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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은 인의(仁義) 정신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 효 수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영남대학교 전 총장)

대구경북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언제나 인의(仁義) 정신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하여 나라
의 바른 길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구경북은 좋지 않은 의미의 수구보수의 본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한국은 세기적 전환기에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정치, 경제, 외
교 등 국가 전반이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대구경북은 인의(仁義) 정신을 다시 살려 패
러다임전환을 이끌고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 서야한다.
인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공맹사상(孔孟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자는 사람 사는 사
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가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즉 인(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행동원리로서 의(義)를 제시했다.
인의 정신은 공맹(孔孟)의 가르침이고, 조선은 공맹사상을 기본으로 한 유교국가이었으
므로 그것을 중국이나 한국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대구경북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가?

04 _ 2017 2·28

대구경북은 인의(仁義) 정신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한국 유교의 양대 학맥은 영남학파와 기
호학파이고, 영남학파는 회재(晦齋) 이언
적(李彦迪), 퇴계(退溪) 이황(李滉), 남명
(南冥) 조식(曺植) 선생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학파는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체계
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학파는 수많은 인재
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구경북의 정
신을 인의 정신으로 본다. 학자는 국적이 있

제도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에 영향을 미친다.

지만 학자가 우주만물과 인간사회의 이치
를 깨달아 찾아낸 사상과 이론은 국적이 없

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공자는 인(仁)을

는 법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창시

애인(愛人)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 본

자는 국적이 있지만, 종교는 국적이 없다.

래의 모습은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

특정 지역의 정신문화는 어떤 종교나 사상

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

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깊게 그 사회에 뿌리

는 인간 본성을 인(仁)으로 파악하고, 인간

내리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과

본성의 회복 즉 인의 실현을 통해 사회질서

행동을 지배하고 있느냐로 파악해야 한다.

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맹자는 춘추전국시

대구경북은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이고,

대의 극심한 이익쟁탈과 혼돈을 경험하면

유교는 조선 5백년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

서 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원리로

의 가장 기본적 가치체계로 뿌리 깊게 자리

서 의(義) 즉 인간관계의 질서원리를 제시

잡았다. 안동이‘한국정신문화수도’를 선

했다. 맹자의 대표적인 질서원리 가운데 하

포하기 1년 전인 2005년에 나는 안동에서

나를 보면 군신관계에서 군신유의(君臣有

개최된 경북지역혁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義)를 강조한다. 즉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하면서 안동을‘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임금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은 백성을

말을 처음 사용했다. 당시 경상북도지사,

위하고 백성은 임금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나는 미국 매사추세

이다.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츠 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미국의 정신

백성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또한 불의(不

(Spirit of America)’으로 표시되어 있다

義)인 것이다.

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안동이야말로‘한국

경주 양동마을에서 나고 자라 영남학파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여 박수갈채를 받

의 기초를 닦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 김안로

은 적이 있다.

등 훈신들의 잘못에 빠져든 중종에게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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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동마을

옥산서원

상소문‘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보면

판단으로 인의(仁義)를 저버리면, 신하는

인의(仁義)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상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여야 하고, 왕은 애

소문의 제목이 말하듯이 선생께서는 왕정

민(愛民)의 길을 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가짐

로 신하와 왕이 함께 인의(仁義)를 실천하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는 길이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길이고

10가지 항목을 간하고 있다.“좋아하고 싫

성군의 길이다.

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의리에 맞고 많

인의 정신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은 사람의 정서에 화합하면 반드시 천심과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니 회재 선생과 같은

합치할 것이다.”즉 민심은 곧 천심이므로,

대학자나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왕만이

임금은 민심을 헤아려 의(義)를 실천해야

갖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 덕목이다. 대구경북의 역사에서 인의 정

신하가 왕에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신을 실천한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반

애민사상을 실천할 것을 직소하고 있다. 이

추해 보면, 인의 정신은 소수의 학자의 관

것은 정책건의가 아니라 왕의 바른 자세를

념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간하고 있어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다. 잘

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못하면 유배를 갈 수도 있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

우선 대구에서 일어난 2·28학생의거를

로 신하가 지켜야 할 의(義)이다. 충신과

보자. 2·28대구학생의거는 1960년 2월 28

간신의 차이가 무엇일까? 충신은 인의(仁

일 3·15 대선을 앞두고 자유당 독재에 항거,

義)를 실천하여 왕을 보필하는 신하이고,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간신은 눈앞에 보이는 사익(私益)을 좇아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다. 2·28 대구학생의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이다. 왕이 잘못된

거는 이후 마산의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

06 _ 2017 2·28

대구경북은 인의(仁義) 정신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로 이어졌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채보상운동은 인의 정신이 자주화운동으로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

표출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채보상운동은

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1907년 2월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

산된 국채보상을 통한 주권수호운동이다.

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

일제의 침략적 야욕과 간교에 의해 1907년

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

당시 대한제국이 일제에 진 나랏빚은 1,300

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

만원이었으나 당시 정부는 77만여 원의 적

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환이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서상돈, 김광제,

(仁)이고 애인(愛人)을 실천하는 것이 의

박해령 등 16명은 발기인이 되어 국민들의

(義)라면, 남을 속이고 탄압하고 부당하게

의연금을 모아 국채를 갚아 국민주권을 수

구속하는 것은 불의(不義)이고 자신에 대

호하자는 운동을 전개했고, 양반 관료부터

한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에 항거하여 바로

일반 백성은 물론 기생, 노비에 이르기까지

잡는 것이 정의(正義)이다. 남을 부당하게

신분을 넘어 수만 명이 참여하였다.

구속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의 자유가 보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간교와 탄압으로

장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는 민주를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주권상실의 위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는 스

맞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권수호를 위해

스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자주에 의해서

의연금모금운동을 전개한 위대한 자주운동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인의(仁義) 정신은

이다. 대구의 남일패물폐지 부인회가 상징

자유, 민주, 자주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적으로 보여주듯이 여성들이 패물을 의연

2·28 대구학생의거는 인의 정신이 소수

할 정도로 절실한 운동이었고, 이 정신은

의 깨어있는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 사람

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 위기에서 금모

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인간본성의 바탕임

으기운동으로 살아났다.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상실당하는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욕

일이야말로 인의(仁義)가 송두리째 유린되

심과 부당한 선민의식에 빠져 인의(仁義)

는 상황이다. 부당한 힘에 의해 자유가 철

를 저버릴 수 있고, 이것이 지나치면 인의

저하게 제압되고 불의가 광범위하게 지배

에 바탕을 둔 민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식민지치하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

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는 절실한 몸부림은 인의 정신이다.

2·28대구학생의거가 인의 정신이 민주화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

운동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국

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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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이상룡 선생의 말씀이다. 이상룡 선생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

은 안동에 있는 99칸의 임청각과 전답을

도 스스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자 일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하였고 선생을 포함

어났다. 부당한 침략세력으로부터 국가와

해 3대에 걸쳐 9명이 독립유공자가 되었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

다. 안동의 선비들에게 독립운동은 인의(仁

는 행동은 인의(仁義)의 표본이라고 볼 수

義)의 실행이었다.

