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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주제 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국민주권

우리가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Abraham Lincoln’s Gettysburg Address)>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를 의미
한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하는데, 이는 민중을 의미하
는 ‘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kratos’의 합성어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을 살펴볼
때,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비
롯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여러 문헌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재
임 1861~1865). 남북 전
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
루었다. 대통령에 재선되
었으나 이듬해 암살당했
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
민을 위한 정부’라는 불
멸의 말을 남겼다.

인용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정치’란 국가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
며 바로 국민이라는 뜻이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국민 주권의 원
리를 잘 표현해준다.

∘관련 영화, <변호인>

‘국민에 의한 정치’란 국민 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과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헌법, 법률 및 정책과 관련
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는 누구도 차별받거
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권력의 구성과 집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주어
진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때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가의 최종적인 목적이 국민의 복리 증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즉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자유와 평등으로 인간존엄성은 실현된다. 따
라서 민주주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라 말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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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정치체제이다.

- 2013년 개봉한 송강호 주
연, 양우석 감독 작품. 부
림 사건을 배경으로 민주
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담
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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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여든 하고도 일곱 해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바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잉태되고 그같이 헌신된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는지 시험받는 내전
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
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줘야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헌정하거나… 봉헌하거나… 신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싸
우다 죽은, 혹은 살아남은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더 이상 보탤 수
도, 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이에게 남겨진 일은
오히려,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오래도록 고결하게 추진해 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
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민중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를 어원으로 합니
다. 즉, 이것은 다수의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A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하는데, 이는 민중을 의미하는 ‘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kratos’의 합성어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을 살펴볼 때,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Q2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연설로 꼽힙니다.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
컨이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연설로, 272단어로 구성된 이 연설문에는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은 무엇일까요?

A

게티즈버그 연설.

게티즈버그 연설은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연설

이다.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연설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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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민주주의와 자유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자율성

“자유란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야말로 다른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자 전제조건이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개
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상의 것을 가져다준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Hayek)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체
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때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나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라는 말에는 선택권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곧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
동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
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인간의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
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 존재인 인간

∘자유의지
-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목적을 스
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
는 의지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벌린(I. Berlin)은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소극적 자유란 타인들에 의한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를 의
미한다. 즉,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를

∘이사야 벌린(I. Berlin)
- 영국의 정치가, 철학자로,
개인 권리의 철저한 보호
를 강조하는 현대 자유주
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
했다.

보장하는 것과 함께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적극
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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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란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동시에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2·28민주운동과 자유

2·28민주운동은 학교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생들의 강제동원이 일상화 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
이다. 특히, 학교가 정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일요일 등교 거부’로 촉발된 2·28민주운동은 자유와 민주
화의 연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28민주운동에 내포된 자유의 가치는 당시 학생들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자!”(경북고등학교),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대구고등학교), “학원의
자유를 달라!”(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등의 구호는 학교의 정치도구화를 단절하고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민주운동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자료2

위해의 원칙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에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 방어뿐이다. 즉 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어떤
사람이든 그가 사회에 대하여 책임져야만 하는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 밀, <자유론>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자유의 두 개념’에서 자유를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실현
하고 자신이 자기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로,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여러 대안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구분 하였습니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
분한 것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이사야 벌린(또는 벌린).

이사야 벌린은 영국의 정치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초기에는 순수 철학에 전념했으나 점차

정치학과 정치이론, 그리고 지성사 등으로 관심의 분야를 옮겨갔다. 개인권리의 철저한 보호를 강조하는 현대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
대를 마련했다.

Q2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
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질적 공리주의자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존 스튜어트 밀(또는 밀).

밀은 벤담을 계승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그의 부

인과 공동으로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주의의 고전인 <자유론>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기초를 놓았으며,
민주주의에 내재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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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민주주의와 평등

#평등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

이성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
명,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존 로크(J. Locke)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추구한다. 평등이란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고 똑같이 분배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평등에는 세 가지 중요한 형태가 있다. 먼저, ‘기회의 평등’으로 이것은 관련되
어 있는 사회집단 간의 제도나 사회적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학입학이나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건의 평등’인데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회집단의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이다. 이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같
은 조건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조건의 평등이 보장될 때 기회의 평등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조건의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게 된다. 마지막 형태인 ‘결과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seles)
-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만
학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
로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과학의 기초를
쌓고 논리학을 창건하기도
하였다. 트라키아의 스타
게이로스에서 출생하여 플
라톤의 학교에서 수학하
고, 왕자 시절의 알렉산더
대왕의 교육을 담당하였
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능력이나 배경 등 사
회적 조건에서 열세에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
한다. 이런 합리적 차별을 통해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합리

∘관련 영화, <헬프>

적 차별 속에 내재한 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평등의 개념을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
등’으로 구분한다. 산술적 평등이란 절대적인 양이 동등해야 함을 의미하며, 비례
적인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대적 개념
의 평등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분, 학력,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표의 몫을 행사하는 것은 산술적 평등에 해당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몫을 받
아야 한다는 통념은 비례적 평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절대적으로 다르게
대할 것이며, 다르게 대할 경우 어떤 기준이나 비율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
지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이 자칫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도덕
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
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
여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을 실현함과

- 캐서린 스톡켓이 집필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2011년에 개봉한 미국 영
화. 1960년대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인종차별을 뛰어
넘어 여성들의 우정을 그
린 영화이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평등과 자유의 가치
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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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롤스의 <정의론>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 롤스의 정의의 원리는 첫째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하고(기회균등의 원칙), ⑵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차등의 원칙)

자료2

왈처의 복합 평등

복합 평등이란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는 정치적 공직에 있어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적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하지만 X가 자신의 공직으로 인해 다른 영역들, 예를 들
어, 우월한 의료 혜택, 자녀의 취학 혜택, 기업가의 기회 등에 있어서 Y보다 유리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
체적으로는 불평등하지 않다.
-왈처, <정의의 영역들>

자료3

진정한 평등이란?

평등이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더욱 평등하
고 공정할 수 있다. 그림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하
나의 상자를 가지는 경우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상자를 가지는 것이 더욱 정의로울 수 있다.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미국의 사회철학자이다. <정의론>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원리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사
람은 누구일까요?

A

롤스.

롤스는 미국의 사회철학자로 <정의론>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며 그 속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의 원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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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민주주의와 연대

#연대의식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타인과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
한 것이 탄생한다.
-생택쥐베리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강화된다. 연대의식은 각 개인이 공동체 내
에서 상호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
는 의식이다. 사회 속의 개인은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따라서 구성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까지 존중하기 위한 자세로서 연대의식이 요구된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연대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 제시되는 것이 ‘연대성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들 서로는 물론 개인과 사회가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리는 이른바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보조
성의 원리는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자율적 해결
이 어려운 경우 더 큰 공동체가 개입하여 해결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연대성의
원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공동체에서 각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각자의 책임을 분배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다.
이러한 연대의식을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공동체의 다른 구성
원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고 이를 덜어 주기 위해 배
려하며 헌신한다. 지난 2017년 동해안의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여
러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연대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이다.
연대의식을 지닌 사람은 개인적 선(善)만을 이유로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
치 즉 공동선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선은 자신은 물론 상호의존하며 살
아가는 다른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선의 추구가 더 나은 개인적 선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사
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에서는 개인적 선의 실현과 공동선의
실현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에 의해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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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참고 영상, <조용한 자부심>
(EBS 지식채널e)
- 인종 분리법이 엄격했던
1950년대 미국. 몽고매리
시에서 어느 날 흑인 여성
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
리를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부
당한 체포와 재판에 맞서
기 위해 흑인들은 ‘월요일
에는 버스타지 않기’운동
을 벌였다. 그 뒤로 100
여 명의 집단 체포, 12번
의 폭탄 테러, 해고와 협
박의 위협을 받았다. 그
앞에서 지켰던 철저한 원
칙은 비폭력. 4만여 명의
평범한 흑인들이 381일간
멈추지 않았던 작은 행동.
결국 ‘버스에서의 인종 분
리’ 정책은 철폐되었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공감하라! 행동하라! 세상을 바꿔라!

스테판 에셀(S. Hessel)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며 프랑스 해방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1948년 세계 인
권 선언 작성에 참여했던 세계 시민주의자이다. 그는 유엔을 거점으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평생을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
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참여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주장했다.

자료2

연대의 실천, 기부 문화!

기부 문화는 자원 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선진국은 국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인 수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등 시민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삶
의 질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 문화가 잘 발달한 성숙한 시민 사회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기부 행위는 세금과 같이 시민들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의식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와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 간의 벽을 허무는 사회 통
합의 역할을 하며, 계층 간,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연대의식을 높여 주는 성숙한 시민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3

2·28민주운동과 연대

2·28민주운동은 대구·경북지역의 학생들이 주체가 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시위에는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
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농림고등학교, 대구상업고등학교 총
8개 학교가 참여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독재정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연대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
는 마음입니다.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덕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연대의식(또는 연대).

사회 속의 개인은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아가는 존재이며, 따라서 구성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까지 존중하기 위한 자세로서 이러한 연대 의식이 요구된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연대의 실천방안이다.”

A

○.

기부 행위는 대표적인 연대의 실천 방법으로 기부를 통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외

에도 타인과 자연을 배려하는 윤리적 소비, 부당한 사회 정책에 대한 단체 행동 등을 통해서도 연대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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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민주주의와 관용

#관용 #너그러움 #용서 #관용의 역설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애의 소유이다.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한다.”
-볼테르

관용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 종족, 문화 또는 예술작품 등에 대해 반대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왈처(M. Waltzer)는 관용을 ‘다른 역사, 문화 그리고 주

∘마이클 왈처(M. Waltzer)
- <정의와 다원적 평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동
체의 문화에 따라 분배해
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체성을 가지고도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
다. 이런 의미에서 관용은 차이 속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
관용은 평등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신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선택’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화의 인정이다. 선택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 다양화는 ‘자유의 전제이고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관용은 자유의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이다. 두 번째
는 ‘모든’ 개인이라는 말에 담긴 평등의 가치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 개인의 다양한 선택은 어떤 것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나의 선택만큼 존중해줄 수 있는 태도
는 관용을 요구하며, 따라서 관용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이기도 하다. 결국
관용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실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은 모든 것에 대한 허용과 존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한다. 예를 들어, 관용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존중할 수는 없다. 관용의 정신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이를 훼손하면서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까지 관용의 대
상을 확대한다면 ‘관용의 역설’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용의 의미를 되새
기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더

∘관용의 역설
- 관용의 대상을 무한정 확
대하면 관용의 기반 자체
가 무너지게 되므로 무조
건적인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욱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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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이란 자신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관용에 관한 편지

참된 종교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지배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며, 무력의 사용을 위해 세워진 것은 더더욱 아니
다. 참된 종교는 삶을 올바르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만약 종교를 핑계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악덕들, 즉 자기의 자만과 욕망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거룩
함, 품행의 정결함, 너그러움과 온순함이 없다면 종교인이라는 이름이 헛된 것이다. 종교를 핑계로 삼아 다른 사
람을 박해하는 자들이 정말 그 일을 우호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행하는지 그들의 양심에 대고 물어야 한다.
심지어 사람을 화형에 처할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심을 지닌 사람이 도대체 왜 신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파렴치한 행위들과 도덕적 결함들을 징계도 책망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인지 …(후략)
-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확인하기
Q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관용이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허용과 존중을 의미한다.”

A

×.

관용이란 모든 것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관용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

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Q2
‘이것’은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의미한다. 즉, 자
신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원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관용.

관용은 자신과 다른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왈처(M. Waltzer)는 관용

을 ‘다른 역사, 문화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도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용을 차이 속의 조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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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

# 대의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 심의(숙의)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형태 이상의 것으로 공동생활의 한 양식이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형태이다.”
- 존 듀이(John Dewey)

민주주의는 참여방식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국가의사 결정이나 집행에 참
여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국
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늘어
나고 결정해야 할 정책 사안이 많아지면서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이유로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대표의 실패’ 문제와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 대표의 실패
-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들 다수의 의견 또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는데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시민은 투표에만 그치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자문 위원회나 공청회, 청문회, 시민 단체 활동,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자
신의 의사를 직접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소수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그러
나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일 경
우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

∘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 대의·참여·심의·전자 민주
주의는 각각 별개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현대 민주
주의의 다양한 형태로서
이들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절충하여 민주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심의(숙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열린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시
민과 공직자, 전문가들이 공적 담론의 장에 모여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
적 근거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민주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공직자는 정책 결정에 도움을 받아 정책 수
행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
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으로 최근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
접 참여하는 전자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홍보와 캠페인,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 공청회, 전자 정부 등 여
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 간에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정보 조작 및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나 전자 감
시 통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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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참여·심의(숙의)·전자 민주주의가 있다.

심의(숙의)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혼합 민주정치

혼합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
를 도입하여 보완한 형태의 민주정치를 일컫는다. 현대의 많은 국가에서는 혼합 민주정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우
리나라는 이 중에서 국민 투표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
다. 아울러 지방 자치 제도에 기반을 둔 소환제도, 즉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
해 파면하는 주민소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 정부의 ‘대
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과 공론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A

심의 민주주의(또는 숙의 민주주의).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를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 또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고 한다.

Q2

Q3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주목

대표자가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실현하는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홍보 및 여론 수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간접 민주주의’ 또

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 공청회, 전자 정부

는 ‘의회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니다.

용어는 무엇일까요?

A

대의 민주주의(또는 정당 민주주의).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라 한다.

A

전자 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홍보 및 여

론 수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 공청회, 전자 정부 등
은 모두 ‘전자 민주주의’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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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민본주의 #백성을 위한 정치 #군주의 도덕성

“옛날 성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귀와 눈을 자신의 귀와 눈으로 삼아 민의를 모두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하는 그 직책에
따라 옳고 바른 것을 진술하게 하고, 상인들까지 시장이나 노상에서 비판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간관(諫官)이었다.”
- 이이, <옥당진시폐소 玉堂陳時弊疏>

민본(民本)이란 말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서경의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민본주의는
군주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애민(愛民) 정신과 백성을 진심으
로 위해야 한다는 위민(爲民)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 고대의 민본
사상을 계승한 공자는 인격을 갖춘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덕
으로 다스리고 예로 교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치자인 군
공자(孔子)

주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 공자의 덕치주의
- “정치는 덕(德)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북극
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
기만 해도 뭇별들이 그 주
위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풀’과 같아서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고 비유하여 통치자의 자질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은 민본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
히 맹자는 백성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권력은 정당성이 없
음을 강조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는 생각으로 만약 군주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백성
을 억압한다면, 군주를 바꾸어서라도 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천명(天命)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민의
가 정치에 반영되고, 부덕한 통치자에 대한 혁명 가능성을 강조한

맹자(孟子)

맹자의 사상을 통해 민본주의의 본질이 ‘백성을 위한 정치’에 있
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래 전부터 유교 사상이 기본 정치 이념으로 수용되면서 민본주의

∘ 왕도 정치
- 무력과 강압으로 다스리는
패도(覇道) 정치와 대비되
는 것으로 인과 덕을 바탕
으로 하는 맹자의 정치사
상.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것을 왕도 정치의 시
작으로, 인륜을 가르쳐 인
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을
왕도 정치의 완성으로 보
았다.

