몇 가지 정리했
다. 물론 항상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접해 보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① 베풀면서 살아라.
②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③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자.
④ 친구들과 잘 어울리자.
⑤ 항상 웃으면서 관대하자.
⑥ 몸, 용모 단정히 하자.
⑦ 욕심과 아집을 버리자.
⑧ 자식에게 부담주지 말자.
⑨ 늘 새로운 것을 배우자.
⑩ 봉사정신을 가지자.

2014 2·28의

_ 77

자유기고

김 정 만
병원장 / 경북고 42회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2014년 하반기 work-shop”
이 있었다.
약간 늦은 감도 있었지만, 요즘 시류에 잘 맞게 짜여 져 많은 동기, 후배 회원님들이 참석하셨다.
거제도포로수용소, 칠천량해전공원 및 옥포대첩기념관 현장체험 방문 중에 특히 이순신 장군
관련 두 곳은 임진왜란-정유재란 통틀어 유일한 해전 패배 장소인 칠천량과, 한창 시류에 맞게
고조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곳,“鳴梁(명량)”
이라는 영화가 영화사상
모든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는 와중이다.
참 걸 맞는 장소를 골라 행사를 주관, 진행하는 임원진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를 드리고 싶다. 2
대의 버스에 나눠 승차하신 초로를 훨씬 넘긴 나이에 건강한 모습들을 보니 반갑다.
1) 巨濟島 捕虜收容所 遺蹟公園

호국안보 강연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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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포로수용소,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관 체험방문기