있다. 영덕 신돌석 장군 유적지, 영천의‘임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건‘태극단 학생독

란의병 한천전 승첩지’, 의성 의병기념관,

립운동’도 대구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탄압

청송항일의병공원, 청도‘임란창의 고성이

과 수탈이 극악해진 1942년 대구상업학교

씨 청도 오의사 기념비’등 경상북도 곳곳

학생(현 상원고등학교) 26명은 항일독립

에 의병을 기리는 곳이 있다.

투쟁 결사단체인‘태극단’을 조직하여 항
일 투쟁을 준비하다가 이듬해 일본 경찰에

대구경북은 이처럼 인의 정신이 깊게 뿌

발각되어 전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결

리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곡점

국 4명은 순국하였다. 강제징용, 언어말살,

에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더

창씨개명 등 거대한 야만적 폭력에 맞서

욱 큰 의미를 지닌다. 나라가 외채로 국권

10대 학생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조국과

상실의 위기에 놓이자 국권수호를 위해 국

민족을 수호하고자 한 것은 인의(仁義) 정

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신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가를 보여

충실하였다. 나라가 식민지배로 고통받고

주는 것이다.

있을 때 시대정신은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었고, 이 지역의 선각자들은 목숨을 던져
독립투쟁을 하였다. 자유당정권이 독재의
길로 들어서자 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고,
2·28대구학생의거는 민주화를 선도하였
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대정신이었을 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선도적으
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구경북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인의 정신의 실천을 통
해 시대정신을 선도하면서 나라의 바른 길
을 제시해 왔다.
인의(仁義)로 시대정신을 선도하면서 역

태극단 학생독립운동 기념탑(대구상원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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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왔던 대구경북이 왜

대구경북은 인의(仁義) 정신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오늘날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

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적어도 이

가? 나는 1960년대 이후 대구 경북지역에

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회재 선생의 실

서 연고주의가 확산되면서 인의 정신이 퇴

천적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

색하였다고 진단한다. 연고주의는 혈연, 지
연, 학연 등 전통적 사회관계의 네트워크를

대구경북은 인의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중시하고, 이에 기초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시대정신을 선도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현하고자 한다. 연고주의는 가족적 친화

기본적으로 인의 정신과 연고주의 성향을

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하

갖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자연스런 감

는 기능을 하지만, 파벌적 배타적 분위기를

정이고 편안한 길이지만 인의 정신이 결여

조성하여 정책판단 및 조직 관리의 형평성

되면, 형평성, 합리성을 잃고 심지어 파벌적

과 합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연고주

할거주의와 부정부패에 빠져드는 지름길이

의는 이처럼 배타성과 불합리성을 내포하

될 수 있다. 연고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인의

고 있기 때문에, 연고주의에 젖어 있는 사

정신에 투철해야 하는 이유이다.

람도 다른 사람의 연고주의 처신에 대해서
는 매우 비판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6공 체제와 산업경제패
러다임에 갇혀 정치리더십은 붕괴되고 경
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대구경북

연고주의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 인의 정신을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을 선도하여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특정 정당

어야 한다. 그리하여 권력분산, 지방분권,

에게만 표를 몰아주는 선거행태가 나타나

통일대비의 새로운 희망의 7공 체제로 전

면서 대구경북은 연고주의에 기초한 수구

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조경제

보수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일부 지도자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

들의 처신도 문제였다. 적어도 장관, 대학

해야 할 것이다.

총장, 청와대 수석 등 사회지도층 지위에

각종 언론매체나 포럼을 통해 인의(仁

있으면 철저하게 인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

義) 정신의 회복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

다. 대통령의 지시라 해도 바른 길이 아니

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구경

면 물러날 각오로 직언을 하고, 일단 지시

북의 정신인 인의 정신의 교육을 강화하여

를 받아 정책을 실행했으면 모든 책임은 본

대한민국의 올곧은 역사를 면면이 이어갈

인이 단독으로 져야 한다. 이런 자리에 있

평범한 시민을 양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는 사람은 위로든 아래로든 책임을 전가하

없어야 할 것이다.

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인의 정신이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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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 제57주년 기념식

제57주년 기념식
2월 28일(화) 11시 대구 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 광장에서 제57주년 2·28민주운동 기
념식이 2·28주역 및 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윤태옥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
주시의회 의장 등 호남 인사들,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그리고 민주화기념사업회, 3·15,
4·19, 5·18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여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경상중학교 난타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헌시 낭송에서 국악 연주팀“바디”
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졌다.
노동일 의장은 기념사에서“지난해 국가기념일 선포식에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다”
며“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이 대통령 유
고 상태로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념일 지
정 촉구 결의안 통과”
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불의와 부정에 맞서 민주주의 횃불을 들어 올렸던 2·28민주운동을 기념
하는 뜻깊은 날이다”
며“대구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국채보상운동과 더불어 2·28민주운동은 불의에 항거한 대구의 자랑스러
운 역사다. 2·28민주운동이 조속히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
다.”
며“5·18과 2·28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널리 선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모두 국가기념일 지정 등 2·28민주운동이 재평가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2·28기념식은 단순한 기념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은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10 _ 2017 2·28

제57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경상중학교 난타동아리의 공연

합창단 축하 공연

곽홍란 교수의 김윤식 시인 헌시 낭송

국민의례

2017 2·28

_ 11

2·28민주운동 제57주년 기념식

2·28민주운동 제57주년 기념식 스케치

12 _ 2017 2·28

제57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28민주운동 제57주년 기념식 스케치

2017 2·28

_ 13

특별기고

2·28 그날을 회고해 본다.

박 정 희
경북고43회졸업
인하공대전기공학과 졸업, 유한공고교사, 금성기전(LG산전) 근무

2·28의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57년 만에 처음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
한 후, 그때의 동지들을 만나 환담하면서 당시의 기억을 정리해 봤다.

늦은 등교에 점심은 굶고…
1960년 2월 28일(일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라는 지시는 예사롭지 않다
고 생각하며 등교했다.
3학년은 이미 졸업하고 없는 교정에 1, 2학년만 남아서인지 스산한 분위기였었다.
이날은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후보가 수성 천변에서 유세하는 날이며, 행
정당국에서 청중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등교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교정이 더
욱 스산함을 느꼈다.

14 _ 2017 2·28

2·28 그날을 회고해 본다.

경북고 학생회부회장(2학년 고 이대우)이 이날의 등교목적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구시
내 국공립고교 학생회와 의거 전날 연락을 취하여 2월 28일 낮에 합동항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이날 등교하여 들었으며, 정오가 지나면서 운동장으로 모인 학생들을 향해 부회장
은 경위를 설명하고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도청으로 가서 우리의 뜻을 밝히자고 했다.