를 지향하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민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도하면서 군
주의 도덕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경연을 제도화하였으며, 세종은 군주로서 ‘훈민정
음’을 반포할 만큼 백성을 사랑한 민본 사상의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약용은 군주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고, 백성에 의해 추대된다고 보아 “백성
이 추대하지 않으면 윗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본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군주의 도덕적 감화에 기초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고, 백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여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민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치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민본주의
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통치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기초로서 오
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요소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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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 사상은 위민(爲民) 정신과 애민(愛民) 정신을 담고 있다.

∘ 경연(經筵)
- 임금이 학문을 닦으려고
신하 중에서 학식과 덕망
이 높은 사람을 불러 경전
(經典)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하게 하는 것으로 유
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
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민본(民本)주의 사상

1.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
해야 한다. 백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 <서경>
2. “천하를 잃은 것은 민(民)을 잃었기 때문이니, 민을 잃은 것은 그 마음을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 길이
있으니, 민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 <맹자>
3.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하니,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군주의 하늘이다.” - 정도전
4. “백성이 황제나 목민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 정약용

확인하기
Q1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자신의 인격을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는 말을 통해 통치자의 덕(德)과 영향력을 강조한 동양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A

공자.

공자는 군주가 ‘자신의 인격을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수기이안인, 修己以安人)는 입장에서 통

치자의 수양과 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Q2

Q3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가

대표적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백성이 황제나 목민

가장 가볍다.”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군주가 백성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자가 백성을

을 외면하고 억압한다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조선시대 실학자

고대 동양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는 누구일까요?

A

A A정약용.

맹자.

민본주의 사상을 토대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정약용은 군주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고,

백성에 의해 추대된다고 보아 “백성이 추대하지 않으면 윗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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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

#인간 본성론 #동의론 #혜택론 #자연적 의무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에 따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 롤스, <정의론>

개인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정치적 의
무’라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의무는 특정 국가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구성
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덕적 의무와 다르다. 그렇
다면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일부 사상가들은 정치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는
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정치적 동물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선택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
게 국가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치적 의무는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이 된
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규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적 의무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계약에서 나온다는 입
장을 제시한다. 이 입장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 보호나 공동선의 실현과 같은 역할

∘ 인간은 사회적 동물
-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인
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개인의 진
정한 행복은 도덕과 질서
가 바로 선 공동체 안에서
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을 수행한다는 조건 하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 것
에서 정치적 의무가 비롯된다고 본다. 그래서 시민이 국가의 권위에 동의한다는 전
제하에서만 국가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런 국가에 대해 국민은 자발적으로 복
종할 수 있다고 본다. 로크는 최초의 동의는 개인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만, 만들어진 국가에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잠재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면서, 개인이 특정한 국가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 때문에 국민이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은 안보, 도로나 철도와 같은 공공
재를 활용하고, 법과 제도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관행의 혜택을 받는다. 특
히, 오늘날 국가는 집단 간의 갈등 조정, 치안과 국방, 복지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은 국가가 주는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누리
기 때문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흄(Hume, David)은 국가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에 제공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자연적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자연적 의
무란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의무 등이 대표적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 역시 자연적 의무에 속한다. 이 입장은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고,
그 국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 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는 정의와 공동선

∘ 흄의 혜택론
- “정부에 대한 복종의 동기
는 이익 이외의 어떤 원리
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익이 정부에 대한 복종
을 산출한다면, 이익이 현
저한 정도로 중단될 때마
다 복종의 책임도 반드시
중단된다.”

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자연적 의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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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로 인간 본성, 동의, 혜택, 자연적 의무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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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물질적 필요와 같은 생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의 차원을
충족할 때 자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본성이 그 사물의 최후 형태 또는 궁극 목적의 실현을 의미하듯, 자
족적인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그 궁극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선의 단계이
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결사체처럼 자연의 산물들 중 하나이며, 인간은 본성상 국가에 살도록
되어있는 동물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 이렇듯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모든 공동체 중
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확인하기
Q1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어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할 때 부여받
는다고 보면서, 개인이 특정한 국가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묵시적으
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영국의 사회계약론자는 누구일까요?

A

로크.

로크(Locke, John) 는 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특정한 국가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로 국가에 대한 정

치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Q3

Q2

국민의 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혜택론의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것을 형성하며, 이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
의 최후 형태이자 가장 높은 단계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A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적으

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가장 높은 단계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국가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
회에 제공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험론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A A흄.

흄(Hume, David) 은 혜택론의 관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이익이(안전과 보호 등) 복종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
면서, 이익이 현저한 정도로 중단된다면 복종의 책임도 중단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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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의 상호보완성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에 틀림없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민주 시민이라는 개념은 서양 민주주의 정치사상에서 유래하였다. 민주 시민은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시민의 권
리란 사회에서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며, 시민의 의무란 사회 질
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맡은 바 임무를 말한다. 즉, 민주 시
민은 국가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민주 시
민은 국가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며 참여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시한다. 시민의 의무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와 외국의 침략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 그리고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민

∘참고 영상, <비극의 탄생>
(EBS 지식채널e)
- 공동으로 쓰는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게 된 목동들.
어느 날, 풀을 뜯는 양들
을 보며 목동들의 머릿속
에 생각이 떠올랐다. ‘다
른 목동들이 양을 더 풀면
나만 손해야. 목초지에 내
양을 더 풀어놓자!’ 결국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었
다.

이 일을 해야 하는 의무인 ‘근로의 의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무이다. 왜냐하면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는데 협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 시민은 천부 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 동시에
나의 기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
다. 나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타인들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
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 시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
장받아야 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자발적으
로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의무가 권리에 뒤따르는 파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
적인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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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보완적이다.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
되는 이익. 공공복지(公共
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
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
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태학자인 하딘(G. Hardin)이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초지가 있다. 그곳에서 자란 풀은 질이 좋아서 아침마다 여러 목동이 양떼를 몰
고 와 풀을 뜯게 하였다. 저녁이 되면 목동들은 다시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
가 몇 마리의 양을 더 사들여 초지에 풀어 놓았다. 양들은 게걸스럽게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이웃
도 더 많은 양과 소를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제 공유지에는 점점 더 많은 양과 소들이 들어차게 되었다. 시간
이 흐르자 질 좋고 풍성하던 초지는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황폐화되고 말았다.
하딘이 제시한 공유지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러한 공간은 급속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유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적절한 규칙을 정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
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
동안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 이용범, <인간 딜레마>

자료2

2·28민주운동과 민주시민의 의무

2·28민주운동이 가지는 의의 중 하나는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
서 주로 지배층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도입이 국가 사회적인 요구와 맞물리며 지체되고 있
었다. 하지만 당시 피지배층으로 볼 수 있던 학생들이 주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일반 민주주의적 요구’
를 운동의 목표로 내세운 점을 감안할 때, 2·28민주운동은 ‘피지배층’의 ‘일반의지’를 대변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운동의 주체로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서 움직였다는 점에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확인하기
Q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다.”

A

○.

위에서 제시된 의무는 모두 시민의 의무에 해당한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민주시민의 의무는 민주시민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지만 의무가 생기게 된다.”

A

×.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하며, 권리를 보장받고 동

시에 시민의 의무를 다할 때 민주주의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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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정치 참여 필요성 #선거 #시민 참여 제도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얻는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도산 안창호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
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제 하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때 이 외에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만약 국민들이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
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
은 경우에 일정한 수 이상
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정치에 무관심하면 일부 계층이나 특정 집단이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게 되고, 심지
어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때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
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과 권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
판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된다. 따
라서 민주정치는 참여로 시작하여 참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대의 정치 제도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선거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의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치 참여의 형태이다. 선거 외에도 정치 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치인이 되어 정책 결정에 직
접 관여하는 방법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언론사나 행정
기관에 직접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정당이나 시

∘ 옴부즈맨 제도
-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
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
제도. 스웨덴에서 시작되
었으며, 옴부즈맨은 스웨
덴어로 ‘대리자, 후견인’을
뜻함. 우리나라에는 국무
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
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시
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민 단체, 이익 집단에 가입하거나 이러한 단체를 결성하
여 보다 지속적,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으며, 정
부 당국에 직접적인 청원을 하거나 집회, 시위, 서명 운
동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내에

선거, 민주주의의 꽃

서 가능하다.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
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
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법률·명령·규칙의 개정과 손해 구
제, 공무원 파면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청원을 비롯하여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주민
감사 청구제, 옴부즈맨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소환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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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민주선거의 4대 원칙

◆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성별, 종교, 교육수준, 재산 소유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
◆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
◆ 직접선거 – 투표자가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원칙
◆ 비밀선거 –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자료2

의무 투표(≒강제 투표)

의무투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 취업제한, 명단 공개
등)를 가하는 투표로서,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 투표’의 상대적 개념이다. 현재 의무투표
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등 30여 개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나 스위스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회 이상 투표에 불참하면 투표권이 10년 간 박탈되고, 공무
원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불참자는 유권자 명부에서 지워지고, 복구를 원하는 사람은 불참에 대
한 합당한 사유서를 제시하여 투표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행정 통제 제도의 일종으로 행정 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 사항을 조사해서 관계 기관에 시정
을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요, 스웨덴어로 ‘대리인, 후견인’을 뜻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A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는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가 국무총
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Q2

Q3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것은 ‘제한 선거’와 대비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정치참여 방법은 이것

‘민주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정한 연령

을 통한 참여입니다.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일’을

이 되면 인종, 성별, 종교, 교육수준, 재산 소유 등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원칙은 무엇일
까요?

A

선거.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참여 방법이다.

A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인종, 성별, 종교,

교육수준, 재산 소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은 ‘보통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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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민주시민과 시민불복종

#양심 #공유된 정의관

“양심적으로 볼 때 부당하게 판단되는 법들은 위반하되 지역 사회의 양심에 그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징역형
도 불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법률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이다.”

-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않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
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
반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소로와 롤스의 입장을 탐구해보며 시민 불복종의 정
당화 조건을 생각해보자.
소로는 불의한 법에 대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
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소로
-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人頭稅) 납부를 거
절한 죄로 투옥 당했으나,
당시 경험을 기초로 쓴
《시민의 반항》은 후에 간
디의 운동 등에 커다란 영
향을 주었다.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소로>

- 소로, <시민의 불복종>
롤스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시민불복종이 인정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로 제시하였다.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롤스
-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절차적 공정성
에 기초한 분배, 시민불복
종의 조건, 원조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
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
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에 의해 표현된다.’

- 롤스, <정의론>

<롤스>

시민불복종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
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일
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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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 참여 운동이다.

∘시민불복종의 또 다른 사례
- 간디의 소금 법 폐지 행
진,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롤스의 시민불복종 정당화 조건

1. 공개성 :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익성 :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3. 최후의 수단 :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비폭력성 :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처벌 감수 :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정당한 법 체계를 세우는 운동이어야 한다.

자료2

2·28민주운동과 시민불복종

2·28민주운동은 그 진행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의무 중 하나인 시민불복종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28민주운동에는 롤스(J. Rawls)가 제시하는 시민불복종의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다. 우선, 국가의 부당한 요
구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체계의 전
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민불복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노예 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되어 생을 마감한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통해 오늘날 시민
불복종의 사상적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헨리 소로(또는 소로).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A

○.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그자체로 위법이므로 합법적 노력을 동원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Q3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간디의
소금 법 폐지 행진,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 등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 참여 운동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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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2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소통 #담론 #오류 가능성

“올바른 대화는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지시와 통제를 통해 운영
되는 사회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룬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
원 간의 소통과 담론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소통과 담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소통과 담론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소통
-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자세는 무엇일까?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
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
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로
소통과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

고, 대화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또한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해
진실한 대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버마스(J. Harbermas)
- 비판이론의 전통을 이어받
은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
대의 대표주자로, 의사소
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
로 담론 윤리를 주장하였
다.
∘담론
-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의사소통 행
위. 주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밀은 인간은 항상 인식과 판단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모든 인식과
판단을 검증하기 위해서 토론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밀
-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
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론’, ‘공리주의’ 등이
있다.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 만일 그 의견
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
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
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
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
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밀, <자유론>

<밀>

밀은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자유로운 토론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과오를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토론
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실현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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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에서 필요한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 조건

1. 이해 가능성 :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당성 :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
3. 진리성 : 참이며,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4. 진실성 : 자신이 말한 의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람입니다.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밀.

밀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식과 판단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Q2
‘이것’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의사소통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도 중요합니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통해서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며, 이것의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A

담론(또는 담화).

담론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Q3
비판이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의 대표주자인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담론 조건 네 가
지가 있습니다.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이해 가능성.

담론은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조건으로서 담론 참여 구성원들 간에 이해 가능한 얘기들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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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3

민주시민의 덕성

#관용 #관용의 역설 #서(恕) #청렴

“청렴하다는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것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은 관용과 청렴의 덕성을 길러야 한다. 먼저 관
용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
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무조건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관용의 범위와 한계를 생각해 보자.
파키스탄에서 친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일이 발생
했다. 살해범은 “동생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혀 살해했
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는 집에 머물며 전통을
따르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명예 살인의 희생양이 된

∘명예 살인
-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
이는 관습

여성은 “여성으로서 정의를 위해 일어서자.”라는 등
보수적인 파키스탄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인터넷상에서 서슴없이 했다고 전해진다. 파키스탄에
<명예 살인을 반대하는 파키스탄
여성인권단체 시위 사진>
- 세계일보, 2015.4.21.-

서는 지난해에만 1,096명의 여성이 명예 살인의 희생
자가 되었다. 그런데 살해범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이 남아 있다.

- 머니투데이, 2016.7.19.
명예 살인을 관습이라는 이유로 관용해야 할까? 관용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권
과 자유를 침해하여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관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관용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용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
손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
다. 또한 유교에서 공자가 말한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서(恕)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렴이란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렴은 올바른 인
격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어 주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부패를 막고 공정한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 공익 신고제도, 부패 방지법 제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와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와 같은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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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덕성 함양은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관용의 역설
-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관용 자체를 부정하
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인
정하게 되어 인권이 침해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
는 현상.
∘내부 공익 신고
-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
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불
법적·비윤리적 행위를 예
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대중 매체 등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

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참고자료
자료1

공자의 서(恕)

자공이 물었다. “일생 동안 행할 만한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그것은 서(恕)일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 <논어>
여기서 공자가 제시하는 ‘서’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정한 마음가짐, 즉 상호 존중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확인하기
Q1
‘이 용어’는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불관용하는 것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
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A

관용의 역설.

무제한적인 관용은 인권 침해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용의 역

설을 경계해야 한다.

Q2
‘이것’은 공자가 말한 것으로,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정신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뜻
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서(恕).