3시간여 장거리 운행 끝에 드디어 거제도에 도착, 여러 번 방문하신 회원들도 계시겠지만 모
두 한자리에 모여 거제도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소장이신 김의부 선생의“처절하고도 힘든”거제
도 역사를 경청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거제도, 거제도 포로수용소.
직접 참전은 못할 나이였지만,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던 6.25에 대한 생각이 가슴 절절
이 떠올랐다. 어린 우리들 귀에 못이 박혔던“굳세어라 금순아”
의 유행가를 낳게 했던 흥남철수
작전(민간인 함선 Meredith Victory 號-일명“기적의 배”
)에 대한 이야기, 흥남서 거제도(처음
엔 부산이 목적지)까지 오는 콩나물시루 보다 더한 여건에서 태어난 5명의 새 생명에 대한 이야
기(그중 한분이 현재 거제에 생존해 계신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처절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고뇌에 찬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이야
기, 강사의 치밀한 강연에 고마움을 느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51년
2월부터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360만평의 땅 위에 설치되었으며, 1951년 6월말까지 인
민군 포로 15만, 중공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3천명의 포로를 수용하였는데, 그 중 300여
명의 여자 포로도 있었다. 그러나 反共 포로와 親共 포로 간에 유혈살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1952년 5월 7일에는 수용소 사령관 돗드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등 냉전시대 이념갈등
의 축소현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곳이 수용소 장소로 결정된 것도 한참의 전략적 우여곡절을 겪었단다.
유엔군사령관은 美제8군사령관(리지웨이 장군)에게 부산 포로수용소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고려해 보도록 지시하였는데, 리지웨이 장군은 제주도가 포로수용소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적인 견해를 표시. 이유는 ① 제주도가 이미 피난민으로 초만원이 되어 있고, ② 사용할 물이 부
족하며, ③ 오랫동안 공산주의 세력이 강했다는 점 및 ④ 피난한 한국 정부가 이 섬을 임시정부
의 이전 장소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등의 이유였다.
당시 제주도에는 약 25만 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로와 수용소 경비 및 운영에 필요
한 병력 등을 더하게 되면, 그 인구가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 섬이 그정도 인구증가를 감당
하도록 하기 위해선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1950년末 중공군의 반격을 받아 사태가 극도로 불리해지면서 아군이 다시 서울을 빼
앗기고,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면서 이번엔 美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태도를 바꾸어 제주
도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1951년 1월 11일. 제8군사령관이 찬성함으로써 유엔군 사령부는 제주도에 포로수용소를 설
치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포로수용소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가 거의 매듭 지워질 순간, 거제도
가 포로수용소의 후보지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섬이 포로수용소의 이전 장소로 최
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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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① 섬이라는 조건, ② 육지로부터의 이동 거리, ③ 급수공급이
용이하며, ④ 주위에 약간의 경작지가 있다는 점 등등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도를 포로수용소 적합 지역으로 판단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알려 지게 된 것은 1952년
6월 9일에 열린 미 하원의 청문회. 이 청문회는 포로수용소장 돗드 장군의 피랍사건과 관련하
여 거제도 포로수용문제 전반에 걸친 사실 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육군성 장관(Secretary of the Army) 페이스(Hon. Frank
Pace, Jr.)와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Gen. J. Lawton Collins, Chief of Staff, US Army). 특
히 급수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反共 포로와 親共 포로간에 유혈살상이 자주 발생했고, 1952년 5월 7일엔 수용소 사
령관 돗드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등 냉전시대 이념갈등의 축소현장과 같은 모습이었다.
돗드 준장이 친공포로들에게 납치되자, 포로수용소 지역 내의 주민 1,116세대를 소개시키고, 출
입을 통제하던 유엔군 헌병검문소가 설치됐다.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반격과 공세에 밀려 많은 북한군이 투항했으며, 생포된 포로들은 이
후 대부분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는데, 포로들은 LST에 승선하여 해상을 통해서 거제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전쟁 포로(POW)의 신분으로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자 위주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일부 여자포로도 생포되어 수용됐으며, 그들도 남자 포로
와 동일한 수용소생활을 했다. 사상전쟁에 휩쓸린 여자들은, 인민군 출신과 전쟁지원을 위하여
동원된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역시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상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현읍 수월리에 위치한 제80여자 포로수용소는 제64야전병원 수용소 인근에 자리 잡아, 남
자 포로수용소 밀집 구역에서 벗어난 곳에 배치되었으며, 300여 명이 수용되었다.
지금은 잔존건물의 일부만 곳곳에 남아 있는 이곳은,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역사
의 산 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1983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다.
국내 최초, 세계 최대의 단일 디오라마館에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배치 및 포로의 생활 모
습 등을 고증을 거쳐 한 눈에 볼 수 있게 재현하였으며, 포로관리를 위해서 4개의 구역으로 구분,
그 하부 구조인 수용동을 중앙 계곡과 동부 계곡 일대에 28개를 배치하여 최대 17만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수용하였는데 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급식, 피복 및 일용품 보급 등 여러
면에서 국군 전투요원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일상생활도 수용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노동 이외에는 자율적인 내무생활 속에서의 여가
활동이 허용되었으며, 교육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여자 친공 포로들은“호랑이 같은 여자
들”
로 불려졌다.
80 _ 2014 2·28의