경찰은 스크럼 대오에 길 열어줘
경북고(대봉동, 현 청운아파트)→대봉동파출소(현 대봉치안센터)→사대부속초교→
반월당네거리→중앙로파출소→(현)중앙로역→도청(현 경상감영공원)
도청을 향해 교정을 나온 우리는 위와 같은 코스로 행진했는데 도청까지는 교통경찰들
이 나서서 주행차량을 우회시키거나 길 가장자리로 멈추게 하는 등으로 행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기도 했다.
도청까지 거의 뛰다시피 가면서 수고하는 경찰들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
는데 아마도 행정관서에 항의하러 가는 행진임을 몰라서 그러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쉽게 진입한 도청
14시가 가까워오자 경북고 1, 2학년 학생들이 도청마당에 운집하면서 이대우 부회장
은 결의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거의 다 읽었을 무렵에 당직 공무원과 경찰들이 항의성
의거임을 알아차리고 도청 정문을 닫아 시위자를 가두려고 했다.
후미에서는 몸싸움을 하면서 문을 되열었으며, 의거지휘부에서의“도지사 관사로”라
는 고함에 따라 우리들은 동시에 저지선을 물리고 뛰쳐나온 후 도지사를 만나러 도지사
관사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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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탈출한 도청
도청(대구우체국앞)→무궁화백화점→(현)동아백화점 본점→대구시청→공평네거리→
도지사관사(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도청은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갖추어 쉽게 진입했으나 도지사관사까지는 경찰의 방해
로 뿔뿔이 흩어져 갔으며 관사주위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 때문에 결의문이나 구호를 외
치지도 못하고 체포 작전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
동료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한 나는 갑자기 본인과 동료들의 보호자에게 오늘의 의
거참여로 인해 위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도지사관사에서 와해
일단 체포는 피해보자는 일념에서 골목길로 숨어가며 이동하는 중에 동인파출소 인근
큰길을 건너 다음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경찰백차(당시에는 무개지프차를 희게 도색하
여 사용)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길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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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그날을 회고해 본다.

난생 처음 백차를 타보고 도 경찰국(현 대구중부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잡혀온 대부분
이 경북고 동지들이어서 외롭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호자인 부친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
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신원진술을 하고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직원과 사회선배들의 배려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등 큰 불편은 없었으나, 부자유스런 상태가 오래 가면 잠자리 등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았다.

구금상태에서 풀려남
18시가 지나면서 경찰은 전원훈방이라며 우리를 풀어줬다.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도지
사와 지검장과 경찰국장 등이 경북고 선배여서 그 작용이 컸다고 했다.
그날의 의거 동기와 비폭력 시위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작용과는 상관없이 순리적인
처리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당시 경북고 1학년으로 2학년 선배들 주동의 2·28의거가 불의를 간과하지 않
겠다는 의지의 발로임을 높이 사고, 적극 참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의 고 김영기 교장(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은사였기도 함)의 곧은
기개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중앙로를 스크럼을 짜고 뛰어 갔을 때에 경찰이 길을 열어준 것은 그전에는 이러한 자
발적인의거가 없었던 만큼 경찰에서도 관제 데모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학생의거의 효시(희생자 없는 의거)
1960년“2·28→3·15→4·19”과정에서 2·28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시작이 반이다.”
“처음이 어렵다.”
라는 말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15에서는 최루탄 희생자가 발생했고, 4·19또한 희생자가 많았다. 희생자 발생 여하
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모순이다. 2·28도 정부수립 후 학생운동의 효시이면
서 희생자가 없는 의거로서 존중될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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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배경과 전망

정 희 석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머리말
2000년 5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푸틴(Vladimir Putin)은 올해로 집권 17년째를
맞고 있다. 이 집권기간에는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와 푸틴의 이중권력기 혹은 양
두체제기라 불리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도 포함된다.1)
왜냐하면 비록 푸틴이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국무총리직을 수행했
지만, 이 기간에도 메드베데프는 헌법상 최고지도자에 불과했고 실권은 푸틴이 장악하고 섭
정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일 푸틴이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는 6년
임기가 추가되는 데, 그럴 경우 푸틴의 집권기간은 총 24년이 된다. 푸틴은 러시아 역사상 제
1) 푸틴은 제3대 러시아 대통령(2000년 5월~2004년 5월), 제4대 러시아 대통령(2004년 5월~2008년 5
월), 제10대 러시아 총리(2008년 5월~2012년 5월), 제6대 러시아 대통령(2012년 5월~현재) 순으로 역
임해 왔다. 푸틴이 2007년 12월 메드베데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대통령직을 물려준 이유는 당시
헌법의‘3선 연임 금지’조항 때문이었다. 푸틴은 총리로 재직중 있었던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
령 임기를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자신의 대통령직 복귀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푸틴은 6년 임기를 적용받은 첫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는 2018년 5월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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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대를 제외하고 소비에트 시기와 러시아 연방시기를 통틀어 국가지도자들 가운데 29년
간 집권한 스탈린(Joseph Stalin)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간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공산당
일당 독재시대도 아닌 오늘날 어떻게 러시아의 지도자가 이렇게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푸
틴의 장기집권을 추동해 온 요인을 개인수준, 사회수준, 국제수준으로 구분해 보고, 전망 또
한 이 준거들을 바탕으로 도출해 보기로 한다.