서는 공자가 말한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도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Q3
‘이것’은 조직 또는 집단 구성원이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위를 내부적으로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
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A

내부 공익 신고.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조직 또는 집단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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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4

민주시민과 선비정신

# 민주시민 # 선비 # 선비정신

“2.28민주운동의 뿌리는 선비정신이다.”
- 『횃불』(통권 제73호) 중에서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의미한다.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러한 선비들의 이상(理想)을 선비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격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의와 의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
리는 정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풍류도와 화
랑도 정신이 오랜 역사를 통해 연면히 이어져 고려·조선 시대에 나타났다.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선비로는 남명 조식 선생
과 면암 최익현 선생이 있다. 남명 조식은 조선 중기
의 학자로, 평소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며 불의와 타
협하지 않고,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견지한 선비이다. 특히, 항
상 장도(粧刀)를 달고 다니며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했다고 하여 ‘칼을 찬 처사’로 불리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두 개의 쇠방울을 옷고름에 매달고 다녔
다. 그 방울의 이름을 ‘성성자(惺惺子)’로 하였는데
스스로 경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방울

∘이항로
- 조선 말기의 유학자로 당
시 서양 사상이 유입되던
시기에 국가의 주권과 학
문적 주체성을 강조한 사
상가이다. “사람 노릇을
하느냐, 짐승이 되느냐 하
는 고비는 잠깐 사이에 결
정된다.”라고 말하며 강인
한 주체 의식을 표출하였
으며, 위정척사론의 사상
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
면암 최익현은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로 이항로와
함께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
다. “다른 나라와 수호를 맺는 것은 짐승을 끌어들여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고
유의 미덕이나 주체성을 침해하려는 외부 세력에 저
항하였다. 73세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구국의병항
쟁의 불씨를 일으켰으며, 대마도로 유배되어 그곳에
서 단식(斷食)하다 순국하였다.
우리 역사 속의 선비들은 자신의 학문과 인격의

∘위정척사
- 위정척사는 발전된 서구
문물을 능동적으로 수용하
자는 개화사상과 달리, 유
교적 가치 체계와 문물을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
물을 배척해야 한다는 사
상을 의미한다. 서구 열강
의 침략적 상황에서 유교
적 인륜과 의리 정신을 고
수하겠다는 사상이다.

수양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의 이상적인 모습과
도 많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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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은 인격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고 대의와 의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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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2·28민주정신의 뿌리는 선비정신

김병일 전 국학진흥원장은 2019년 봄호 『횃불』 에 실린 기고문에서 “2·28민주운동의 뿌리는 선비정신이다.”
라고 말하며, 선비정신의 내용으로 수기안인(修己安人), 견리사의(見利思義), 박기후인(薄己厚人), 견위수명(見危授
命)을 들고 있다. ‘수기안인’은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견리사의’는 이익
을 접하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박기후인’은 자신에게는 박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한다는 뜻이며,
‘견위수명’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뜻이다. 이러한 덕목은 선비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키
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의 이상적인 모습과도 많
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선비.

선비는 지식과 인격을 갖춘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이황, 조식 등이 있다.

Q2
이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특히, 항상 장도(粧刀)를 달고 다니며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했다고 하여 ‘칼을 찬 처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조식(또는 남명).

남명 조식은 경(敬)과 의(義)를 좌우명으로 삼으며 의리를 지키고 살았던 대표적인 선

비이다.

Q3
이 사람은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로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수호
를 맺는 것은 짐승을 끌어들여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고유의 미덕이나 주체성을 침해하
려는 외부 세력에 저항하였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구국의병항쟁의 불씨를 일으켰으며, 쓰시마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단식(斷食)하다 순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최익현.

최익현은 73세의 고령의 나이로 의병운동을 일으킨 최고령의 의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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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주의와 제도

주제 15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

#인치(人治) #법치(法治) #실질적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 헌정 상의 원칙으로 확정되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것(人治)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합의하
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法)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것(法治), 즉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 사
회의 통치 형태는 신의 뜻에 따르는 신정(神政), 왕이나 군
주의 뜻에 따르는 왕정(王政)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대 이후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정(神政)
- ‘신정정치(神政政治)’라고
도 한다. 신의 대리자(승
려, 성직자, 왕 등)가 국가
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로서 고대 제정
일치 사회에서 주로 나타
난다.
∘왕권신수설
-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왕의 권력 행사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국민은 왕에게 절
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 이론이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제 군주로 꼽히는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프랑스를 통치하였고, 그
의 의사(意思)와 말은 프랑스 사회를 통치하는 강력
한 법(法)이었다. 그는 프랑스 고등법원의 권한을 축
소하고, 왕족과 대귀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으며,
왕권신수설을 통해 절대적 권력을 더욱 공고하였다.
또한,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50
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 베르사이유 궁전을 짓고, 프
랑스 국민들의 삶은 도외시 한 채, 침략전쟁을 감행

<태양왕 루이 14세>

하였으며 본인을 태양왕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루이 14세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무자비한 인치(人治)를 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 국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국가 권력 기
관이 구성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법치주의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념이
다. 또한, 절차 등 형식적인 합법성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아가 그 목적과 내용까
지 정당한 실질적 법치주의까지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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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 기관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실제로 국가를 운영
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지칭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
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
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
상이다.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통치되어야 한다.

Ⅱ. 민주주의와 제도

참고자료
자료1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상가

• 법이 국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중략)… 철인의 지배가 이상적이나 법의 지배는 가장 뛰어난
차선이다.

- 플라톤 (BC 427~BC 347)

• 공론(公論)은 온 나라 백성에게서 나온다. …(중략)… 국시(國是)는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 이이(1536~1584)
•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신이건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진다.
- 몽테스키외(1689~1755)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제 군주로 꼽히는 사람으로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통치를 하였으며 ‘태양왕’에 비유가 되기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요?

A

루이 14세. 태양왕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72년 동안이나 프랑스를 통치하며 가장 오

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이기도 하다.

Q2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상가는 누구인가요?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신이건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진다.’

A

몽테스키외.

프랑스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계몽시대 정치학자로서 입헌군주제를 최선으로 생각했고, 3

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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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6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이지만, 개인들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루소(1712~1778)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면 이
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이 권력을 행사해야만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민주정치는 법치주의가 전제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고,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은 민주정치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듯 법치주의와 민주정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헌법이
다. 이를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국
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 구조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비
대화하여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국민 투표
(당시, 투표율 91.9%, 찬성 91.5%)를 통해 확정되

∘독일의 수권법(授權法)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바
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에
게 독재의 길을 열어주게
된 계기가 된 법이다. 정
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부의 입법이 헌
법보다 우월함을, 외국과
의 조약에 대해 의회의 동
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
시화 하였다. 이러한 독일
의 수권법은 ‘법에 의한
지배’만 가능케 하여 실질
적 법치주의의 ‘법의 지
배’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10월 ‘유신헌법’ 공포식>

었다는 측면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에는 부합하나, 장기집권 및 독재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법의 지배, rule of law)를 충족하지 못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로 대변되는 ‘법에 의한 지배’는 법률적 수단에 의한 지배로 법

∘국민 투표 제도
-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
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정치를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 절
대 왕정 시대의 법, 독재 국가의 법 등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므
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
배’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법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민주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라
는 점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는 바로 ‘법의 지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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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가(法家) 사상
- 법가 사상은 중국의 전국
시대 당시 전제 군주의 통
치 수단으로서만 법을 중
시한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정당성을 불문하
고 군주의 인치(人治)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뛰어넘어 ‘법의 지배 (rule of law)’가 실현되어야 민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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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법치주의와 민주정치를 강조한 표현

•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

- 서양 속담

• 민유방본 본고방령(民惟邦本 本固邦寧: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 공자, <서경>
• ‘민심을 저버린 왕조를 타도하기 위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은 천명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 맹자, <양혜왕 下 제8장>
•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중략)…형벌은 백성을 다스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수령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법을 엄정하게 만들면 형벌은 없애도 좋을 것이다.

- 정약용, <목민심서>

확인하기

Q1
이 헌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헌법입니다.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 발동, 국회 해산, 정치 활동의
금지 등을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상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헌법은 무엇일까요?

A

유신 헌법.

유신헌법은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7차로 개정된 헌법이다. 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기도 하다.

Q2
법치주의의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까지 정당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A

실질적.

법의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내용까지 정당성을 가져야만 진정한 법

치주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법치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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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7

기본권의 의미와 천부 인권성

#인권 #기본권 #실정법상 권리 #천부 인권 사상

“…(중략)…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중략)… ”
- <미국 독립선언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을 국가
적 차원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명시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본권
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진다는 측면, 누구에게도 양도
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연법상의 권리
이자 동시에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기
<세계 인권 선언문>

본권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
재하였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토대로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하기 위한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각국들은 기본권의 더욱 확실한 보장을 위해 헌법
상에 문서화시켜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태일은 1948년 8월 26일에 대구의 가난한 집안에
서 태어났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태일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초등
학교를 그만 두고 동대문 시장과 평화 시장 등지에서 밤
낮으로 고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당시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특히 햇
볕조차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나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 받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뒤늦게 근로 기준

<고(故) 전태일 열사>

법이 있음을 안 전태일은 동료들과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근로 기준법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운
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졌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휘발
유를 붓고 불을 붙여 분신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
로 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고, 국가의 권력
행사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거나
침해할 경우, 이는 초국가적인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유린·붕괴시키는
행위이므로 국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 혁명,
우리나라의 4·19 혁명 및 6월 민주 항쟁은 이러한 저항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
이자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한 사례라고 볼 수 있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초
국가적인 최고(最高)의 규
범체계 이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무를 진다.
∘저항권
-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
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불
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복종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6월 민주 항쟁
- 1979년 12·12사태로 정
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
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1987년 6월 10일부
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
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
를 말한다.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 및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의
시위 과정에서의 사망은 6
월 민주 항쟁을 전국적으
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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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 누려야 되는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Ⅱ. 민주주의와 제도

참고자료
자료1

기본권 보장을 외친 『2·28 민주운동 결의문』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고르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중략)…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
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중략)…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확인하기

Q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이 내용은 헌법 제 몇 조에 있는 조항일까요?

A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기본권 중의 기

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규범의 근본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인정된다.

Q2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우리나라의 반독재·민주화 운동으로서 서울대 생이었
던 박종철 군의 고문 치사 사건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군의 시위 과정에서의 부상은 이러한 운동을 전국적으
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A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통해 대통

령 직접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구속·연금 중이었던 정치인들의 석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확립되었다.

38

Ⅱ. 민주주의와 제도

주제 1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1913년 6월 4일, 영국에서는 큰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말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한 여성이 경기장으로
뛰어 들었고, 그 여성은 달려오는 말에 밟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말에게 뛰어들기 직전 “여성에게 참정권을” 이라고 외
친 그녀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던 에밀리 데이비슨(1872~1913)이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기본권들이 처음부터 보장되지는 않았다. 기본
권은 역사적으로 각국 국민들이 전제 군주의 폭압적인 정치
나 독재에 지속적으로 저항·투쟁한 결과 많은 희생을 치르
고 나서야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과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프랑스 혁명>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국가 권

∘프랑스 혁명
- 1789년~1794년 프랑스에
서 일어난 대표적인 시민
혁명이다. 정치적으로 시
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절
대주의 및 전제 왕정을 타
도하고 현대 민주주의 국
가를 건설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다.

력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
권, 국가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국민
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기본권을 국가
나 개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은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본권들이다.
<기본권의 종류 및 내용>

∘배상과 보상의 차이
-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
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보
전해주는 것을 배상, 적법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
실이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을 보상이라 한다.
∘영전 일대의 원칙
-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
운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를 영전
이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상 이러한 영전은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자식이나 후손 세대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기본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의 경우 국가 권력은 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자신에
게 부여된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본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공무 담임권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한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될 때만이 국가 권력은 본연의 목적이나 의무를 다하는
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사회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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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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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기본권 수호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 - 2·28 민주운동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경 대구 경북고 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우가 운동
장 조회단에서 결의문을 읽은 뒤 8백여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 “횃불을 밝혀라, 동방
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중략)…경북고 학
생들은 오후 1시 30분경 도청에 들어가 시위를 벌였고, 대구고 학생들은 2시부터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으며, 경북여고는 교문을 걸어 잠갔으나 일부 학생들은 시위
를 벌였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 불법적인 장기집권 계획에 대한 대
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분노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커져갔다. 2·28 시위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6·25 전란 이후 관제 시위·행사의 동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학생들에
의해 시도된 최초의 자발적·주체적 시위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오직 대한민국의 자
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렇게 시작한 2·28 민주운동은 3·15 마산의거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도청으로 향하고 있는
경북고 학생들의 모습>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참정 운동가입니다. 1913년 6월 4일 영국에서 개최된 경마 대회에서 ‘여성
에게 참정권을’ 이란 말을 외치며, 경마 경기장에 뛰어들어 경주마에게 부딪혀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에밀리 데이비슨.

에밀리 데이비슨은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 운동가였다. ‘여성에게 참정권을!’이

란 말을 외치며, 경마 경기장에 뛰어들어 경주마에게 부딪혀 사망한 이 사건은 짓눌려 있던 영국의 여성 참정권 획
득에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Q2
이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중 평등권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는 공적이 있는 당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자식이나 후손들에는 물
려지거나 인정될 수 없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A

영전 일대의 원칙.

영전은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
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영전 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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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

기본권의 제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은 천부성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적으로 허
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기본권이 타인들의 기본권과 충
돌되기도 하고, 특정 기본권 행사가 사회 질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개발제한구역 설정

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할 시에도 국

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집시법
-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
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제
정된 법률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이다.

국회 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동료 20명과 함께 ‘△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A씨가 기소되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당 경계지
점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회 의사당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금지한 ☆☆법
률 조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헌적 조항이라 생각하여 □□ 지방 법원을 통해 위헌 법

∘개발제한구역(greenbelt)
- 도시팽창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주변
에 설정해 놓은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행
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국가 기능의 마비 등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
는 것은 정당하나, 위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까지도 지나치게 국회
의사당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다(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이에 헌법 재판소는 A씨 청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 <○○신문>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과잉금지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의 정당
성). 둘째,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방
법의 적절성). 셋째,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피해의
최소성). 넷째,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기본권의 사익보
다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 또한, 제한 시에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

∘헌법 재판소
- 국가 최고(最高)의 법인
헌법에 관한 사안이나 분
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
별 재판소이다.
∘헌법 불합치
-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위헌)되어 폐지해야
되나, 즉각적인 폐지로 인
한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
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다.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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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제한 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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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본 계엄령 선포의 사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계엄령 선포이다. 계엄령
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
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민주화운동 때마다 늘 단
골메뉴로 등장하였던 것이 바로 계엄령 선포이다. 계엄령 선포 시, 국가의 국민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부터 5·18 민주화운동까지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수차례 선포되었던
것이 계엄령이다. 4·19 혁명 당시, 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서울의 치

<계엄령 선포된 상황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 모습>

안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유신체제 이후,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어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계엄군을 주둔 시켰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당시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기본권 제한의 사례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확인하기
Q1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은 국가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
다. 제한 사유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A와 같은 것이 있는 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A는 무엇일까요?