거제포로수용소,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관 체험방문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
선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개시하
며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 우리 국군은 노도
와 같이 밀려오는 북한군을 맞아 진퇴를 거듭
하면서도, 전선을 사수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
투를 벌였다.
한국전생의 발발서부터 휴전선에 이르기까
지의 치열했던 전쟁의 주요 과정과 참전 16개
국 현황, 피해현황, 전쟁 속 삶의 모습, 그 와중에 발생한 포로들의 생활상 등을 이곳에 재현된 역
사의 현장에서 엿볼 수가 있었다.
구석구석에서 해설을 들으며 열심히 참관한 후 길 건너 집 널찍한 식당에서 피곤과 시장에 지
친 식사를 했다. 2·28기념사업회의 위상과 work-shop의 특성에 비춰 식사 시간에 까지 공식적
인 음주가 없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로 남을 것 같다. 인원이 80여 명을 넘는지라 아수라장 같
은 식당을 빠져 나와 이제 다음 장소인 칠천량해전공원으로 향한다.
2) 漆川梁海戰公園
버스에서 내려 허우적거리는 걸음으로 유
적공원 건물까지 10여 분을 올라갔다. 유별나
게 좋은 날씨에 따끈하게 내려 쪼이는 햇살이
살갑게 느껴졌다. 대우조선해양이 멀리 보이
는 바다 경치는 가히 일품이었다. 빼어난 경관
에 수려한 해안선과 어울리는 산수경치는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주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420여 년 전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1597년(선조 30년) 1월 발생한 정유재란 中 元均 장군(전라좌수사 겸 통제사)이 이끄는 조
선 수군이 일본에 패한 해전. 7년 왜란(16번의 해전) 중에 유일하게 처절하게 패한 해전이다. 일
본은 明나라와의 和議가 결렬되자 조선을 재 침입했는데, 이때 조선에서는 李舜臣 장군이 무고
(誣告)로 하옥되고, 대신 元均 장군이 전라좌수사 겸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그해 7월 8일. 일본 戰船 600여 척이 부산앞바다에 정박했고 일본수장인 도도[藤堂高虎]·가
토[加藤嘉明]·와키자키[協坂安治] 등이 가덕도를 향해서 웅천으로 간다. 이때에 통제사 원균
은 한산도 본영에서 경상우수사 배설(裵楔)에게 웅천을 급습하도록 하였으나 패해서, 군량미 약
200석과 배 10척을 불태워 잃었다. 이에 都元帥 權慄 장군은 원균을 불러 신하들의 면전에서 곤
장으로 벌한 뒤, 급히 한산도 본영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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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에 돌아온 원균은 7월 14일 부산의 일본 전선을 급습하기 위해 3도 수군 전선 160여 척
을 다 출동시켰는데, 부산진 포구의 일본 수군은 미리 조선수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란 작전을
유도했으며, 게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남에 따라 조선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공격 목표를 찾
지 못하고 헤매다 간신히 가덕도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일본 병선 500여 척의 추적을 받고서 거
제도의 영등포로 후퇴했다.
雪上加霜, 조선군은 밤에 보급품을 구하려고 영등포에 상륙했다가, 잠복해 있던 일본 복병에
게 급습을 당해 약 400명을 잃고, 배를 타고 칠천량으로 후퇴하여 포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15일 밤에 도도·와키자키·가토 등이 이끄는 일본 수군의 수륙양면 기습작전에 말려
들었다. 원균은 모든 군사를 독려하여 접전했으며, 경상 우병사 배설은 전세를 보고 있다가 배
12척을 이끌고 도망갔다(기록에 의한 글 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균은 끝까지 싸웠으나, 중과
부적으로 일본군을 막아 내지 못하여 결국 여러 장수들과 함께 도망쳤으며 일본군의 추격을 받
아서 죽은 조선 수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해전으로 3도 수군통제사인 원균과 전라우수사 李億祺, 충청수사 崔湖가 전사했다.
이로써 조선의 3도수군은 일시에 무너지고, 일본 함대는 서쪽 해상을 향해서 쳐들어가 일본군
의 남원 및 진주로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패보를 듣고 크게 놀라 白衣從軍하던 李舜臣에게 흩어진 병력과 배를 수집·
점검할 것을 명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李舜臣을 다시 전라좌수군절도사 겸 3도통제사로 임명
하고 충청 수사로 權俊을 기용하며, 뒤이어 전라우수사에 金億秋를 임명했다.
3) 玉浦大捷紀念館
이제 약간은 지친 듯한 모습들로 마지막 방문
지인 옥포대첩기념관으로 향한다. 방문 체험장
들이 해전장소라서 그런지 모두가 경관이 빼어
난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기념공원. 임진왜란 중인 1592년 5월 7
일 전라좌수사 李舜臣 장군과 경상우수사 元均
장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진행하여 현 대우조선
해양이 위치한 옥포만에서 왜선 50여 척 중 26