Ⅱ. 개인수준 : 푸틴의 카리스마 리더십
개인적 수준에서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푸틴 개인의 카리스마 리더
십을 들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주장처럼, 카리스마 리더십은 한 사회의 기본가
치와 제도 그리고 정통성이 위협받는 위기 시에 등장하는 데,2) 푸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
다. 1990년대 체제전환기라는 위기에서 민주화와 시장화 개혁이 가져온 병리적 현상을 털고
‘강한 러시아’
의 건설과‘안정과 질서’
를 외치면서 2000년 집권에 성공했던 푸틴은 분명 당
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잘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의 안정에 대
한 요구는 과거 정치적 무질서와 준(准) 아노미 상태의 사회를 견디지 못한 국민들의 고통에
서 비롯된 것이다.3)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국가 지도자의 능력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개인적인 매력 보유,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푸틴은 이러한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는
‘강한 러시아 건설’
과‘안정과 질서’
라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지시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확보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왔으며, 자신의 장점에 관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국민
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발휘했다.
푸틴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국민들 앞에 등장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1999년
10월 러시아 남부에 있는 군사기지를 방문했을 당시 전투기조종사로 변신하면서부터이다.
집권이후 푸틴은 유도 대련을 즐기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때려 잡고, 상의를 탈의한 채 낚시
와 승마를 하고, 스킨스쿠버로 고대 유물 탐사하고,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2) Joachim Ifezuo Oforchukwu, Perspectives on Leadership: A Synthesis of Types and
Theories(Bloomington: AuthorHouse, 2011), p.57.
3) 신범식,“오래된 푸틴의 재집권과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
,『EAI 논평 제26호』
(동아시아연구원, 201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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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를 타는 등의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 과정
에서 푸틴은 강하고 만능의‘마초맨(macho man)’
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다.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매력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경험, 에너지, 결단력, 의지력, 선견
지명, 사람을 끄는 능력, 사회안정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정치
세력을 통합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 대외정책 수행능력 등이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은 푸
틴을 남성적이고, 강하고, 합리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책임성이 강한 지도자로 간주했다.4)
푸틴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카리스마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앞서 서술
한 마초맨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직접대화 통로를 개설하여 그 과정에
서도 자신의 카리스마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푸틴은 취임 다음 해인 2001년부터 매
년 진행되고 있는『푸틴과의 직접대화(Direct Line with Vladimir Putin)』
라는 생방송 프로그
램을 러시아 국민과 통로로 활용, 카리스마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러시아의 주요 채널
에서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시간 전화, 영상채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면 푸틴이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국민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형식을 띠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2001년~2015년) 동안 총 13개 방송사
에 의한 생방송중계, 45시간에 달하는 총 생방송기간, 4시간 47분간이라는 최장 생방송
(2013년), 총 3,250만개의 질문 중 899개에 대한 푸틴의 답변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5)
『푸틴과의 직접대화』
는‘집단심리치료’
와 같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결 못 할 문
제는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푸틴의 카리스마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은 푸틴 개인에 대한 숭배열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
다. 푸틴에 대한 개인숭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2006년의 경우, 개인숭배 징후가 존재
하거나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응답한 러시아 국민이 31%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이
후 부터는 그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으로 상승했다.6)
일부 공무원들은 물론 회사중역들, 심지어 학생들의 책상과 벽면에는 언제부턴가 푸틴의
동상과 초상화가 유행처럼 놓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푸틴의 업무능력, 인간성, 결단력
같은 카리스마 지도자로서의 장점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으며, 이는 곧 장기집권에 중
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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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수준: 러시아의 전통적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발전경로상에서 중앙
집권적이고 전제적인 통치방식을 경험했다. 몽골의 엄격한 전제적 통치 방식과 고대 로마시
대의 절대주의와 권력의 중앙집중화 경향을 계승한 비잔틴 문화의 수용은 제정 러시아시대
를 거쳐 소련 공산당시대 이어져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함께 러시아의 방대
한 영토와 험난한 자연환경은 질서와 안정, 그리고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권위주의 정치문화
의 주된 형성동인이었다.7)
사회로부터 국가가 발전한 서구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사회가 국가의 후견 하에 발달하였
다. 러시아에서 국가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이자 모든 개혁의 선도자였다.‘국가가 사회를 통
제’
함으로써,‘시민의 정치참여’
를 대신해‘국가 = 최고지도자 = 가부장’
의 개념이 형성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국가와 국민간 괴리는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나며 국민들은 자
연히 정치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이 저조한 경향을 띨 수밖에 없게 됐다.
푸틴시대에도 러시아 국민의 대부분은 자신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 77% 정도가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법체제에 대한 인식 수준도 굉장히 저조하다. 2014년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 국민들의 60%~80%가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사법체
제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민의 법 존
중의식이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8)
러시아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적극적인 태도와 법적권리 및 법체제에 대한 낮은 인
식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귀결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정치에서 배제돼 있으며, 즉각적으
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푸틴시대 권위주의 정책 추진
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 상대
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면서 정치에 대한 수동적 존재이자 체제순응적
존재에 머물고 있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국민들 가운데 60% 가까이가‘정치에 별로 관
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정치적 무관심층’
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국민들의
낮은 정치참여의식과 법적 권리의식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푸틴에로의 권력집중과
7) 정희석,“푸틴정부의 대내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성 분석”,『국제정치연구』, 제17집 1호
(2014년 6월), p.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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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국민들의 정치적인 피동적 성향은‘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경향(authoritarian
submission)’
, 즉 국가와 동일시되는 최고통치권자의 시혜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강력
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이상화하는 정치적 태도를 산출했다. 저명한 러시아 역사학자인 파이
프스(Richard Pipes) 하버드대학 교수의 주장처럼, 러시아인들은 이반 뇌제(Ivan the
Terrible), 피터대제(Peter the Great), 스탈린(Joseph Stalin)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 권위
주의적 지도자를 선호해 온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9)
포스트소비에트사회의 혼란이 나약하고 알콜중독자였던 옐친(Boris Yeltsin)이라는 지도
자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지도자 상은 더 이상 술주정뱅이
가 아니었다. 국내외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옹호하여 러시아의 강대성과 주권을 수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도자였다.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던 푸틴이 바로 그 적임자였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푸틴이 집권한 이후 러
시아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도는 6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높은 편이다.10)
이러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는 푸틴의 장기집권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어 왔다.
<표>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단위: 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지율