A

공공복리.

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할 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피해를 최
소화해야 하며, 제한 시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Q2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법적 원칙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기본권 제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A

과잉 금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는 총 4가지가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이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방법의 적절성으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
는 데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으로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넷
째, 법익의 균형성으로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기본권의 사익보다 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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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

헌법의 의의

# 입헌주의 # 헌법 소원 심판

1948년 헌법안 심의의 첫 쟁점은 국호였다. 독촉국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주장했으나 한민당은 ‘고려
공화국’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표결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으로 결정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자는 의미였다.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하에 대한민국 제헌국회 구
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6월 초, 국회 헌법기초위원
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는데, 6월 15
일 이승만은 돌연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초대 국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16일 정부
조직법을 제정한 후, 20일 이승만·이시영을 각각 정·부통령으
로 선출하는 등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임시 국회의장과
초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승만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은 전문을 포
함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

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까지 총 10장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을 바탕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원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1946년 2월에 이승만의
독립 촉성 협의회와 김구
의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중앙위원회가 통합
하여 조직된 국민운동 단
체. 미소공동위원회 반대,
반탁 운동, 좌익 봉쇄 등
의 광범한 운동을 펴다가,
같은 해 6월에 민족 통일
본부로 개편되어 재발족
되었다.

리를 담고 있다.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으로 세 가지 정치적 의의가 있다.
첫째, 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 창설의 토대로서, 헌법을 먼저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정부가 수립된다. 둘째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정치 생활
을 주도한다.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에 따라 여러 정당들이 서
로 경쟁하며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사회 통합 실현이다. 정치
적 대립이나 긴장을 헌법을 통해 해결하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가운데 최상위의 근본 규범으로서, 세 가지 법적 의의가 있다.
첫째, 모든 법령의 제정 기준이자 정당성의 평가 기준으로서 최고 규범이다. 헌
법 재판소에서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 헌법 재판소
-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
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
장하는 기관. 법원의 제청
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
산 심판, 단체 간 권한 쟁
의에 관한 심판, 헌법 소
원에 대한 심판 등의 심판
을 주로 담당한다.

통해 해결하고 있다. 둘째, 국가 통치 조직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조
직 수권 규범으로 국가 권력 조직과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출발하게 된다. 셋
째, 국가 권력의 분립과 상호 간 견제를 통한 권력 제한 규범이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를 엄격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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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 법 가운데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 선거 관리
- 공고, 투표소 설치, 개표,
결과 발표 등 선거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일련의 사
무를 관리하는 일. 일반적
으로 공적 기관에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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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고조선 8조법

8조법은 여덟 가지의 금지(禁止) 조항을 담고 있는 고조선(古朝鮮)의 법이다. 여덟 조항 중 세 조항만이 전해
지고 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계급 사회, 사유 재산권, 농경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확인하기
Q1
국가의 기본구조를 의미하는 ‘constitution’에서 유래하며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하는 이
것은 무엇일까요?

A

입헌주의

헌법의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을

바탕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Q2
이것은 헌법의 법적 의의 중 한 가지로, 국가 권력 조직과 정당성은 헌법에서 시작되며 국가 권력 기관은 헌법
을 통해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조직 수권 규범

이것은 국가 권력 조직과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출발하게 됨을 의미한다.

Q4

Q3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이
기관은 어디일까요?

A

헌법 재판소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

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
은 무엇일까요?

A A위헌 법률 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
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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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1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민 주권주의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
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적 선거 제도 규정, 국민 투표제 등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
사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복수 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
제정의 주역을 맡았던
유진오>

자유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자유 민주주의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 헌법 전문
-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으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
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원

칙으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함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 창출의 정당성
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그리고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셋째, 복지 국가의 원리로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다. 가장 최근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원리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 우파 정당의 공약
- 1948년 5・10 총선거에
서 내건 우파인 한국민주
당이 내건 총선 공약에서
농지개혁, 대기업 국영화,
최저임금제,
단체교섭권,
실업보험 제도 등 사회민
주주의적 기조가 강했다.

를 부여하고, 최저 임금제나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 보험 등을 통한 소득 재분
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국제 평화주의로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추구한다. 헌법 제
5조에서는 국제 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국
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평화 통일지향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추구한다. 대통령은 취
임할 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66조 제3항을
선언한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강조하
고 있다.

∘ 사회권
-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
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등이 있다.

여섯째, 문화 국가의 원리로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문화 중흥의 의무를 말한
다.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의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진흥, 의무 교육 제도 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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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통치 작용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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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1조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
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 독일 헌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자료2

대한민국 헌법 1조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는 이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

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등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Q2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의
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복지 국가의 원리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Q3

Q4

이 사람은 법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친일반민족

이것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입니다. 헌법

행위자입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초안을 주도하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여 작성하기도 한 이 법학자는 누구일까요?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A A헌법 전문

유진오

유진오는

대한민국

헌법기초위원으로

1948년 6월 대한민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헌법 전문은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다.

46

Ⅱ. 민주주의와 제도

주제 22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과정

# 개헌 # 대통령제 # 6월 항쟁

발췌개헌이란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상 ·
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과, 내각 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 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정 이후 9차례에 걸
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차 개헌(1952)으로 제헌 헌법에서 규정
한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었고,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실
시된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선되
6월 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다.

었다.
2차 개헌(1954)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

선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의 미달로 부결되었지만 자유당이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주장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하여 사사오입 개헌으로도 불린다.

∘ 부산 정치 파동(1952)
-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확실히 하고, 독재
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6 · 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
을 연행하고 구속한, 일련
의 정치적 파행 사건이다.

이후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2·28 민주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3차 개헌(1960)은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이루어졌
다. 같은 해 이루어진 4차 개헌은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에 대
한 소급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5차 개헌(1962)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가 1차 중임
이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로의 환원이 주된 내용이다. 6차 개헌(1969)은 대통령 중
임의 허용 범위를 3선으로 연장하여, 이른바 3선 개헌이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는 횟수로는 세 번째, 제7대 대통령이 된다. 7차 개헌(1972)은 통일주체국
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그리고 중임 제한 규정을

∘ 유신 헌법(1972)
-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과 국회의 동의
및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긴급조치권・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
하며 초헌법적인 권력을
부여했다.

철폐하여 사실상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시해되고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
세력의 주도로 진행된 8차 개헌(1980)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골자로 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
어진 9차 개헌(1987)은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의 신설, 국회 권한의 강화 및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 개헌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독재 정권의 재연장을 위한 목적에
서 개헌이 이용되기도 하였고, 급격한 정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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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6·29 민주화 선언
- 1987년 6월 29일 대통
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
정의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
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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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사사오입 개헌

처음 2차 개헌안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지만, 소수점 이하
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
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자료2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권력 균점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3권 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정·사무·조직·인사·입법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간에 적정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랜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의 법 제도는 아직 지방자치에
걸맞게 재편되어 있지 못하였다. 한국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
제를 전면 중단하였다.

확인하기
Q1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
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측 안과, 내각 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A

발췌 개헌.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단원제로 통과되었다.

Q2
이 헌법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
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특징으로 하는 이 헌법은 무엇일까요?

A

유신헌법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과 국회의 동의 및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긴급조치권・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며 초헌법적인 권력을 부여하였다.

Q3

Q4

정부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루어진 9차 개헌은 이

니다.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헌법 기관의 형태를 가지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것 개헌이라고도

고 있지만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합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인 이것은

신임 여부에 달려 있는 이 정부 형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A

A A대통령 직선제

의원 내각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여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9차 개헌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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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3

헌법의 개정 절차

#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개정방법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
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한 국
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
의 규범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그 개정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다. 헌법
개정절차에 다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헌헌법
에서부터 정해진 규정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
서 법은 주권자의 일반 의지의 표시이므로 인민의
입법권을 누군가가 대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
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국민 주권 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이
유이다. 헌법의 일부를 바꾸는 것을 헌법 개정이
<72년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 국민 투표
-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
위에 관한 중대 정책 따위
를 결정할 때 일반 국민의
전체 의사를 물어 보기 위
하여 실시하는 투표

라 하고, 이를 줄여 개헌이라고 한다. 헌법 개정
의 목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법규범의 실효

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는 의회가 헌법 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의회의 헌법 개정 과정은 다른 입법절차보다 엄격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의회의
권한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을 두고 있다.

∘ 공포
-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
게 널리 알리는 행위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1980년 8차 개헌에서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제・개정 권력자는 모두 주
권자인 국민임을 알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
나 국민의 이해와 충분한 논의를 위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고 기간을 늘려야 한
다는 주장이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개
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
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헌법 개정
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투표 정족수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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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국민이다.

∘ 미국의 수정헌법
- 미국 헌법은 1787년 제정
된 이래 오늘날까지도 그
본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성문 헌법으로 평가받
는다. 미국 헌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보다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헌
법에는 27개의 수정조항
이 있다.

Ⅱ. 민주주의와 제도

참고자료
자료1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9차 개헌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국민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범죄 피해 구조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확인하기
Q1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후 국회에서의 의결
이 이루어지는데요. 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된 의결 정족수는 얼마일까요?

A

국회 재적 의원의 2/3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Q2
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에게 알리고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공고된 개헌안은 이후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결은 며
칠 이내 이루어져야 할까요?

A

60일

공고 이후 60일 이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Q3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 헌법은 대통
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변경된 이 헌법은 몇 번째로 이
루어진 헌법 개정일까요?

A

9차 개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

의 의식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987년 9
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헌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Q4
국민 투표 이후 대통령은 즉시 헌법이 개정되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A A공포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

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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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4 헌법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

# 10차 개헌 # 정부 형태 # 지방 분권

독일 산업의 핵심축인 자동차 본사 중 벤츠는 슈튜트가르트, BMW는 뮌헨, 아우디는 넥카스울름, 그리고 폭스바겐은 볼
프스부르크에 있다. 독일의 대기업 본사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본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을 마지
막으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우리의 정
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헌의 필요성은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
2018년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방 분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니다. 19대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 모두가 개
헌을 말했다. 모든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

중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헌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개헌의 이유는 충분
하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의제의 한계로 정치적 무관심이 많아지고, 시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에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못 박아 국정 운영의 연속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레임덕으로 인한 비효율적 국정 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
통령제를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변경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

∘ 국민 소환 제도
-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했거나 불법행위를 하
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
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
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것이다.
∘ 국민 발안 제도
- 직접 민주제의 하나로서
국민이나 한 지방의 주민
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
안을 할 수 있는 제도
∘ 지방 자치 제도
-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에 의
한 지방정부의 종속은 지역
주민의 실제적 삶 개선이라
는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기
능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제의 현실은
중앙 정부는 과도한 업무가
몰려있고, 지방 정부는 과
한 통제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을 이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에 항거한 2·28 운동의 주역은 고등학생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는 이들에게 정치 참여를 전면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선거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춤으로써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
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지방 분권에서 이뤄낸 성공의
경험은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연방형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 재정 분권 등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수평
적 관계로서 자치행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의 보장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목소리를 헌법 개정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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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사표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
니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 주요 정당의 경
우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
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을 거의 배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
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
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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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교육선진국 독일

16개 주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독일은 교육 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책적 다양성과 지역 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학 진학률
은 약 30% 정도로 입시 경쟁은 거의 없지만 지역의 곳곳에 우수한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고, 평준화된 특징을
보인다.

자료2

생명권

근대사회에 와서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존중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
크 베코프가 『동물권리선언』에 쓴 첫 번째 선언은 다음과 같다. "모든 동물은 지구를 공유하며 우리는 더불어 살
아야 한다."

확인하기
Q1
제 10차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부 형태의 개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시 이 제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 번 대통령을 맡았던 사람이 연속된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될 수 있는 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A

대통령 연임제

국정 운영의 연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4년의 임기 후 중간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Q2
이것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방자
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짐으로써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A

주민 소환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

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Q3

Q4

2015년 일본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인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

하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선 한국이 선거권

는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부여 연령이 가장 늦은데요. 현재 한국의 선거 연령

을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분담에서 이루어지

은 몇 세일까요?

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A A재정 분권

19세

2·28 운동의 주역은 고등학생들이다. 현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의식과 올바른 참여 의식을 고취시
키기 위한 선거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지방

정부에게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비율인 8:2에서 7:3으로의 변경이 추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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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5

고대 민주주의 ①

#정치형태 #직접민주주의 #제한된 민주주의 #중우정치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에 해당되는데, 그 까닭은 권력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지만,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사자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민주주의(Democracy)란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한 지
배를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
∘민주주의의 어원
-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
(demos)’와 지배를 뜻하
는
‘크라토스(kratos)’가
결합된 용어

하는 정치 체제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던 폴리스(polis)
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치 체제가 존재하였다.
그중에서 아테네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
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규모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공동체로서 시민이 직접 공동

<폴리스의 구조>

체의 일을 처리하기 적합한 규모였다. 또한 노
예가 경제를 담당하고, 여자들이 가사를 담당하면서 자유민인 성인 남자(시민)들은
외적 방어, 공무 집행, 재판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다.
기원전 7세기경 아테네에서는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활약하면서 정치
적 권리를 요구하여 귀족들과 충돌하였다. 이에 솔론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
을 차등 분배하였다.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고 도편 추방제를

∘페리클레스
- 그리스 아테네의 장군이며
정치가. 아테네의 전성기
를 이끌었지만 펠로폰네소
스 전쟁 중 병사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 (BC431~BC404)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
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
스 동맹 간의 30여 년간
의 전쟁. 스파르타의 승리
로 끝이 났다.

실시하였으며, 페리클레스는 민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당제와 추첨제를 실시하여
아테네 민주정을 완성하였다.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민회, 평의회, 재판소로 구성되었다. 민회는 시민(성인 남
성)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으로 법률 제정, 과세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
하고 결정하였다. 평의회는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시민이 민회의 업무
지원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판소는 별도의 판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
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소송 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다.
아테네는 장군 등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관직과 재판을 맡은 배심원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였고, 공무 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리스(polis)
- 그리스에서 나타난 도시
중심의 작은 국가. 폴리스
에서는 신전과 군사 시설
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
어졌던 광장인 아고라가
있고, 아고라에는 집회 장
소, 재판소, 공공시설, 시
장 등이 있었다.

하였다.
∘추첨과 윤번제
- 제비뽑기 및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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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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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다양한 정치형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통치자의 수(數)에 따라 1인, 소수, 다수에 의한 정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다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형태와 그릇된 형태로 나뉜다. 결국 정치형태는 올바른 형
태 셋과 그릇된 형태 셋, 모두 여섯 가지이다. 예를 들면 1인 통치가 공공선을 따를 경우 ‘군주제’가 되고, 그것
이 군주 개인의 사익을 따를 때 ‘참주제’로 변질된다. 소수의 통치가 공공선을 지향할 경우 ‘귀족제’가 되나, 사사
로워질 경우 ‘과두제’로 전락한다. 다수의 통치는 사려 깊은 중산층이 행할 경우 ‘폴리테이아제’가 되나, 무지한
빈민층이 주도할 경우 ‘민중제’가 된다. 다수의 중산층이 통치하는 ‘폴리테이아제’를 과두제(부자의 통치)와 민중제
(빈자의 통치)라는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보았다.
- 진중권, <철학 오디세이>

확인하기
Q1
이것은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폴리스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A

민주주의.