기념관에 전시된 李舜臣 장군의 영정과 지휘대도

척을 격침시킨 것이 옥포해전이며 임진왜란의 첫 승첩이자 이후의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옥포해전을 기념하여 거제시에 조성한 공원이 옥포대첩기념공원이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忠武公 李舜臣 장군이 첫 승전한 옥포해전을 기념하고, 충무공 정신을 후
세에 길이 계승하기 위해 유서 깊은 옥포만이 내려다보이는 옥포동 산1번지 일대 3만여 평 규모
로 조성한 기념공원. 1991년 12월 기공식, 높이 30m의 기념탑과 참배단, 옥포루, 팔각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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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을 건립해 1996년 6월에 준공하였다.
옥포루에 오르면 정면으로 보이는 옥포만의 절경,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다.
공원에서는 매년 6월 중순 3일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는데, 기념식을
비롯하여 제례행상, 문화예술, 민속, 이벤트 행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초기. 옥포-적진포-당포-당항포-율포 등의 해전에서 李舜臣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연전연승했으며, 특히 한산도대첩은 진주대첩-행주대첩과 함께 임
란 3대 대첩에 꼽힌다.
일본군은 당초에 부산에서 한반도의 서남 해안을 돌아서 陸海竝進 작전을 펴려다가 실패했다.
이에 일본군은 육상으로 전라도를 공격해 조선 수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한편 수군의 총역량을
전라도에 집결시켜 반격하는 작전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웅천 방면에 있던 와키사카[脇坂安治]가 73척을 이끌고 출동하고, 도요토미 히데요
시의 특명을 받은 구키[九鬼嘉降]가 42척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이런 일본 수군의 동향을 탐지한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6일 전라좌수사 李舜臣이 전라우수
사 李億祺와 함께 전라좌우도 전선 48척을 이끌어 노량에 이르렀고, 경상우수사 元均이 7척의
배를 이끌고 합류했다.
7월 7일 적의 함대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李舜臣은 7월 8일 아침
견내량으로 진공, 그런데 견내량의 지세가 포구는 좁고 암초들이 많아 板屋船 함대를 많이 가졌
던 조선에게 불리했으며, 일본군은 위급하면 육지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
따라서, 李舜臣은 견내량으로 부터 일본군을 유인하여 한산도 앞바다로 이끌어낼 계획을 세운
후에 먼저 板屋船 약간으로 일본의 함대를 유인하여 한산도 앞바다로 이끌어 내놓고는 급히 뱃
머리를 돌려 유명한 鶴翼陣을 치고 각종 銃筒을 발사해 적선 2~3척을 쳐부수었다.
이에 당황하여 도망가는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하여 47척을 쳐부수고 12척을 나포했으며, 무
수한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 장수 와키사카[脇坂安治]는 남은 전선 14척을 이끌
고 도망가고, 한산도로 도주한 왜병 400여 명이 간신히 탈출했다.
조선 수군은 이 싸움으로 일본 수군의 주력을 크게 대파하여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잃은 일본 수군은 해로를 통한 수륙병진 계획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육
군에게 식량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 육군의 활동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일본 수군 장수 다카도라[藤堂高虎]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李舜臣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
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귀가 길의 약간의 음주행위가 허락되었다.
진행자의 빡빡한 의무수행과 참가자들의 솔선수범한 의식들은, 가히 우리 2·28민주운동기념
사업회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고맙다, 즐겁다, 모두들 건강도 잘 지키시어 자주 뵙는 여건이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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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반기

2·28인문학 강좌 개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공동의장 이광조)는 올해 전반기 2·28인문학 강좌를 개강했다.
매 회 40여 명의 수강자가 즐겁게 혹은 심중하게 수강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평이다.
후반기 강좌는 더욱 새로워진 프로그램으로 10월쯤 개강할 예정이다.
◇ 전반기 강의내용

회수

강의내용

교 수

소 속

강의시간

9차

건강과 실용요가

이대희

대구시
요가연합회장

7월16일 15:00~17:00

방소연

새암누리
통일예술단장

7월18일 15:00~17:00

이동순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7월23일 15:00~17:00

10차
11차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노래로 공부하는
부모은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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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방소연)

건강과 실용요가(이대희)