65

70

74

82

82

83

61

61

83

83

84

Ⅳ. 국제수준: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
푸틴의 집권 1기에 미국 부시행정부는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관계아래 세계정책에서 협력
기조를 유지하였다. 왜냐하면 9·11테러 이후‘테러와의 전쟁’
을 수행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의 협력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미국은‘테러와의 전쟁’
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9) Nancy deWolf Smith,“A Cold Warrior at Peace”
, The Wall Street Journal(August 20,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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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자, 러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념
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확산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체제이행을 시도하였고, 군사적 측면에
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과거 제국에로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동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은 2005년에 발효된‘민주주의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 법의 채택은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 1기 대외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른바‘깡패국가들(rogue states)’
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 제거 및 테러와의 전쟁에서‘폭정(tyranny)과의 전쟁’
, 즉 이념과 가치의 전쟁으
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국가들의 내정간섭 논란 등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밖
에 없었다.
민주주의 확산정책은 러시아가 중시하는 근외지역국가들(Near Abroad: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을 민주주의체제로 이행시키는데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추진되었고 용이한
개입을 위해 선거과정에 대한 간섭 및 NGO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소프트한 수단을 활용하
였다. 이러한 개입은 탈소비에트 공간에서의‘색깔혁명(Color Revolution)’
을 유발시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루지야 장미혁명(2003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2004년), 키르
기스스탄 튤립혁명(2005년)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각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
으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목도한 푸틴은‘색깔혁명’
의 여파가 러시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의‘원거리 조종’
에 의한 내정간섭은 국내정치위기를 유발
하여 급격한 체제전복 내지는 장기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식했
기 때문이다. 푸틴은 위기의 전조를 러시아의 총선과 대선에 파견된 서방 선거감시단의 활동
과 NGO에 대한 지원활동에서 보았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협
약에 따라 2003년 총선부터 서방의 선거감시단이 러시아 선거과정을 감시해 왔다. 서방의
매스미디어,‘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및‘유럽평의회 의회(PACE: Parliament Assembly of Council of
Europe)’
와 같은 국제감시기구, 여론조사기관, 정치지도자로 구성된‘비정부기구 통합 네
트워크’
는 러시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관권개입, 언론의 편파보도, 부정선거 등과 같은 문
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푸틴은 서방세계의 러시아 선거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난에 대해 러시아에서 선거는
공정히 치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국식 잣대로 러시아 민주주의를 재단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서방세계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상하이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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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선거참관단을 활용하여 왔다. 2007년 총선 때부터 파견된 이들 참
관단은 러시아의 총선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루어져 왔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푸틴의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미국은 러시아의 체제이행을 도모하기 위해‘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와 같은 NGO들을 내세워 러시아내 비정부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들 단체들은 선거결과 무효화 운동, 정부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푸틴은 NGO를 통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NGO의 반정부활동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NGO 활동을 통제하는‘NGO 통제 강화법’을 제정했
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의 지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는 러시아 정부당국에‘외국
기관(Foreign Agent)’으로 등록해야 했다. 러시아에서‘외국 기관’은 옛 소련 시절 외국
스파이나 반역자 등에게 붙은 부정적 표현이다.11) 나아가 2015년 5월에는 외국이나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러시아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 및 국제기구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연계된‘맥아더재단’,‘프리덤하우스’,‘소로스 재
단’,‘동유럽민주센터’를 포함한 20개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
며, 이들 단체와 협력해 온 러시아내 인권단체 등 비정부단체들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 확산정책은 기대와 달리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러시아의 체제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내정간섭 행태는 푸틴으로 하
여금 서구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 나머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더
욱 더 강하게 만들었다. 푸틴은 한편으로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자원을 활용하
여 자신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NGO 활
동의 탄압을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NATO의 동진정책은 푸틴의 장기집권에 기여해 온 국제적 수준에서의 또 다른 요인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형성되었던 NATO와 푸틴 러시아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NATO가 2008년부터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절대적 영향권아래 있었던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문제를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간주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주장처럼, NATO의 우크라
이나와 그루지야로의 팽창에 대해 러시아가 갖는 반감은, 마치 중국이 강력한 군사동맹체를
11)“푸틴‘눈엣가시 反정부 NGO’소탕작전”
,『동아일보』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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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여기에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가입시켰을 경우에 상상할 수 있는
미국의 분노와 같은 차원이었다.12)
푸틴의 분노는 2008년 8월 8일 그루지야에 대한 전쟁감행으로 분출되었다. 집권이후 한
번도 대외적으로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푸틴은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서
방세계에‘러시아의 힘’
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안보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
까지 거둘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자신을 강력한 지도자, 러시아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최적의 지도자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집권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2014년 2월말 동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푸틴의 무력개입은“국내적 위기상황에서 국민
들의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무력사용 등 호전적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는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 of War)이 적용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러시
아의 경제지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 추세에 처해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감행한 무력개입과 크림합병은 상당한 안보결집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위기가 고조되기 바로 전인 2013년 10월에는 64%였던 푸틴의 지지도가 2014년 3
월 크림합병과 연이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 이후인 2014년 8월에는 84%
에 달할 정도로 급상승했다.13)
결국 NATO의 동진정책은 러시아의 포위과 고립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러
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준 것은 물론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푸틴의 정치권력
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역기능을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Ⅴ. 향후 전망
푸틴이 2018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자신의 장기집권을 지속시
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해답은 앞서 살펴 본 각 수준별 요인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우선 개인수준에서 푸틴의 카리스마리더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카리스마 리더십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푸틴은 이미지 정치를 통해 마초맨으로서 자신의 카리스마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관

12) John J. Mearsheimer,“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13) Sam Greene and Graeme Robertson,“Explaining Putin’
s popularity: Rallying round the Russian
flag”
,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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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 오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 또한 여전히 푸틴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푸틴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자신의 집권연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수준에서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권위주의 지도자로서 푸틴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국민의 63%
가 2018년 대선에서 그가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원하지 않는 국민들
은 19%에 불과) 심지어 2024년 대선에서도 당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49%(희망
하지 않은 국민들은 28%)를 차지하고 있다.14) 게다가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의가 여
전히 저조하고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이며,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의 부재로 푸틴에
필적할 만한 정치적 지도자가 러시아 정치무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사회에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푸틴의 집권연장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국제수준에서도 푸틴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와‘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를 대외정책의 골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
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기존의 러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
하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불개입, 러시아의 크림합병 인정, 러
시아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 시리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등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정책의 포기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러
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차기대선에서 푸틴의 당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푸틴의 카리스마 리더십
발휘의 결과로 인식될 것이고 이는 곧 푸틴의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현재 유럽내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강화 경향 또한 푸틴의 당선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지의 극우주의 정치세력들은 푸틴을 일종의 백기사, 즉“이슬람, 이
민자, 그리고 근본 없는 사해동포주의적 엘리트들의 위협에 둘러싸인 세계에서 힘, 순수 순
결성,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을 상징”
하는 인물로 숭앙하고 있다.15) 이러한 경향은 푸틴 스스
로에게 자신감을 고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서방세계에 지도자로서의
롤모델이 된 푸틴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푸틴의 정치생명은 순조
롭게 연장될 전망이다.

14)
15)“
‘순결한 푸틴’
…美·서구 백인·민족주의자들 흠모”
,『연합뉴스』(201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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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푸틴은 개인의 신변에 큰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한,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푸틴
이 차기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재임 중에 3선 연임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
이 있다고 전망한다. 물론 푸틴의 장기집권에 대한 러시아 시민사회의 불만과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장기집권은 권위주의체제의 공고화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언론검열, 국가경제력 남용, 부정부패의 만연과 같은 폐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시민사회가 푸틴의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체제를 종식시킬만한 동력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앞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러시아 사회, 특히 공적 영역 전반에
걸쳐 잔재되어 있는 적폐에 대해 자각하고 철저히 반성할 때, 비로소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의한 장기집권이 러시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푸틴의 대선 승리 직후에 하버드대학 교수 파이프스가“강한 권력을 원하는 압도적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100년은 있어야 가
능하다”
라고 한 예측이 부디 머지않은 장래에 빗나간 것으로 판명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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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정사의 옛터에 지은 무동재(武洞齋, 수성구 파동 소재)