특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Q2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주로 법의 제정, 선전포고,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에 대한 기능을 담당한 곳은 무엇일까요?

A

민회.

특정 집행을 담당하는 평의회와 배심원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소가 있었다.

Q4

Q3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병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A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

었으며 민회, 평의회, 재판소 등으로 분권화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난 도시 중심의 국가를 무엇이
라고 할까요?

A A폴리스.

군사시설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광

장인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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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민주주의 ②

주제 26

#정치형태 #직접민주주의#제한된 민주주의 #중우정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인 시민들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시민은 성인 남자를 의미했으며,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제한된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유지와 독재적 지배자인 참주(僭主)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도편추방제(ostrakismos)를 시행하
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인들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쟁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회의 의사 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의사에 기초한 의사 결정이어서 소수의 언변이 뛰어난 사

<도편>

람들에 의해 다수가 설득당해 정책이 결정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폐단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중우정치(衆愚政治)
-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용
어. 다수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민주제 사회가 제
대로 시행되지 못할 때 나
타난다. 플라톤은 ‘폭민정
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수 빈민의 정치’라고 지칭
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경우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중우정치가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철인 정치(哲人政
治)를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학문이며 인생
지도의 지침, 인간 형성의 힘으로서의 철
학으로 국가지배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소크라테스의 죽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의 본질을

∘소크라테스
- BC 5세기경에 활동했으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
를 마련했지만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기소
되어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독
배를 마셨다.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
고 믿었다. 그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직
접 시칠리아 섬에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현실 세계
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그는 ‘철학자가 왕이 되든지, 제왕이 철학을 공부하
든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치자(治者)와 피치
자(被治者)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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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제한된 직접민주주의였다.

∘플라톤
- 아테네 재판소에서 다수의
결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독배를 마신 스승 소크라
테스를 보면서 민주정치에
회의를 느끼고 철인정치
(哲人政治)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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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도편추방제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populism)

도편추방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위험인물을 10년 간 국외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아테네 시민들이 도편(도자기 조각)에 독재자가 될 위험인물을 쓰고 6,000명 이상으로부터 지목당한
자는 추방하였다. 원래 이 제도는 참주(僭主)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인들의 정
적 제거 수단, 유력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
인기영합주의는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와 독재
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확인하기
Q1
소수의 언변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 다수가 설득당해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이 이끄는 정
치’를 뜻하는 용어는?

A

중우정치(衆愚政治).

플라톤은 ‘폭민정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에 의한 정치’라고 하였다.

Q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재판소에서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
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A

소크라테스.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했지만 다수결로 사형선고 받았다.

Q3

Q4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를 의

민주 정치의 유지와 독재적 지배자인 참주(僭主)의
출현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는?

미할까요?

A

성인 남자.

여성과 외국인인 제외되었다.

A A도편추방제(오스트라키스모스).

시간이 흐

르면서 정적제거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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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7

자연법적 계약사상과 민주주의

#사회 계약론 #자연 상태 #계약의 목적

“주권자는 그를 구성하는 다수의 개개인에 의해 형성된 단일체이니까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
질 수도 없다.”

-루소,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각 개인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
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개인의 욕구들이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끊임없는 폭력적 충돌의 자연 상태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이유는 자기 보존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에 기인한다.

∘자연 상태
- 근대의 사회 계약론에서
국가의 성립을 설명할 때
전제가 되는 상태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뜻한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권·재산
권·자유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치 공
동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계약을 토대로 형성
된 정치 공동체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로크>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로크의 저항권
- 로크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연적인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당성
을 지니지 못하므로 해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
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
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로크, <통치론>

한편, 루소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
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 계약

∘루소

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
를 포기하지만, 스스로 주권자이고 입법자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연적 자유에 상
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재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루소는 정치공동체는 각 개인의 사
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 의
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공동선의 실
현과 인민 주권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지
향하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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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론은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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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일반 의지와 시민적 자유

“공동의 힘을 다해 각자의 몸과 재산을 지켜 보호해 주고, 저마다가 모든 사람과 결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만 복종해 전과 다름없이 자유롭도록 해 주는 그러한 형식을 찾아낼 것. 사회 계약이 그 해답을 주는 근본 문제
란 이런 것이다. …… 우리는 각자 자기 몸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서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 이
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일반 의지에 의해) 강요당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확인하기
Q1
‘이것’은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인 자연 상태를 개인들의
욕구가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홉스가 주장한 자연 상태의 모습을 비유하는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A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욕구가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충돌한다고

보아,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하였다.

Q2
영국의 사회계약론자인 로크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
하는 개인의 기본 권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A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을 맺은 자들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보장에 있

다고 본다.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저항권도 인정한다.

Q3
‘이것’은 사회계약론자인 루소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일반 의지.

루소는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를 계약으로 성립된 국가가 가지는 단일한 의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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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8

근대 민주주의

#사회구성원리 #사회계약설 #시민혁명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계약을 하
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에 의해 타도할 수 있다.
-로크, <시민 정부론>

민주주의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와 절대 왕정 체제를 거치면
서 약화되었다가 시민혁명을 계기로 다시 발전하게 되었다.
시민혁명을 통해 발전한 근대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체제를 무
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천부인권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영국의 명
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였다.

<리바이어던>

영국은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강화로 인해 의회가 제임스

∘입헌군주제
- 형식적으로 왕(군주)이 존
재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2세를 추방하고, 왕녀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 국왕으로 추대하였
다.(1688년) 국왕은 의회의 입법권 등을 인정하는 권리 장전을 승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가 원인이 되어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
다.(1773년) 이에 영국의 강경 대응으로 식민지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
고 식민지군의 승리로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후 최초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보스턴 차 사건(1773년)
- 식민지인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에 올라 세금이
부과된 차 수백 상자를 바
다에 던져 버린 사건이다.

프랑스혁명은 구제도(앙시앙 레짐)의 모순과 재정 악화, 시민 계급의 성장이 배
경이 되었다. 루이 16세의 탄압에 대항해 혁명이 일어났다. 국민 의회(1789년)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이 후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시민혁명으로 형성된 근대 민주 정치는 국민 주권에 기초한 의회 정치와 자유와
평등 이념의 확산 등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
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신분이나 재산에 따른 참정권 제
한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배제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잔 다르크>

한 줄 정리

59

시민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구제도(앙시앙 레짐)
-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로 전체 인구의 2%를 차
지하는 제1신분(성직자)과
2신분(귀족)은 관직과 토
지를 독점하였던 반면, 제
3신분(평민)은 잡다한 세
금과 많은 의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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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당시의 문서>
권리장전(영국,1689) •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의: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여 의회 정치의 확립을 이루었다.

독립선언서(미국,1776)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
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

∘근대의 ‘시민’
- 근대의 ‘시민’은 일정 부
분 재산을 가진 자 즉, 부
르주아(bourgeois)를 의미
한다.

∘국민주권
-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
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
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의의: 국민주권, 천부인권사상이 포함되었다.

인권선언(프랑스,1789)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
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
주적 독립성을 지닌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권, 재산권,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 등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
전하는 데 있다.
☞의의: 자유와 평등이 천부인권임을 명시하였다.

∘공화정
-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
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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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천부 인권 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즉, 인
권은 국가의 실정법과 관계없이 자연상태(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자료2

계몽사상

무지와 불합리한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인간의 이성과 진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중세
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불합리한 봉건 체제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자료3

사회계약설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조직하였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있다. 특히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한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자료4

사회계약설과 2·28 민주 운동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애도 뛰놀
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
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 <중략>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 <2·28 민주운동 결의문 중 일부 발췌>
2·28 민주 운동의 결의문에 나오는 내용 중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말
하는 저항권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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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이 사건을 통해 발전한 근대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였
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A

시민혁명.

고대 민주주의는 중세로 넘어오면서 봉건제도와 절대 왕정의 출현으로 약화되다가 시민혁명을 계기로 다

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Q2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식민지인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
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A

보스턴 차 사건.

1773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식민지인이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에 저항해서

보슨턴 항에 정박해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다.

Q3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이 사상은 무
엇일까요?

A

천부인권사상.

인권은 국가의 실정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Q4
다음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이 운동의 결의문 중 일부이다. 결의문의 내용 중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를 통해 저항권의 실제 사례로 볼 수 있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A

2·28민주운동.

로크의 사회계약설 중 저항권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된 사건이다.

Q4

Q5

영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권리장전의 승인으로 왕

무지와 불합리한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

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가 확립된 이 사건은 무엇일

한 인간의 이성과 진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까요?

상은 무엇일까요?

A ㅠ명예혁명.
통이 확립되었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의 전

A

계몽사상.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불합리

한 봉건제를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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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9

현대 민주주의 ①

#생활양식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처음에 나치는 공산당원을 찾아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다음에 나치는 사회주의자를 덮쳤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중략>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서 나서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Friedrich Gustav Emil Martin Niemöller),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시민 혁명의 결과 형성된 근대 민주 정치의 한계점은 신분이나 재산에 따른 참정
권의 제한이었다.참정권 제한에 따른 정치 참여 배제에 대해 노동자, 농민, 여성들
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운
동의 결과로 성별, 재산, 신분 등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 선거 제도
가 정착되어 현대 민주 정치 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보통 선거의 실시로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대
중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시

∘차티스트 운동
- 1830년대 후반 이후 영국
노동자들이 전개한 운동으
로 실패하였지만, 이후 노
동자 계층의 선거권 확대
에 이바지하였다.

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정을 담
<차티스트운동>

당하는 대의제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지방 자치제, 전자민주주의 등의 직접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고,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
로 발전하였다.

<국회의사당>

∘국민투표
-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
정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만든 제
도.

∘국민 발안
- 국민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
<국민참여 게시판>

<2·28 민주운동>

<국민투표>

∘국민 소환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임
기 중이라도 투표로써 파
면할 수 있는 제도.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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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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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IT)과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등장하였다. 대의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확인하기
Q1
선거권 확대 운동의 결과로 성별, 재산, 신분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선거는 무엇일까요?

A

보통선거.

1인 1표와 1인의 한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은 평등선거이다.

Q2
1830년대 후반 이후 영국 노동자 계층에 의해 이루어진 선거권 확대 운동은 무엇일까요?

A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 확산되어 농민, 여성의 선거권 확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보통선거권을 쟁

취하게 되었다.

Q3

Q4

대의제의 보완으로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대의제의 보완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임기 중이

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도 투표로써 파면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A

A A국민소환.

국민발안.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은 시민의 생

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
시민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를 존중하게 해서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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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②

주제 30

#사회통합 #인권

현대 사회는 점차 다양한 가치가 표출되고,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불평등 해소, 복지
증진, 다문화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타났다.
∘복지
-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
화를 제도권 안으로 유연
하게 수용하자는 태도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민주 정치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즉 인권 존중이다.
역사적으로 개인과 집단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으
며,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에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 단체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활동, 개인의 인권 의식 함양들
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

한 줄 정리

65

현대사회는 사회통합, 인권 존중이 요구된다.

∘인권
-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
를 지닌 존재로서 오직 인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
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준사법적인 인권전담의 독
립된 국가 기관.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으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
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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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인권의 특징

인권의 특징으로 보편성, 천부성, 불가침성, 항구성 등이 있다. 보편성은 인종·종교·성별·사회적 신분 등과 관
계없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지니는 권리이며 천부성은 이러한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것을 의미
한다. 불가침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며, 항구성은 일정 기간이 아닌 영구히 보장된다
는 의미를 지닌다.

확인하기

Q1
이것은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A

인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즉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Q2
이 기관은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으며 인권 보장을 위한 준사법적인 국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A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Q3

Q4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유연

인권의 특징 중 하나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하게 수용하자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없고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A

A A불가침성.

다문화주의.

샐러드볼 이론, 모자이크 이론이라

그 외에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등이 있다.

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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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국권 회복에 앞장선 대구·경북

주제 31

대구광문사, 대구광학회

#김광제 #이일우 #학교 설립 #국채보상운동

대구에 사는 김광제씨가 내부(內部)에 청원하되 본인 등이 교과서를 인쇄할 계획으로 (대구)광문사를 창설하고 기계 등을
구입하여 학도의 교육을 개발하고자 하오니 특별히 인가해주기를 바란다더라.
- 〈황성신문〉 1906년 2월 17일

대구광문사(1906.01.)는 근대교육 시행 확산, 교과서와 교
양서적 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계몽단체였다. 사장에 김광제
를, 부사장에 서상돈을 선출하였고, 도내 각 군에 사립소학교
와 대구에 중등과정의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였다. 1906년에 경북관찰사 이근호에게
낙육재(樂育齋)와 양사재(養士齋)에 사립보통학교를 세우자고
청원하였다. 뒤를 이어 부임한 경북관찰사 신태휴와 논의하여
김광제(1866~1920)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북 관내 41개 군에 모두

370개의 학교가 세워졌다. 대한자강회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의무교육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대구광문사는 내부 기관으로 찬술원을 설치하여 출판사업을 강화하였는데,
동서양 서적의 번역 출판과 충효열행(忠孝烈行)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각 군
관리의 잘잘못과 인민의 선악을 조사하여 매월 3회씩 잡지로 발행한다는 목적을
두었다. 실제로 알렌 영(Allen Young)이 한역한 법학서 《만국공법요략》과 현채가
국한문체로 번역한 《월남망국사》를 출판하였고, 〈영남신보〉 발간을 계획하여 1907
년 6월에 농상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구이사청에 맞서 대구민들의 민간 자치기구인 대구민의소를 조직하였다.
대구광학회(1906.08.)는 민지계발과 교육진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된 계몽단체였다.
세계열강처럼 광범위하게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박물관·도서관·박람회·토론회·연설회·도서종람회·신
문종람소 등 각종 교육 시설을 세워 학술을 강구하
고 지식을 연마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일우가 운영하던 우현서루를 사무소로 활용하였다.