노래로 공부하는 부모은중경(이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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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열사 5주기 추모식
2014년 9월 13일은 고 이대우 열사의 5주기 추모식입니다.
묘 앞에는 조화가 예쁘게 묘역을 장식했습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권영진, 이광조 공동의
장께서 보낸 꽃과 , 경북중고 42회 임대용 회장이 헌화한 꽃입니다.
이 열사는 1960년 2·28 의거 당시 경북고 학생부위원장으로서 2·28을 주도한 공로로 서울 수유리
4·19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임대용 경북중고 제42회 동기회장과 회원, 유가족, 많은 지인들과 부산에서 온 이 열
사 제자 40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행사 집례는 경북중고 42회동기인 박광현, 초헌관은 열사의 유가족 이창우씨, 아헌관은 동기 임대
용 회장, 종헌관은 제자 대표 부산대학 교수 김홍수, 독축은 동기인 강수균 전 대구대 교수, 축시는 동
기인 김성현 시인의 시“2·28의 종소리”
를 낭송하였습니다. 경북중고 제42회 이정남 서울회장을 비롯
해 성유보 전 방송위원, 윤정묵 전 포항제철 이사, 2·28 전야 열사의 냉돌방에서 같이 고생한 동기 권
준화, 박충경, 임병춘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단한 음복례를 마치고, 가족이 주관한 만찬에 참석하여, 임대용 회장의‘이대우 열사 5주기추모식
에 대한 회고사’
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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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28 민주시민 아카데미
지난 7월 11일(금) 2·28관련 8개 고교 및 참여 희망고교 대표 24명을 대상으로 본회 기념회관 4층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다.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 고교학생의 숭고한 정신을 올
바르게 계승·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고교학생 민주시민 아카데미 참가고교 현황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상원고등학교, 대구여자
고등학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강북고등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이상 8개교 각 3명씩)
◎ 민주시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민주적인 리더와 리더십 …………………………………………………… 김선왕(포스코대 강사)
긍정적인 학교생활 만들기 ……………………………………………… 김영탁(대구상원고 교장)
사회문제와 학교폭력 ……………………………………………………… 이광조(2·28공동의장)
2·28기념관 현장체험학습 ………………………………………………… 정일수(2·28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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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 의원 2주기 추도식
2014년 8월 26일(화) 이해봉 2·28이사(전 국회의원) 2주기 추도식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
리리 현지 묘역에서 개최되었다. (추도회원: 이광조 공동의장, 박명철 고문, 양성호 부의장, 강수균 이
사, 윤호정 시인, 신택용 전 옥포농협 조합장)

횃불 55호 편집회의
2014. 9. 12.(금) 2·28횃불편집위원회(위원장 김약수)는 2·28기념회관에서 55호 편집위원회를 개
최하였다. 횃불지 표지는 2·28상징물로 선정하고, 횃불지 표지제목은 2·28횃불지로 명칭변경하여 게
재토록 하였으며, 시론, 특집(포럼), 특별기고, 문예광장, 자유기고, 2·28일지 순으로 우수작품을 엄
선하기로 하였다. 금번 횃불지는 지면이 초과예상되나 편집에 묘를 기하고, 횃불 55호 편찬에 적극 동
참의지를 표명하였다.
참석자: 김약수, 이광조, 박명철, 장영향, 양성호, 이방현, 서정일, 김동환, 곽종훈, 강태길, 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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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2·28人 이수광 총재의
나라 사랑과 미래 비전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및 (사)독도중앙연맹 총재 이수광 총재는 포항에서 동
해를 마음에 품고 성장하며 바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
지고 나라사랑과 국토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81년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단의 해양탐사팀장으로 시작해 매년 학
술조사를 시행하고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은 학술조사 단장으로 울릉
도와 독도의 자연, 인문 환경을 조사하고 종합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0회가 넘는 독도특별강연, 국제지리학회(IGU)에서의 학술논문 발표는 물론
최근에는 <섬 799-805>라는 소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독도를 바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06년도에는 독도를 명예특별시로 선포하고 독도명예특별시민 100만명 등록운동을 펼쳐 현재 8
만명 정도의 명예시민이 등록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 총재는 독도명예특별시장으로 독도 수
호의 선구자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독도·울릉도 자연생태탐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8개국 29개교에서
온 학생 100명과 지난 6월 24일~26일,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자연생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민간외교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이 행사에 참가한 전 세계 600여 명의 학생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를 통해 독도와 한국에 대해 바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 우리의 영토와 역사 알리기와 우
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수호탐방단을 운영 매년 봄, 가을 탐방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바다를 직접 체험케 해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 해양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여름바다학교 교장으로 매년 학생들에게 신비한 바다이야기, 독도의 자연
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고 스노클링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해해양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름바다학교
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했으며, 이 총재는 내년에도 학생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릴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0년
4·19혁명 50돌을 맞이해 4·19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해 사재를 출연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매
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사회에 이바지할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올해로 4회를 맞이한 4·19혁명장학금 수여식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임인 사
단법인 4월회의 창립기념식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4·19관
련단체 유자녀 및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해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우
고 국가와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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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시의회 의장 내방
2014. 7. 16.(목)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이 취임인사차 내방했다. (참석자: 이광조 공동의장,
박명철 고문, 양성호 부의장, 정수일 사무총장, 대구시 김석동 담당관, 류경선 주무관)