구 본 욱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구지역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도호부(都護府)가 되고 부사(府使)가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
다. 임진왜란 이후 1601년(선조 34)에 이르러 경상도 감영이 옮겨옴으로써 영남지역의 중심지
가 되었다.
대구지역의 유학은 고려 후기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수용된 직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선구는 다의당(多義堂) 채귀하(蔡貴河)와 문평공(文平公) 전백영(全伯英)이다. 채귀하는 젊은
시절부터 이웃고을인 영천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교유하였으며 과거에 합격하여 함
께 조정에 종사하였다. 전백영은 포은의 문인으로 과거를 거쳐 고려의 조정에서 주로 간관(諫
官)으로 활동하였다. 고려의 사직이 종말을 고하자 채귀하는 두문동으로 들어가 절의를 지켰다.
전백영은 조선의 조정에 참여하여 간관을 거쳐 태종조에 경상도, 황해도, 경기도 관찰사와 예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평이다.
고려 후기에 수용된 성리학이 조선조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으나 민간에 전파되
어 보편적인 학문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6세기에 이르게 되면 퇴계 이
황이 등장하여 조선의 유학을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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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도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우수한 유학자가 대구의 전역에서 나타나 활약하게 되는데
대체로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1532~1585)과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1529~1584),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 1530~1593) 이 세 분으로 귀결된다. 그 외에 연정(蓮亭) 서형(徐
泂)과 남간(南澗) 서식(徐湜) 형제, 계동의 형인 세심정(洗心亭) 전응창(全應昌) 등이 있다. 이
분들은 모두 사마시인 진사와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전경창과 형 응창 형제는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필자는 위의 분들을 대구유학의 제1세대라 명명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거
정(徐居正) 등 뛰어난 유학자가 있었지만 이후로부터 사승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경창의 자(字)는 계하(季賀)이고 호(號)는 계동(溪東), 본관은 옥산(경산)이다. 그의 선조
는 경산의 세족이었는데 고려 말 전백영이 경산의 고모에서 수성구 파잠(巴岑: 파동)으로 이거
(移居)하였다. 전경창은 전백영의 5세손으로 수성구 파잠에서 태어났다. 5세에 부친께서 타계
하시고 모친 송씨(宋氏)의 엄한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였다.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늦
은 나이 42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54세의 나이로 한양의 여저
(旅邸)에서 타계하였다.
전경창은 퇴계의 문인으로 독실히 공부한 학자였는데 그가 젊은 시절 가야산에 들어가 공부
한 것에 대하여 손처눌은 계동의 <행장(行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늦게 퇴계 이선생의 풍모를 듣고 사모하고 감발하였다. 그래서『심경』
,『근사록』
,『주자서』
를 가지고 가야산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요히 거쳐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
고 종일 꿇어앉아 구부려 읽고 우러러 생각하며 침잠반복(沈潛反覆)하며 깊이 연구하여
그 귀추를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얻기를 기약하고 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는 파잠에 계동정사(溪東精舍)를 짓고 강학(講學: 교육)하였는데 그의 문인으로는 모당(慕
堂) 손처눌(孫處訥)과 태암(苔巖) 이주(李주)가 있다.
계동이 대구지역 유학에 끼친 공헌은 매암(梅巖) 이숙량(李叔樑)과 더불어 연경서원(硏經書
院)을 건립한 것이다. 그는 서원을 창건하고 이곳에서 강학하였는데 괴헌(槐軒) 곽재겸(郭再謙)
은 계동에게 한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폐읍(弊邑: 자기 고을의 겸칭, 즉 대구)을 돌아보니 선비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었
네. 이에 서원의 건립을 부르짖으니 이대용(李大用: 대용은 이숙량의 字)이었네. 공(계동)
이 오직 그를 도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네. 터를 잡아 집을 지으니 지묘의 물가였네.
그윽한 곳에 홀연히 이루어지니 갑자년(명종 18, 1653) 봄이었네. 이를 완성하고 경영하
여 또한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창건하니 현송(絃誦)할 곳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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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畵巖)의 봄이 깊고 옥계(玉溪)의 가을이 깊어갈 때 학도들이 쫓아 유람하며 읊고 즐
거워하였네. 부지런히 학문을 논하며 정성스럽게 권면하고 장려하였네.”
위의 글에서 서사원(1550~1615), 손처눌(1553~1634), 곽재겸(1547~1615), 류요신
(1550~1618), 정광천(1553~1594), 이주(1556~1604) 등 대구유학의 2세대들이 연경서원
에서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응린의 자(字)는 군서(君瑞)이고 호(號)는 송담(松潭), 본관은 인천이다. 인천채씨의 대구 입
향조는 고려 말 형부상서를 역임한 채원길(蔡元吉)이다. 최원길은 채귀하의 부친이고 송담의 8대
조이다. 채응린은 병조참판 청백리 괘편당(掛鞭堂) 이영(李榮)의 외손으로 중년에 팔공산의 남쪽
미대동으로 이거(移居)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거하게 된 것은 외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채응린은 27세에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을사사화로 인하여 관직에 나아
가는 것을 단념하였고 금호강가에 압로정(狎鷺亭)과 소유정(小有亭) 두 정자를 짓고 경서(經
書)를 연구하였다. 그가 건립한 두 정자는 대구 제1의 정자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관찰사 11명,
대구부사 12명, 경상도 도사·종사관·암행어사 12명이 방문하였다. 또 유생 수 백 인이 방문하
여 시를 남겼는데『소유정 제영록』
에 수록되어 있다. 채응린이 지은 소유정 시는 다음과 같다
山邊碧樹山前水 산기슭에는 푸른 나무가 있고 산 아래에는 강물이 흐르네.
水外靑郊水上家 강 너머엔 푸른 들판이 있고 강위에는 민가(民家)가 있네.
評水評山無外事 물을 논평하고 산을 논평하니 세상사가 들어오지 아니하네.
生平只願故人過 다만 평생에 원하는 것은 고인(故人)을 만나고저.
위의 시에서 자연에 은거하여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게 노니는 채응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퇴계의 도산 12곡에 나오는‘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라는 시를 연상케
한다. 채응린의 문인으로는 대구유학의 종장(宗長)인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이 있다. 서사
원은 17세(명종 21, 1566) 때 부친의 명으로 압로정으로 와서 공부하였다.
서사원의 부친인 서형이 송담이 살고 있었던 미대동을 방문하여 여러 날 유숙하고 집으로 돌
아갈 때 송담이 준 다음과 같은 시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절친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梨雪飛時逢故人 배꽃이 눈처럼 흩날릴 때 옛 친구를 만나
一窓詩思屬殘春 함께 창가에서 시를 짓고 생각하며 봄이 다하였네.
明朝人與春歸去 내일 아침이면 친구가 봄과 더불어 떠나가는데
萬壑松陰一病身 일만 골짜기의 솔 사랑함을 이 한 몸의 병으로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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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위 시의 제목은‘내동서재에서 연정 서진사 형을 보내며(內洞書齋 別徐進士 蓮亭泂)’
이다.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위의 시에서‘내일 아침이면 친구가 봄과 더불어 떠나
가는데’
라는 시구에서 채응린의 뛰어난 문학적 재질을 볼 수 있다. 채응린의 사위 석담(石潭) 이
윤우(李潤雨)는 칠곡에 세거한 광주이씨로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명성을 떨쳤다.
정사철의 자(字)는 계명(季明)이고 호(號)는 임하(林下), 본관은 동래이다. 그의 선조는 서울
에 거주하였는데 고조부 때 처향인 성주로 이거하였고 조부 호군(護軍) 정예운(鄭禮耘)이 대구
의 하빈으로 이거하였다. 정사철은 하빈의 동곡에서 태어났는데 5세에 부친께서 별세하시고 모
친 진(陳)씨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였다. 41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한강(寒岡) 정구(鄭
逑)와 교유하였다.
정사철은 여러 곳에서 강학하였는데 30여 세에 부친의 묘소가 있는 연화산 아래 임하초당을
건립하여 강학하였다. 57세에는 낙동강변에 금암초당(琴巖草堂)을 짓고 강학하였으며, 이듬해
에는 고운 최치원이 머문바 있는 선사사(仙 寺) 옛터에 선사재(仙査齋)를 짓고 강학하였다.
선사재는 임진란 후 서사원에 의하여 계승되어 연경서원과 동시에 대구지역 유림의 주요한 강학
소 중의 한곳이 되었다.
정사철이 금암서당에서 지은 <금암초당에서 즉흥적으로 읊다.(琴巖卽事)>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松壇客散日將殘 송단(松壇)에 객이 돌아가고 해는 장차 기우는데
茅屋孤燈夜向

띠 집에서 홀로 등불 켜니 밤은 깊어 가는구나.