우현서루 옛터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대구광학회는 대한자강회 본부 연락기관인 광학사
(廣學社)의 지회로서의 성격을 띠었으며, 자치 성격의 단체인 대구시의소를 설립하
였다.
이렇듯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는 대구-경북의 근대교육 진흥에 앞장섰으나,
갈등을 일으켜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후 두 계몽단체는 국채보상운동을
함께 주도하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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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계몽운동의 배경
- 교육 확산과 산업 진흥을
통해 일제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남.
∘김광제(1866~1920)
- 충남 보령에서 출생함. 배
일 및 내정부패 탄핵 상소
로 유배당함. 만주에서 일
신학교를 설립함.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다가 체
포됨.
∘대구민의소
- 대구상공회의소의 전신으
로서 소장에 김광제를, 부
소장에 서상돈을 임명함.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대구
민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함. 산
하에 단연회(斷煙會)를 설
립하여 의연금을 모금함.
북후정에서 국채보상모금
을 위한 군민대회를 개최
함.
∘우현서루(友弦書樓)
-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나
라를 걱정하고 의기를 기
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교육기관임.
동서고금의
만여 권의 서적을 비치하
였고, 전국 각지의 애국지
사들이 방문하였는데, 박
은식·이동휘·김지섭 등이
이곳을 찾아옴. 1911년
폐쇄된 이후 대륜중고등학
교의 전신인 교남학교가
설립됨.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는 근대적 지식을 보급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애국계몽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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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우현서루

대구 서문 외에 있는 유지 신사 이일우 씨는 일반 동포를 개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자당하여 해지(該地)에
‘우현서루’라는 집을 신축하고 내외국에 각종 신학문 서적과 도화를 수만 종이나 구입하여 적치하고 신구학문에
고명한 신사를 강사로 청빙하고 경상 일도 내에 중등학생 이상에 자격되는 총준 자제를 모집하여 그 서루에 거접
케 하고 매일 고명한 학술로 강연 토론하며 각종 서적을 수의 열람케 하여 문명의 지식을 유도하며 ……
- 〈해조신문〉 1908년 4월 22일

확인하기

Q1
대구에서 근대교육의 시행을 확산하고, 교과서와 교양서적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사장에 김
광제를, 부사장에 서상돈을 선출했던 계몽단체는 무엇일까요?
① 대구광문사

A

② 대구광학회

① 대구광문사,

③ 교남교육회

④ 달성친목회

대구광문사는 경북관찰사 이근호에게 사립보통학교를 세우자고 청원하였고, 찬술원을 설치하여 출

판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영남신보〉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는 대구-경북의 근대교육을 진흥시켰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A

O,

)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는 대구-경북에서 교육을 보급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권을 수호하려는 계몽단체였으

나, 갈등을 일으켜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하였다.

Q3
이곳은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나라를 걱정하고 의기를 기르는 곳’이라는 뚯을 가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일
우가 방대한 서적들을 이곳에 보관하였는데, 전국 각지의 애국지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
해 폐쇄된 이후에 설립된 교남학교의 전신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A

우현서루,

대한민국임시정부 2대 임시대통령에 역임했던 박은식,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일

본 왕궁 이중교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 소속 김지섭이 우현서루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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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2

교남교육회, 대한협회 대구지회, 달성친목회

#교육구국 #학교 설립

교남교육회의 설립 취지를 보면, 교육 진흥을 위해 경성(서울) 내에 사범학교의 설립, 지회를 각 도에 설립 인가하여 학
교 성립, 회보와 서적의 발간을 목표로 정하였다.
- <교남교육회잡지> 제3호

교남교육회(1908.03.14.)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남 출신 인
사들이 영남 지역의 교육진흥을 표방하고 설립한 단체로서 안
동·거제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교남교육회잡지〉를 통해 교육
진흥과 민중계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북학회·관동
학회·기호학회 등과 연대하였고, 중앙 간부를 지방에 파견하
여 학교 설립과 운영을 지도하였으며 민중계몽을 위한 강연도
실시해 나갔다. 비록 서울에 사범학교를 개교하지 못하였으
안희제(1885~1943)

나, 1면 1교 설립운동을 전개하여 광명학교·동양학교·협동학

교·보문의숙(안동), 조양학교(봉화), 양성학교·보통학교(김천), 동락학교(칠곡), 양정
학교·명진학교(부산), 신안학교(진주), 동명학교(김해) 등을 건립하였다.

∘안희제(1885~1943)
- 구명학교·의신학교·창남학
교를 설립함. 대동청년당
에 참여함. 백산상회(훗날
백상무역주식회사)를 운영
함. 기미육영회를 조직함.
중외일보사를 경영함. 만
주에서 발해농장을 건립
함. 대종교 신자 탄압에
의해 체포됨.

대한협회 대구지회(1908.03.25.)는 법률야학교·국
문야학교·노동야학교를 개설하였으며, 수창학교 설립과
운영에 크게 관여하였다. 또한 인동 장씨 문중을 설득
하여 대한협회 칠곡지회를 조직하였으며, 융희황제의
대구 방문 환영행사를 진행하였다. 일부 의병 세력이
안동의 협동학교를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자, 〈완
고성토문〉을 발표하여 의병의 협동학교 침탈에 대해
비난하였다. 반면에 친일파 박중양이 객사를 철거하려
고 시도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대한협회 회보>

∘대한협회
- 대한협회는
〈대한협회회
보〉를 통해 정치·교육·산
업을 발전시켜 참다운 국
민적 자격을 양성할 것을
주장함. 대구·경북 지역
대한협회 지회로는 대구·
경 주·김천 ·선 산·성주 ·안
동·영천·자인·칠곡 이상 9
지역이 있음.

달성친목회(1908.09.05.)는 대구에서 청년층의 친목, 실업
장려, 교육 진흥에 중점을 두고 창립하였는데, 서상일·이시영·
이경희 등이 가입하였다. 교남교육회는 달성친목회에 대해 “교
육과 친목이 그 이름은 다르나 장려하는 것은 같다.”라고 주
장할 정도로 달성친목회는 교남교육회와 연대하였다. 일제는
달성친목회를 ‘대한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행동하고 비밀리에
배일(排日)사상을 고취한 단체’라고 파악하였다.
서상일(1886~1962)

달성친목회는 회관에 법률야학강습소를 설치하여 법률 강의

를 실시하였고, 협성학교 내 계절학교 형태의 하기강습소를 개설하여 영남지역 학
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달서여학교가 설립 1년 만에

∘서상일(1886~1962)
- 달성친목회·교남교육회에
가입함. 태궁상점을 설립
함. 조양회관을 준공함.
동아일보 대구지국을 운영
함. 조선임전보국단에 가
입함. 학병 지원을 연설
함. 해방 이후 한국민주
당·진보당·민주혁신당에서
활동함.

학생 수가 증가하자, 회관을 빌려주어 부족한 교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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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남교육회, 대한협회 대구지회, 달성친목회는 교육구국운동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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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달성친목회의 결성 배경

달성친목회는 명치 41년(1908) 9월 5일, 즉 구한국시대 부내 명치정·이정목·이근우 및 김용선 등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조선인 청년의 교육, 실업 장려를 표방하지만, 내면은 전적으로 유망한 청년들을
단결케 하여 대한협회와 행동을 같이 하고 비밀리에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치 43년(1910) 8월
29일 한일병합과 함께 동회원 등은 모두 탈퇴하고 일본 관헌의 주목을 피하여 자연 해산되었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7

확인하기

Q1
법률야학교·국문야학교·노동야학교·수창학교를 설립했던 대한협회 대구지회가 인동 장씨 문중을 설득하여 결성
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무엇일까요?
① 대한협회 경주지회

A

② 대한협회 김천지회

④ 대한협회 칠곡지회,

③ 대한협회 안동지회

④ 대한협회 칠곡지회

대한협회 대구지회는 경북 칠곡에 거주하던 인동 장씨 문중과 합의하여 대한협회 칠곡

지회를 결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달성친목회는 대구에서 청년층의 친목, 실업 장려, 교육 진흥에 중점을 두고 창립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협
성학교 내 하기강습소를 개설하였고, 달서여학교에 회관을 빌려주었다. (

A

O,

)

달성친목회는 교남교육회·대한협회 대구지회와 연대하였고, 청년 교육과 실업 진흥에 역점을 두며 배일사상을 고취

하였다.

Q3
이 단체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 영남 지역의 교육진흥을 표방하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안동과
거제에 지회를 설립하였는데, 각종 학회와 연대하며 중앙 간부를 지방에 파견하여 학교 설립과 운영을 지도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무엇일까요?

A

교남교육회,

교남교육회는 《교남교육회잡지》를 통해 교육진흥과 민중계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민중계몽을 위한

강연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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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3 사립학교

#교육입국조서 #사립학교 #사립학교령

경주의 애국계몽단체인 경주군교육회는 “3천리 강토와 2천만 종족이 비참한 처지에 이른 까닭을 교육의 부재에서 찾았
다. 국가의 흥륭은 인민의 지식에 있고, 인민의 지식은 교육 발달에 있다.”라고 보았다.
- 〈황성신문〉 1908년 9월 24일

고종은 〈교육입국조서〉(1895)와 〈흥화조칙〉(1906)를 반포
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을 추진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경
북관찰사 신태휴는 〈흥화훈령〉을 발표하여 경북 41개 군에
100여 개의 학교를 개교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가 있기 전
까지 대구·경북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조선통감부는 사립학교령(1908)을 시행하여 한국인의
사립학교를 통제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발굴하
김동삼(1878~1937)

지역
대구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사립학교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외 13개 학교.
배의학교.
계남학교, 옥산학교, 하계의숙.
영신학교, 우신학교.
동락학교, 선진학교, 영선학교, 영창학교, 인흥학교, 창선학교(2).
x
개진학교, 광동학교, 광흥학교, 기독명성학교, 달중학교, 보명학교,
보성학교, 성의학교, 양성학교, 영진학교, 육영학교, 일중학교, 직명학교,
진명학교, 창흥학교, 황남학교.
경육학교, 경흥학교, 도천소학교.
광성학교 조양학교.
광흥학교, 남명학교, 창명학교.
성명학교.
광동학교, 광명학교, 동명학교, 동양학교, 보문의숙, 영가학교, 협동학교.
대제학교, 영동학교, 영신학교, 위산학교, 일신의숙, 장사학교, 협창학교.
영명측량학교, 영진의숙, 영흥학교.
강명학교, 내명학교, 안정학교, 소흥학교, 조양학교, 흥주소학교.
신녕군보통학교.
남명학교.
x
대흥학교, 만흥학교, 명동학교, 평명학교.
문소학교, 병산학교, 상업학교, 실업교회사숙, 육영학교.
유천학교, 개명학교, 유명학교, 문명학교, 의명학교, 도동학교, 온명학교,
신명학교.
낙일학교.
거양학교.
광남학교, 남명학교, 양명학교, 의창학교, 장명학교, 해창학교.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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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던 사립학교를 탄압하였다.

∘옥산학교
- 양동마을 여강 이 씨들이
문중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함. 옥산서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됨.
∘협동학교
- 이 명칭의 ‘동(東)’은 임동
면에서 딴 글자이고, ‘협
(協)’은 안동군의 동쪽에
위치한 7면이 힘을 합쳐
설립한다는 뜻에서 유래
됨. 내앞마을 의성 김 씨
서당인 가산서당을 보수하
여 개교함. 교육과정은 3
년제 중등과정이며, 5회
졸업생을 배출함. 안동 유
림들의 반발이 강했음.
1910년 7월 18일에 최성
천 의진이 협동학교를 습
격하여 김기수(교감)·안상
덕 (교 사)·이 종화 (서 기) 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
∘광성학교
- 봉화의 애국계몽단체인 봉
성광학회에 소속된 인물들
에 의해 향교 내에 설립됨.
∘문명학교
- 청도의 애국계몽단체인 간
친교육회에 소속된 신원동
의 개화된 유림들에 의해
유지됨.

사립학교가 개교되어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국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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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낙일학교 취지서

첫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곧 나라를 중흥시키는 것.
셋째, 흥학조칙과 흥학훈령에 따른 입신양명 등의 방법을 신학문을 통해서 터득해야 한다는 것.
넷째, 한문을 기본으로, 신학문(언어·산술·역사·지리·병법·농업·수레·법률·정치·공예·경제)을 접목시킨다는 것.
다섯째, 8세 이상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이 입학대상에 해당한다는 것.
여섯째, 청송향교의 재원을 지원받아 학교를 운영하지만, 추가로 청송지역 독지가들의 후원을 요청한다는 것.

확인하기

Q1
이 학교는 양동마을 여강 이씨들이 문중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학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언적 선생의 학문을 기리는 서원의 재정으로 충당했던 학교는 무엇일까요?
① 광성학교

A

② 낙일학교

④ 옥산학교,

③ 문명학교

④ 옥산학교

옥산학교는 독락당에서 학문을 연마하던 이언적의 사상을 기억하고자 세운 옥산서원의 재정으로 운

영되었으며, 현재 옥산초등학교의 전신이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고종은 1895년에 〈홍범 14조〉를 발표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국강병의 길을 모
색하였다. (

A

X,

)

고종은 1895년에 〈교육입국조서〉를 공표하였는데,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Q3
이 학교는 안동 전통 유림의 반발이 강하였음에도 혁신 유림인 이상룡·류인식·김동삼 등이 내앞마을 의성 김씨
서당인 가산서당을 보수하여 개교했던 곳입니다. 3년제 중등과정이었고, 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한때 최성천
의진의 공격을 받고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교는 무엇이었을까요?

A

협동학교,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을 역임한 이상룡이 참여했던 협동학교는 보수적인 안동 유림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개교되어 안동의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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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4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서상돈 #대구광문사 #단연회 #국채보상기성회

…… 광문사 김광제가 말하기를 …… 연죽과 초갑을 없이하고 3개월 동안 담뱃값 60전과 돈 10원을 내니, 모두가 다
회장의 결심을 찬성하여 담배 끊은 자 무수하고 각각 출연하여 당장에 2천 원에 달하였고 ……
- <제국신문> 1907년 2월 16일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가 개최한 모
임에서 김광제·서상돈의 발의로부터 비롯되었다. 2천만 민중
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어서 국가의 채무를 갚자고 제의하면
서 서상돈이 800원을, 김광제가 3개월치 담뱃값 60전과 의연
금 10원을 내놓자, 참석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그
자리에서 2,000여 원이 모아졌다. 이에 1907년 2월 21일
북후정에서 국채보상금을 모금하기 위해 대구군민대회를 개최
서상돈(1851~1913)

하였고, 김광제·서상돈은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07년 2월
22일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된 이후 3월에 이르면 전국 각지에서 국채
보상금 모금 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국채보상금을 관리할 두 단체가 설치되었
는데, 국채보상연합회의소는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하고 권장하는 업무를, 국채보상
지원금총합소는 의연금을 수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종이 담배를 끊는 것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빈부격차·신분고하·
종교를 막론하고 형편에 맞게 의연금을 납부하였다. 심지어 일본·미주·연해주 지역
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포들조차도 보상금을 모아서 국내로 송금하였다.
대구에서는 대구군민대회가 열린 이후에 영세상인, 백정, 학도, 어린 아이 등에
이르기까지 모금운동에 활발하게 동참하였다. 특히 대구 유지부인 7명이 남일동패

∘서상돈(1851~1913)
- 경북 김천에서 출생함. 천
주교 박해로 가문이 고초
를 겪음. 대구에서 포목·
쌀·소금 등을 취급해서 거
상으로 성장함. 해성재·달
서여학교·협성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함. 대구성당 건
립에 거금을 기부함. 천주
교대구대교구에 주교의 숙
사와 임시사무소를 제공
함.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부인
회에 소속된 7명의 여성
중에서 6명의 이름이 밝
혀냈는데, 정경주, 서채봉
김달준, 정말경, 최실경,
이덕수 이상임이다..