제14차 2·28민주포럼 준비회의
2014. 8. 7.(금) 제14차 민주포럼 개최를 위해 2·28 역대의장 6명은 논제를“안전위기 사회에 대한
대응(죄장 최용호)”
으로 채택하였다.
발제 1. 안전문화와 인권(채형복 교수)
발제 2. 대구, 경북 재난 안전대책(공하성 교수)
회의 참석자: 최용호, 홍종흠, 이완식, 류진춘, 박명철 고문, 이광조 의장, 정일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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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일지(2014. 7. 1 ~ 9. 30.)
7.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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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대 대구광역시장(권영진) 취임식 참석.
이광조 의장, 홍종흠 고문, 김명환 이사, 정일수 사무총장 참석
11. 제3회 민주학생 아카데미 실시(8개교 24명 참여)
16.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동희) 취임 인사차 내방,
대구시 김석동 자치행정계장 동석. 임원 양성호, 박명철 배석
16. 제9차 인문학강좌 실시(40명 수강) 강사 이대희
18. 제10차 인문학강좌 실시(41명 수강) 강사 방소연
23. 제11차 인문학강좌 실시(40명 수강) 강사 이동순
29. 하반기 워크숍 방침결정 토론회(양성호 부의장외 7명)
5. 제7회 죽농서호대전 참석(이광조 공동의장, 김명환 이사 참석)
5. 석제 서병호 기념전(이광조 공동의장, 홍종흠 고문, 김명환 이사 참석)
7. 민주포럼 개최준비 관련 역대 의장 회의(최용호 고문, 이완식 고문, 류진춘 고문,
홍종흠 고문, 박명철 고문, 이광조 의장 참석)
15. 8·15경축식 이광조 공동의장 참석(대구문화예술회관)
22. 하반기 워크숍 행사(거제포로수용소,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탐방)
26. 고 이해봉 의원 2주기 추도식 참석(이광조 공동의장, 양성호 부의장, 박명철 고문,
강수균 이사, 윤호정 시인, 신택용 전 옥포농협 조합장)
1. 남구 청소년 창작센타 개소식(이광조 의장 참석)
12. 횃불 제55호 발간 편집회의(편집위원장 김약수외 10명)
19. 대구광역시청 제2별관 문화체육관광국 방문
(14:00 이광조 공동의장, 정일수 사무총장)
22. 북후정, 광문사 위치고증 세미나 이광조 공동의장 참석(주최: 국채보상운동기념회)
24. 제14차 2·28민주포럼 개최(홍종흠 고문 등 85명 참석)
27. 대구·경북 흥사단 50주년 기념식(이광조 공동의장 참석)
30.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방향 산학경영 콘서트(주최: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광조 공동의장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