靜對床書人寂寂 고요히 책상을 대하니 인적은 끊어지고 적적(寂寂)한데
半江霜月雁驚寒 차가운 강 가운데 달빛이 비치는데 한기(寒氣)에 놀란 기러기 회 치며
날아가네.
위의 시는 강학을 하고 난후 문인들이 다 돌아가고 홀로 있을 때 지은 시로 정사철의 고고한
풍모와 고즈넉한 금암의 풍치(風致)를 볼 수 있다.
63세(선조 25,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동년 7월 6일에 대구지역의 유림이 부인사
에서 회합하여 향회(鄕會)를 열어 정사철을 대구지역 팔공산 의병대장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왜적의 기세가 강성하여 거창으로 피난하였는데 1593년 3월에 피난지에서 병으로 타계하였다.
그의 아들 정광천(鄭光天)은 하빈 남면(南面) 의병장으로 그 또한 1594년(갑오)에 병을 얻어
타계하였다.
대구유학의 세 분 선생인 전경창, 채응린, 정사철은 모두 퇴계학을 추구하였는데 이들 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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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이 대구유학의 맹주가 된다. 채응린은 전경창보다 3세가 위인데 그는 전경창이 퇴계선생의 문
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집지(執贄: 제자가 됨)를 하고자 하였다. 정사철 또한 계동
에게 한 만사와 제문에서 그를 대구 최고의 유학자로 인정하였다. 곽재겸의 <사우록(師友錄)>
에는 전경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퇴계선생의 문인으로‘달성 성리학의 스승’
이다. 연경서원의 방묘(傍廟)에 제향되었다.
공(괴헌)의 행록(行錄)에‘공에게『근사록』1부를 주면서 이 책은 진실로 그대가 공부해
야 할 책이다.’
라고 말하였다.”
위의 글에서 주목할 대목은‘퇴계선생(1501~1570)의 문인으로 대구(달성) 성리학의 스승
(達城理學之師)’
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조선 중기 대구지역 유림에 있어서 전경창의 위치를 말
해주고 있다. 아울러 그가 퇴계에 의하여 종합된 정주(程朱)의 성리학(性理學)을 대구지역에 올
바르게 정착시켰다는 의미일 것이다.
옛날에 이천 선생(伊川先生: 이천은 程이의 호, 1033~1107)이 말씀하시기를“명도(明道:
1032~1085, 정이의 형인 程灝의 호)의 장례에 문인붕우(門人朋友)들이 글을 지어 명도의 도학
(道學)을 기술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각기 그들이 아는 것으로써 하여 대개 동일하지가 않았
다. 그러나‘맹자 후에 성인의 도
를 전한 사람은 명도 한 사람 뿐
이다.’
라고 한 것은 동일하였다.”
라고 하였다.
위의 글에서 비유하여 대구
유림의 후학들이 전경창에 대하
여 칭한 것은 동일하지는 않으
나 전현(前賢)과 후현(後賢)이
한결같이 대구의 유학이 계동으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 점은
동일하다.

매화꽃이 핀 금암서당(정사철 강학소, 달성군 다사면 연화산 소재)

1960년 대구생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졸 철학박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연구위원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전문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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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
- 시선 이백의「월하독작月下獨酌」
에 답하여

여자 엉덩이만한 둥근 보름달이 떴다
내 오늘, 법이산 위에서 그 엉덩이 밟고 올라
쑤-욱 구름장 위로 고개를 내밀면,
껄껄껄 시선 이백이
하늘 위에서 손을 뻗는다
이렇게 우리는 초저녁 북극성에 걸터앉아
술상이 나오기 전
한 수 시를 짓고,
지구로 떨어지는 별똥을 바라보며
눈앞에 귀찮게 아른거리는 우주선 파리채로 후리고,
참 고운 몸매의 샛별이
웃는 듯 床(상)을 받쳐들고 나오면, 안주론
별자리 황소를 굽고
술은 북두칠성 국자로 알콜 성단에서 뜨고,
어린것들은 조랑말자리 별에 태워
성도를 한바퀴 천천히
돌게 한다
그렇게 한밤중 거나하게 취하면,
우리 둘은 어깨를 끼고
은하수 강가에 배를 띄우는데,
이백은, 뱃머리서 월하독작을 읊고
난, 취흥에 겨워, 저 이쁜 달 엉덩이를 힘껏
김 동 원
‘철썩’때린다
시인
그러면,“으응”하고 잠 덜 깬
경북 영덕 출생.
웬 여자 볼멘소리가
1994년『문학세계』
로 등단.
방 한구석에 자늑자늑하다

시집『구멍』
『깍지』외 다수.
평론집『시에 미치다』
,
에세이집『시, 낭송의 옷을 입다』출간.
『텃밭시인학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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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부터 당신을

옛적부터 당신을
은밀하고도 면밀히

이는 즈믄 성채
축조하는 일이어서

디자인 중입니다
골짜기 물소리처럼

세밀한 디자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몇 마디 건네는 말로
몇 편의 시나 편지로

부신 빛 온 누리 밝힐
그날 도래하기까지

한땀또한땀
디자인 중입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나를 엿보았기에
당신의 손길로부터
솔바람이 불었기에

이 정 환
시조시인

1978년《시조문학》추천,
1981년《중앙일보》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
시조집『아침 반감』
『별안간』
『휘영청』등이 있음.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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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 희
수필가

내 몸에는 향기가 있어. 향이 짙다고 기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꼭 필요하다는 쪽
으로 손을 들지. 옷을 벗으면 속살이 하얘. 통통할수록 더 좋아하지. 꼭꼭 숨어있어도 알아.
변신하고 싶었어. 내게도 성형바람이 분걸까. 뱃살을 줄인다거나,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콧
대를 높이는 것이 아닌,‘몸’
의 색깔을 바꾸고 싶었어. 소문에 듣자하니 하얀 속살을 흑색으
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 그렇게 하면 인기도 좋아지고 몸값이 뛴다고 하더군. 네트워크 길을
따라다니며 구석구석 헤매었지. 먼저 옷의 먼지를 잘 털어내고 자잘하게 달린 털을 제거했지.
그리곤 따끈한 찜질방으로 들어갔어.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야. 찜질방에서 보름을 견디어야
한다더군. 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네. 주의사항을 출입문 앞에 붙였지.‘절대 문 열지
마시오.’
아따, 역동적이데. 이틀째부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향기가 아닌, 역한 냄새가 진
동하는 거야. 머리가 어질어질하더군. 방을 완전차단을 시켰는데도 어느 틈새로 새어나오는지,
비위 약한 사람은 견디기 힘들겠더라구. 뛰쳐나가고 싶었어. 밀폐된 찜질방에 오래 있으니 갑
갑하고 엉덩이도 거슬려 따끔거리는 거야. 애면글면해보아도 속에서 천불이 나니, 염불을 외
고 또 욀 수밖에. 일주일정도 지나니 발산하던 체취가 사그라지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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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이 지나 찜질방 문이 열었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얼른 살펴보았지. 겉모습은 별
반 다르지 않더군. 입은 옷은 그대로인거야. 얼른 옷을 벗었어.“오 마이 갓!”몸의 색깔이 완전
히 변해버렸어. 흑색으로. 탱탱하고 하얀 속살은 젤리마냥 쫄깃하고 숙성과정을 거쳐서 그런
지 몸에서 단내가 흐르는 거야. 바람 살랑이는 그늘에서 몸을 말려주면 된다고 하네.
내 이름은 이제부터‘흑마늘’
이야. 진한 알리신 향 사라지고, 조금 과장하면 만병통치 건강
식품으로 각광받는 귀한 몸이 되었어.
세상사도 그런 거 같아. 살다보면 편안함 속에 나태해 지는, 하루하루가 무덤덤한 생활의
연속이지. 그럴 때는 변화를 도모해야지 않을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해. 마음먹
었다고 해서 다 변화하는 것도 아니지.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
닐 테니까.
생마늘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어. 보름간의 인내심으로 잘 숙성되었지. 역경과 시련 속에
서 단련되고 건조되어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었지. 중요한 것은‘나에게’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가 아니라‘내 안에서’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있다지.