물폐지부인회를 결성하여 〈경고아부인동포라〉라는 취지문을 발표하였는데,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백성이므로 여자들이 갖고 있는 패물을 내놓아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국채보상탈환회와 남산동국채보상부인회가 생겨났다.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의 민족신문은 국채보상운동
모금 현황을 널리 알렸으나, 급강세를 보이던 국채보상운동은 1908년부터 일제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였다. 실패 요인으로 일제의 탄압 이 외에도 부호들의 참여의식
부족,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할 통합기구 부재, 대한자강회 해산, 일부 참여 인사 이
탈(일진회 가입, 국채보상금 횡령, 국채보상금 반환청구서 제출), 베델 추방, 양기

∘염농산(1860~1947)
- 기생 ‘앵무’로 알려짐. 달
성권번을 결성하여 초대회
장에 오름. 국채보상금
100원을 기부함. 성주에
방천을 쌓아서 물난리를
막음. 교남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택지와 건물을 기
부함.

탁 구속 등이 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전 민족적 경제구국운동으로서 애국심
고취와 항일의식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구

대구단연상채소(대구단연회), 대구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국채보상탈환회,
대구남산동국채보상부인회, 현풍군국채보상동맹회, 현풍군단연상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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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은 구한말 전 민족적 경제구국운동이자 주권수호운동이었다.

∘모금한 금액의 합산은?
- 187,842원 78전으로 추
산됨. 황현의 《매천야록》
에는 159,253원 99전을
모금하였다고 기록됨.

Ⅳ.국권 회복에 앞장선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서

…… 2천만 동포가 석달만 담배를 끊어 한 사람이 한 달에 20전씩만 대금을 모은다면 거의 1,300만원이 될
것이니, 만약 모자란다면 1원, 10원, 100원, 1,000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출연시키면 될 것입니다. ……
우리들이 감히 이를 발기하고 그 취지문을 부치면서 피눈물로 엎드려 호소합니다. 대한 신민의 여러분들은 보시
는 대로 말로 혹은 글로 서로 전하고 알려서 한 사람도 모르는 이가 없게 하여 기필코 실시함으로써 ……

확인하기

Q1
〈경고아부인동포라〉라는 취지문을 발표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백성이므로 여성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를
내놓아 나라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던 여성단체는 무엇일까요?
① 대구단연회

A

② 국채보상탈환회

④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③ 남산동국채보상부인회

④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대구 유지 부인 7명이 남일동에 모여서, 각자가 지니고 있던 패물을 바쳐 나라빚

을 갚고자 함께 뜻을 펼쳤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대구광문사의 김광제와 서상돈이 모임을 갖던 중에,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담배를 끊고 담뱃값과 의연금을 내
면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였다. (

A

○,

)

서상돈은 2천만 민중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어서 나라빚을 갚자고 제의하며 800원을 쾌척하였고, 김광제는 3개

월 가량의 담뱃값 60전과 의연금 10원을 납부하였다.

Q3
한국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과 만행을 비판하였고, 장지연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국채보상운동의 현황을 소개하며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추방
되었던 영국인 언론인은 누구일까요?

A

베델(배설),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된 영국인 특파원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항일 관련

기사를 담았다. 일제는 그를 추방시켰고, 그는 상해에 있는 영국형무소에서 잠시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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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5

을미의병(전기)

#김산의진 #안동의진 #선성의진 #태봉전투

너희들은 끝내 풀고 돌아가지 않으니 그 뒤에도 윤음이 연이어 내려가고 선무사가 겹쳐 내려갔으나 함부로 임금의 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루를 범하니 부득이하게 병사로 하여금 시위케 한 것이다.
- 의병을 해산하라는 권고문인 고종의 〈칙영남의진〉에서

이기찬과 허위는 의병을 이끌고 김천으로 들어와 1896년
3월 10일 김산향교에서 김산의병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이
기찬은 창의대장으로 추대되었고, 인근에 격문을 발송하여 국
난에 처한 상황에서 모든 이가 의병 대열에 나서서 국치를 설

∘전기의병의 배경
- 을미사변, 단발령, 변복령

욕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산의병은 대구부를 공격하고자 의병
을 모집하고 군량을 확보하던 중에 3월 14일 지례에서 관군
을 맞아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전열을 가다듬은 김산
김도현(1852~1914)

의병은 4월 5일 구성면 도곡천에서 관군과 접전을 펼쳤으나

이 역시 패배하였다. 그 후 김산의병은 속리산 아래 장내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류
인석의 제천의병에 합류하였다.
안동의 유림들은 1896년 1월 20일에 안동부 내 삼우당에서 권세연을 의병장에
추대하여 안동의진을 조직하였다. 권세연의 명령을 받은 선봉장이 포군을 거느리고
예천 인근에서 관군과 교전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이후 권세연은 안동부를 무혈입성
하고 안동향교에 진을 치자, 선성의병(김도현)·봉화의병(금석주)·제천의병(서상렬)이
합세하였다. 이후 권세연의 뒤를 이어 의병장에 취임된 김도화는 격문을 보내 의병
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영남 북부 7읍을 포함한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1896
년 3월 28일 일본군과 태봉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으나 끝내 패퇴하였다.
영양에서는 김도현이 1896년 2월 17일 류시연의 권유에 따라 청량산에서 거병
하였고, 모집한 의병들을 안동 영호루 앞 백사장에서 진법을 훈련하였다. 김도현은
선성의진의 중군장으로서 영덕 군수 부자를 참수하고 태봉 전투에 참전하였으나,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이후로 김도현은 강릉의진의 선봉장에 임명되어

∘류시연(1872~1914)
- 안동 임동면 박곡리에서
출생함. 권세연의 안동의
진에 참여함. 김도화의 안
동의진 때 선봉장을 맡음.
김하락 의진과 연합을 시
도함. 1906년 봄에 경주
분황사에서 영남의병대장
으로 추대됨. 1908년 1월
까지 진보·영덕·봉화·안동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
함. 안동 임동면 수고에서
일본군에게 패하자 의진을
해산하고 유하현 삼원보로
망명함. 군자금을 모금하
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
다가 영주 반구시장에서
체포됨. 대구감옥에서 장
렬한 최후를 맞이함.

대공산성과 삼척에서 관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김도현은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영양으로 돌아와 검산성을 쌓고 항전에 대비하다가 해산하였다.
의성에서는 김상종 의진이 의성군 구봉산과 황산에서 관군과 교전하였고, 김하락
의진과 연합하여 수정동에서 관군과 싸웠다. 청송에서는 심성지 의진이 의성·청송·
이천의병과 연합하여 성황현에서 관군과 격돌하여 전과를 올렸고, 경주성 전투에도
참전하였다. 봉화에서는 금석주 의진이 태봉전투에 출전한 이후, 풍기·순흥·영주에
서 죽령 이남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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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루
- 1361년(공민왕 10)에 2
차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
여, 홍건적 10만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점
령함. 공민왕은 복주(안동)
로 피신하여 그곳에 있던
영호루를 찾아 마음을 달
램. 영호루 앞 사장에서
군사훈련을 참관함.

경북 지역에서 을미의병(전기의병)을 이끈 의병부대(의진)에는 김산의진, 안동의진, 선성의진 등이 있었다.

Ⅳ.국권 회복에 앞장선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김도현 절명시

조선왕조 오백 년 마지막에 태어나 / 붉은 피 온 간장에 엉키었구나. / 중년의 의병 투쟁 19년에 /
모발만 늙어 서리 끼었는데 / 나라가 망하니 눈물이 하염없고 / 어버이 여의니 마음도 아프구나. /
머나먼 바다가 보고팠는데 / 이레 날이 마침 동지로구나. / 홀로 외롭게 서니 옛 산만 푸르고 /
아무리 헤아려도 방책이 없네. / 희고 흰 저 천길 물 속이 / 내 한 몸 넉넉히 간직만 하여라.
- 영덕읍 영해 대진해수욕장에서 도해 순국하기 직전 남긴 시.

확인하기

Q1
영양 출신이며 선성의진의 중군장이자 강릉의진의 선봉장으로서 태봉전투에 참전하였고, 삼척에서 관군과 교전
하다가 패배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① 김도현

A

② 김상종

① 김도현,

③ 류시연

④ 심성지

권세연과 김도화의 안동의진에 참여했던 류시연의 권유로 청량산에서 거병한 김도현은 태봉전투와 삼척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에 양양으로 돌아와 의병부대를 해산하였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권세연의 뒤를 이은 김도화가 안동의진 의병장에 추대되어 영남 북부 7곳과 연합하여 태봉에서 일본군과 치열
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

A

○,

)

안동의진 2대 의병장 김도화는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고, 영남 북부 7읍과 연합의진을 결

성하여 일본군과 태봉에서 교전하였으나 패퇴하였다.

Q3
이기찬과 허위가 김천으로 돌아와 향교에서 의병을 일으켜 이기찬을 창의대장에 추대하였고, 주변 지역에 격문
을 띄워 국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모든 사람이 의병 대열에 동참하여 국가의 치욕을 씻을 것을 천명했던 의
병부대는 무엇일까요?

A

김산의진,

김산의진은 지례와 구성면 도곡천에서 관군과 격돌하다가 패배한 뒤에 충북 제천의 류인석 부대에 합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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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6

을사의병(중기)

#산남의진 #정용기 #정환직 #입암전투 #영릉의진 #신돌석

일제의 침략으로 5백년 문명국이 없어지고 2천만 생령(生靈)이 없어질 위기에 닥쳤으니, 국세를 만회하고 백성을 구하고
자 의병을 일으켰다.
- 〈정용기의 통문〉

산남의진은 영천·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진이다. 산남의진은 1906년 3월 고종으로부터 밀
지를 받은 정환직의 지시를 받고 그의 아들인 정용기가 이한
구, 정순기 등과 함께 의병을 조직한 것을 말한다. 의병장에
추대된 정용기는 1천여 명에 육박하는 의진을 이끌고 패전한
신돌석 의진을 구원하기 위해 청하읍으로 행군하였다. 그러나
경주 진위대장 신석호의 간계에 속아 정용기가 체포되어 대구
산남의진비

경무청으로 압송되었다. 정용기가 부재인 상황에서 중군장 이

한구가 산남의진을 일시적으로 지휘하여 영덕의
강구항을 공격해서 일본인 어부를 처단하였다.
정환직은 1906년 9월 아들 정용기를 석방시키
고 영천으로 내려와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의진을 강릉으로 북상시켜 서울로 입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용기는 석방되자마자 의병 참여와
지원을 호소하며 재기를 도모하였다. 정용기의

충효재(정환직-정용기 재실)

산남의진은 포항을 점령하고 영천의 일본 상인 야마우치를 사살하였다. 이후 1907
년 10월 6일에 북상하기 위해 의병 100여 명을 이끌고 경주 매현리(현재 포항
죽장리)에 머물렀다가 새벽 4시 무렵에 입암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였는데, 입
암전투에서 정용기·이한구를 비롯한 수십 명이 전사하였다.
영릉의진은 신돌석이 1906년 4월 6일 영덕에서 결성한 의
병부대를 가리킨다. 전기의병 당시 김하락 의진의 영덕전투에
참여했던 신돌석은 고향인 영해의 복평(현재 영덕군 축산면

∘중기의병의 배경
- 을사늑약
∘신돌석의 신분
- 신돌석 집안은 양반이 아
니라, 읍에서 아전을 하던
중인 계층임. 신돌석 집안
이 영해에 정착할 무렵에
는 사족 혹은 향리 신분이
었지만, 그가 태어날 무렵
에는 향리의 직책마저 받
지 못해 평민과 다름없었
음. 또한 신돌석은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
니라 아버지의 노력으로
점차 살림이 나아졌음.
∘신돌석의 이름
- 신돌석은 본명은 ‘신태호’
임. 어린 시절부터 1907
년 1월까지 ‘신돌선’이라
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 ‘신돌석’이라는 이
름으로 변경함. 본명이 있
음에도 ‘신돌석’이라는 이
름을 쓴 까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부곡리)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영릉의병장이 되었다. 영릉의진
은 4월 30일 영양읍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 또
한 1906년 5월 8일 울진에 도착하여 일본인 가옥을 파괴하
신돌석(1878~1908)

고 일본인을 처단하는 등 대한제국의 어업권을 침탈한 세력들
을 응징하였다. 그해 6월 상순에 울진 관아를 공격하였고, 6

월 하순 영덕 관아를 점령하여 군수를 단죄하고 건물을 부수어 무기와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다. 이후로도 영릉의진은 1907년 1월 재차 울진으로 이동하여 군수를 포
박하고 우편취급소를 공격하여 우편물을 압수한 후에 소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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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돌석의 설화
- 6,7세에 개를 쫓아서 꼬
리를 잡아서 때려죽였고,
산을 탈 때도 남들보다 두
세 배 정도 빨리 뛰었으
며, 나무와 집을 뛰어넘기
도 하고, 지게를 지고 가
는 사람들을 뛰어 넘었다
고 전해짐.

경북 지역에서 을사의병(중기)을 이끈 의병부대(의진)에는 산남의진, 영릉의진 등이 있었다.

Ⅳ.국권 회복에 앞장선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신돌석 의진(영릉의진)의 활약

폭도는 강원도 삼척 부근에서 봉기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수는 3~4백 명이 될 것이며, 두령은 ‘신돌석’이라고
하며, 부두령은 ‘이조포’이다. 신돌석이 이끄는 한 부대는 현재 삼척 부근에 있으며, 이조포는 160명의 폭도를 인
솔하여 이달 7일에 죽변동을 침략하였으며, 다음 날 울진을 습격하였고, 11일에는 후포리에 출현하고, 12일에
영해로 향했으나 한국병에게 격퇴당하여 현재 평해와 영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제2함대 사령관 나카오 소장의 보고〉, 1906년 6월 15일.

확인하기

Q1
고종황제로부터 밀지를 받은 정환직은 아들 정용기에게 의병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1천여 명에 이르는
의병들이 경북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진은 무엇일까요?
① 김산의진

A

② 산남의진

② 산남의진,

③ 영릉의진

④ 제천의진

산남의진의 1대 대장 정용기는 영천, 영덕, 청송, 포항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강릉으로 북상하여 서

울로 입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신돌석은 영릉의진을 조직하기 전에 을미의병(전기의병) 때 김하락 의진의 영덕전투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에 몸
담았던 적이 있었다. (

A

○,

)

김하락은 을미의병(전기의병) 당시에 활약했던 이천의병장으로서 남한산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경주연합의진과 함

께 경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던 중에 탄환을 맞은 김하락은 강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Q3
경주진위대장 신석호의 꾀임에 속아 체포되었다가 아버지 정환직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던 정용기는 거듭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에 곧 포항을 점령하고 북상을 준비하려다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전사했던 전투는 무엇일까요?