2007년 계간『문장』등단
계간『문장』편집장
수필교실 강사
수필집《빨간수필》
,《어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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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8기념사업회 정기총회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에 2017년도 정기총회가 본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올해는 특히 제10대 임원진의 임기만료에 의한 신규 임원의 선출이 예정되어 있어 회의
시간이 상당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동의장이 만장일치로 재선되고 또한 감사 2명이
유임 의결됨으로써 총회의 분위기가 한결 밝았었다.
유임된 노동일 공동의장은 현 시국 상황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지체되고 있는“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으며 또한 2·28민주정신이 주역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원만히 계승·발전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취급된 안건과 제11대 임원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안: 2016년도 결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임원선출의 건
제11대 임원 명단
직

성 명

공동의장

노동일
권국현
백진호
여행웅
이양강
이광조
윤순갑
허노목
김규학
이동관
주웅영
서성욱
김약수

부의장

이 사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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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전 경북대학교 총장
현대종합건축사무소 대표
흥아엔지니어링 대표
대웅섬유 대표

재선

동산약국 대표
제9대 공동의장
경북대학교 교수
변호사
대구광역시의원

신임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대구교육대학 교수
서&이 세무법인 대표
대구미래대학 교수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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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8이사회 개최(제1~3차)
지난 1월 12일(목) 14:00~15:40 본회 회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제1차 이사회에 이어 1월 23일
(월) 10:00~11:30에는 제2차 이사회, 2월 23일 14:00에는 제3차 이사회가 있었다.
제1~3차 이사회의 취급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이사회]
제1호의안: 2017년도 정기총회일의 지정
제2호의안: 2016년 결산서 심의
제3호의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제4호의안: 정회원 직책별 연회비 책정의 건
제5호의안: 정회원 가입신청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임원선출 선거인 수 확정
[제2차 이사회]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심의 의결의 건
[제3차 이사회]
제1호의안: 정회원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고문위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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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역사교사 모임 자주(自主) 연수
지난 1월 6일(금)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회의실에서‘전국 역사교사 모임’
이 있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
은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으
로 역사 수업 연구와 자료 개발 및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의 첫 방문지인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으로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하였다. 선생님들은 4층 회의실에서 영상물 관람과 30여 분의 짧은 강연을 들
은 후 자유롭게 전시관 관람을 하는 것으로 2·28기념회관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당시의 주역인 최용호 고문과의 질의시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2·28과 그 당시 상황들
에 대한 질문들을 하며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2·28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
혔다. 이번 역사 선생님들의 연수를 기회로 앞으로 역사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2·28의 역사
와 자랑스러운 2·28정신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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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공로자회 및 4월회
2·28기념탑 참배
3월 14일(화) 11:30 두류공원 2·28기념탑 앞에는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4·19혁명 공로자회(회장 유인학)와 사월회(회장 곽영훈) 회원들이 그들이다.
서울지역회원 40여 명과 호남지역 회원 등 60여 명이 4·19 관련유적지 참배 순례 행사의 일환
으로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기념탑에 헌화하고 4·19혁명의 출발이 이곳 대구임을 상기하였다.
특히 유인학 회장은 2·28의 조속한 국가기념일 지정은 물론 모두 힘을 합쳐 2020년 60주년
기념식은 대구가 세계 4대 민주혁명의 발원지로서의 위상을 갖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자고 인사하고 공동기자 회견문을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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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2·28민주운동 57주년
기념 사진전
제4회 2·28민주운동 57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행사가 지난 3월
28일(화) 오후 2시에 있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2·28관련 사진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2·28민주운동 관련 그림 작품까지 포함 94점
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유치부 작품까지 포
함되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교복과 교모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을 만들어 재미를 더했다.
노동일 공동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진 전시회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진전 참여를 통해 미래
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민주정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
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2·28국가
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 통과에 더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
심을 부탁했다.
김정길 TBC방송 사장은 축사에서 일제강점기와 1960년 2월 28
일, 대구 학생들의 항일운동과 민주운동에 앞장 선 자랑스러운 역사
를 언급하며 TBC에서는 그에 관한 다큐드라마를 제작 중이며 빠르
면 올해 10월쯤 방영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 9~10전시실에서 3월 28일(화)~4월 2일(일) 6일간
전시되며, 전시기간 동안 2,0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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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4·19혁명을 완수케 한 2·28대구학생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
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대구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도
록하여 21세기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28민주운동 글짓기를
공모합니다.

주 최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후 원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응모마감 : 2017년 5월 26일(금)까지
주 제 :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정 부패를 몰아냈던 대구 학생들의 의로운 운동 내용이
나의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글
자 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각 학교에 비치된 2·28민주운동사, 4·19혁명통사,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228.or.kr), 대구두류공원 2·28기념탑비문,
대구2·28기념공원 내 시비, 사회과 탐구, 대구의 생활 4-1, 고등학교 한국근·현
대사 등. 기타 사항은 2·28기념사업회에 문의
응모자격 :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교 전 학년생(응모료 없음)
응모내용 : 운문 또는 산문 1편(A4용지 2쪽 내외, 중복 제출 무효)
접수방법 : E-mail 접수(개별 접수 또는 학교별 단체 접수)
접 수 처 :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우 41968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1동,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053)257-0228 / FAX(053)254-0228 E-mail : 228demo@hanmail.net
명단제출순서 :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우편번호, 학교 주소, 연락 전화번호,
글 제목, 담당 교사명
심 사 : 별도 전문가로 구성
입상자발표 : 2·28홈페이지, 해당학교 또는 개별 통보(6월 중)
시 상 식 : 해당학교 또는 개별 통보(6월 중)
시상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지방보훈청장,
2·28공동의장(학생, 지도교사, 학교단체상)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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