A

입암전투,

정용기의 산남의진은 북상 계획을 수립하고, 경주 매현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입암에 주둔한 일본군과 격

전을 치렀으나 정용기·이한구 등 수십 명의 지휘관과 의병들이 희생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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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7

정미의병(후기)

#산남의진 #정환직 #최세윤 #신돌석 #노병대

육신이 죽는 들 마음이 변할 소냐. 의리가 중요하니 죽음은 되려 가볍구나. 뒷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말없이 앉아
새벽이 되었구나.
- 정환직의 절명시, 송상도의 <기려수필>에서

산남의진의 정용기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1907년 8월경 입
암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부친 정환직은 1907년 9월 산남
의진을 재편하였다. 그는 청송 보현산 일대를 활동 근거지로
삼은 후에 영일의 북동대산으로 거점을 옮긴 후에 만반의 태
세를 갖추었다. 정환직의 산남의진은 청하분파소와 흥해분파소

∘후기의병의 배경
- 고종의 강제 퇴위, 대한제
국 군대 해산(박승환의 자
정순국)

를 습격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본군 토벌대의 탄압이 점
차 강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끝내 정환직은 1907년
노병대(1856~1913)

12월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체포되어 영천 남교에서 처형되었

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다시금 산남의진을 지휘할 3대 대장으로 최세윤을 추대하
였다. 최세윤은 북상 목표를 수정하고, 경상도 일대에서 지구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후에 남동대산을 중심으로 경주·울산·포항 등지에서 지역부대를 통솔하며 본부와의
연락을 취하면서 유격전을 펼쳤다. 그러나 최세윤이 1908년 7월 장기 용동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1916년 순국하였다.
영릉의병장 신돌석은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하기 위해 결성된 13도창의군의 교남
창의대장에 임명되었으나, 서울로 북상하지 못한 채 일월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
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피해, 신돌석의 영릉의진은 봉화·순흥·울진을
공격하며 태백산맥을 따라 일본군과 격전하였다. 일본군은 신돌석 의병부대를 회유
하기 위한 공작을 펼쳐서 무려 한 달 사이에 많은 수가 일본군에게 투항하였다.
위기를 맞이한 신돌석은 향후에 만주로 이동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신돌석은 영릉
의진을 해산한 뒤에 은신처를 찾다가, 1908년 12월 영덕 눌곡에 사는 자신의 부
하 집을 들렀다. 그러나 일제가 내건 현상금에 눈이 먼 부하들이 신돌석을 술에

∘최세윤(1867~1916)
-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에서 출생함. 전기의병 당
시 김도화의 안동의진에
합류함. 중기의병 당시 종
창이 생겨 산남의진에 불
참함. 정환직이 순국하자,
잔여 병사들을 수습하여
산남의진 제3대 대장에 추
대됨. 경주 양북면에서 일
본군에 잡히자 압송 도중
에 형산강에 몸을 던져 스
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
였으나 실패함. 서대문형
무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
다가 자정순국함.

취하게 만든 뒤에 무참히 살해하였다.
상주 출신의 노병대는 1907년 8월 속리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보은·청주·상주·
성주·거창·무주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1908년 7월 13일 보은의 관
주점에서 일본군에 붙잡혔다. 일본군의 고문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자, 일본군은 그
의 눈 하나를 제거하였다. 그는 단식으로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0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가 경술국치로 풀려났음에도, “너의 경사인데 왜
나를 석방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지만 강제로 출옥되었다. 재기를 도모하던 중에 거
듭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단식으로 저항하여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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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덕(1872~1907)
- 예천읍 노상리에서 출생
함. 갈평전투에 참전함.
예천읍을 공격한 후에 상
주를 습격하다가 총상을
입고 붙잡힘. 온갖 고문에
도 불구하고 스스로 혀를
끊어 끝내 함구로 저항함.
상주 함창면 구향리에서
총살로 순국함.

경북 지역에서 정미의병(후기의병)을 이끈 의병부대(의진)에는 산남의진, 영릉의진, 노병대 의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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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노병대 의병장 취조문

너는 어째서 의병을 일으켰는가? - 너희는 우리의 원수다. 너의 종족을 다 없애려 한 것이다.
함께 일을 꾀한 사람이 몇 명인가? - 내가 주모자이니, 다른 사람은 알 것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 거사할 때 ‘죽을 사(死)’를 이마 위에 붙여 놓았다. 속히 죽여라.
- 〈노병대 판결문〉 중에서, 1908년 9월 14일.

확인하기
Q1
산남의진의 3대 의병장으로서 북상 계획을 단념하고 경주·울산·포항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서
대문형무소에서 자정순국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① 김도화

A

② 노병대

④ 최세윤,

③ 장윤덕

④ 최세윤

최세윤은 정환직-정용기 부자의 뒤를 이어 산남의진의 제3대 대장에 추대되어 경상도 일대에서 의병운

동을 전개하였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영릉의병장 신돌석은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북상하려던 계획을 멈추고, 태백산맥을 따라 일본군과 전투
를 벌이다가 적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

A

X,

)

일본군의 대대적인 회유 공작에 말려든 바람에 영릉의진의 무력화되자,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은 자신의 부하집에 머

물며 만주로 망명할 생각이었으나, 현상금을 탐했던 부하들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되었다.

Q3
상주 출신의 의병장으로서 속리산에서 거병하여, 충청북도 보은·청주, 경상북도 상주·성주, 전라북도 무주에 이
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의병부대를 지휘하며 일본군과 싸우다가 잡혔는데, 일본군의 고문에 의해 눈 하나를 잃
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A

노병대,

노병대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한일병합 당시에 출옥되었다. 그 이후로도 일제에 대항하려고 모

의하던 중에 재차 구속되어 15년형을 언도받고 수감되었다가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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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주제 38

3·1운동 이전 경북의 의병운동

#김병일 #김종철 #윤국범 #최욱영

자기 나라를 위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자를 강도, 살인의 오명을 씌우는 법률에 불복한다. 위업을 성취하지 못한 것
을 슬퍼할 뿐 의로써 죽는 것에 추호도 여한이 없노라.
- 평남 성천 출신의 마지막 의병장 채응언의 유언

봉화 출신의 김병일은 1911년 몇 사람과 함께 삼척·봉화에
서, 1912년에는 동지들과 나란히 안동·봉화에서 군자금을 모
금하였으며, 친일파 3인의 집을 방화하여 응징하였다. 김병일
은 1913년에 삼척·봉화·울진 등지에서 군자금을 수합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하였다.
봉화 출신의 김종철은 1907년 박화암 의진에 참여하여 인
제·삼척·강릉·홍천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김종철은 1908년
채응언(1883~1915)

일본군 양양수비대에게 붙잡혀서 강릉으로 압송되는 도중에

탈출하여 정선·삼척·봉화 등지에서 은둔하였다. 그 후에 김종철은 1909년 일제가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실시하자, 재차 거병하여 1910년 부하 의병들과 인제에 사
는 친일 면장 김시원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외출 중이었던 관계로 그의 집을 불태
웠고, 같은 지역에 살던 일진회 회원 엄윤문을 총살하였다. 그는 1913년 강릉에서
군자금과 군수물품을 징수하였고, 연곡면에서 의병활동을 밀고했던 박군팔을 총살

∘채응언(1883~1915)
- 성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농사를 지음. 1908년 봄
부터 의병을 이끌면서 황
해도,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등지에서 일본군
과 교전하여 전공을 세움.
일본군은 그에게 거액의
현상금 280원을 내걸었으
나 쉽게 잡히지 않음. 성
천에서 헌병 다나카에게
체포되었을 당시에, 그는
다나카에게 “매우 애를 썼
구나”라고 대범하게 말함.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그러다가 1915년 일본군에게
검거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예천 출신의 윤국범은 1909년 이강년 의진의 휘하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상태·정경태·최성천 등의 의진과 함께 소백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구사하였고, 풍
기·순흥·영천·영월·제천·예천·안동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였다. 윤국범 등은
1909년~19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일본인
및 친일분자의 집을 습격하여 암살 및 금품
탈취를 감행하였다. 그러다가 윤국범은 1911
년 체포되어 ‘살인강도’라는 죄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문경 출신의 최욱영은 1907년 원주의병장

서대문형무소

민긍호로부터 총기를 받아 신림 안강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 후에 그는 제
천·영월·단양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횡성에서 교전 중에 대퇴부 상단에 총상
을 입었다. 최욱영은 1907년 이강년 의진의 군사장에 임명되어 전과를 올렸으나
1908년 귀향하여 ‘권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은둔하였다. 최욱영은 1913
년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고 1914년 안동·제천 등지에서 군자금과 동지들을 규합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욱영은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

∘남한폭도대토벌작전
- 일본군 관점에서 보면 1909
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
까지 호남지역의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군사
작전. 우리나라 관점에서
는 ‘호남의병대학살사건’이
라고 부를 수 있음.
∘민긍호(1865~1908)
- 원주진위대 특무정교를 역
임할 때,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원주에
서 거병함. 제천·충주·여
주·이천까지 진출함. 서울
진공작전 당시에 관동창의
대장에 임명됨. 이후에 일
본군이 그를 체포하자, 그
를 구하려는 의병들의 기
세에 눌려, 그를 사살함.

르던 중에 1919년에 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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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1910~1913년간 국내 의병 전투 현황
연도
1910
1911
1912
1913

전투 회수
120회
41회
5회
3회

참가한 의병 수
1,832명
271명
23명
40명

1910~11년 경북 북부와 황해도에서 전개된
일본군의 탄압으로 1912년부터 국내 의병활동은
종식된

것으로

일본군은

파악하였다.

그러나

1916년까지도 의병들의 항전은 계속 이어졌다.

확인하기

Q1
친일 면장 김시원의 집을 소각하고, 일진회 회원 엄윤문을 처단하였으며, 의병활동을 밀고했던 박군팔을 응징했
던 봉화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① 김병일

A

② 김종철,

② 김종철

③ 윤국범

④ 최욱영

김종철은 박화암 의진에 참여하여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였고, 양양수비대의 일본군에게 검거되었다가

호송 중에 탈출에 성공한 뒤에 은둔했던 적이 있었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채응언은 원주진위대 특무정교로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원주에서 거병하였고, 13도창의군에서 관동창
의대장에 임명되었다. (

A

X,

)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서 마지막 의병장인 채응언은 강원도·평안남도·함경남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펼쳐 승리

를 거두었다.

Q3
일본군은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호남지역 의병들을 초토화하기 위해 탄압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우리측 입장에서 이를 ‘호남의병대학살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군이 호남지역 의병을 소탕하고자 실시했던
군사작전은 무엇일까요?

A

남한폭도대토벌작전,

일본군의 남한폭도대토벌작전에 의해 호남의병장들이 대거 체포되어 대구감옥으로 압송되

었는데, 강무경·심남일·안규홍·양진여-양상기 부자·오성술·전해산 등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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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9 조선국권회복단, 풍기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 #풍기광복단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속에서 조선국권회복단, 풍기광복단, 대한광복회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이 대구 ․ 경북 지역에
서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조선국권회복단은 1908년 대구에서 계몽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결성하였다가 일
제에 의해 1910년 강제로 해산된 이후로 1913년 비밀결사로 재조직된 달성친목
회의 구성원들이 1915년 2월 28일 현재의 앞산 안일암(安逸庵)에서 조직한 것이
다. 박상진·윤상태·서상일·정운일·이시영·홍주일·이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
였다. 이들은 대종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단군(檀君)을 받들고 신명을 바쳐 국권회
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
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으며,
3·1 운동 이후에도 군자금 모금,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유림단의 파리장서 운동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15년 8월 25일 박상진·정운일 등이 중심이 되어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결합하여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였다.

◦대구권총사건
- 1916년 9월에는 조선국
권회복단 소속 김진만-김
진우 형제·정운일 등이 친
일 부호인 서우순의 금고
를 탈취하기 위해 침입했
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사
건을 가리킴.

풍기광복단은 1913년 채기중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는데,
조직의 골격은 이미 1912년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초기의 참가자 규모는 10여 명의 소수였는데,
1900년대 말 의병 활동에 주로 참가한 사람들이 주도한 조직
이었다. 이름은 ‘풍기광복단’이지만 풍기 출신은 거의 없었고,
의병활동을 위해 머무르던 다른 지역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채기중(1873~1921)

비밀결사의 특징상 뚜렷한 외곽조직을 갖지 않고 생업에 종
사하며 비밀회합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활

◦파리장서사건
-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
개되자 유림 세력이 중심
이 되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려다가
무산되었던 사건을 일컬
음.

동을 유지하였다. 주요 활동은 무기 구입, 군자금 모집, 단원 보강이었다. 본 단을
이끌었던 채기중은 강병수와 함께 자금탈취계획을 세우고
영월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석(重石)광산에 광부로 잠입하

◦채기중(1873-1921)

여 활동하였다. 또한 대구의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와 영주

- 1910년대 국내에서 대표
적인 독립운동단체인 풍기
광복단과 대한광복회 결성
을 주도함.

의 대동상점(大同商店) 그리고 안동 이종영(李鐘韺)의 자택
등을 이용해 각지의 지사 및 만주의 독립운동기지와 연락을
취하고 독립운동자금을 확보하였다. 가장 역점을 둔 활동은
단원을 보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풍기광복단의 표면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1915년에 풍기

채기중 순국기념비

광복단은 박상진이 이끄는 조선국권회복단 일부 인사와 영남에서 분산적으로 활동
하던 항일세력을 규합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復會)로 확대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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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광복단은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한광복회의 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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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이 조직은 1913년 풍기에서 활동하던 채기중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구성원들은 주로 의
병 출신이 많았으며, 군자금 모금과 무기 구입을 위해 활동하였던 조직은 무엇일까요?

A

풍기광복단,

풍기광복단은 의병활동을 하던 채기중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 조직으로 무기 구입, 군자금 모

집, 단원 보강 등의 활동을 하였고, 대한광복회의 모체가 된 조직이기도 하였다.

Q2
이 단체는 1913년 대구에서 비밀결사로 재조직된 달성친목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입니다. 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단군을 받들어 대종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A

조선국권회복단,

조선국권회복단은 1908년에 대구에서 계몽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결성하였다가 일제에 의해

1910년에 강제로 해산된 이후로 1913년에 비밀결사로 재조직된 달성친목회의 구성원들이 1915년 2월 28일 현재의 앞산 안일
암(安逸庵)에서 조직하였다. 대한광복회의 모체가 된 조직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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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0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금

1915년 8월 25일, 1910년대 최대의 비밀결사 조직인 대한광복회가 대구에서 결성되었다.

풍기광복단의 조직과 활동은 끝까지 비밀이 유지되어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
해 철저히 은폐되었고, 1918년 대한광복회 조직이 발각되었을 때에도 풍기광복단
의 결성 사실은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 생존 단원인 한훈(韓焄)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풍기광복단은 동시대에 결성된 비밀결사 중 전투적인 성향을 갖춘 항일단체의
하나로서 평가받고 있는데, 남아 있는 단원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투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광복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의 광복단이 결합하여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단체이
다. 결성 직후 박상진을 총사령에, 부사령에는 황해도 평산 의
병장이었던 이석대(李奭大)를 선임하였다. 공화주의를 표방했
던 대한광복회는 처음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조직되었으나,
1916년부터는
박상진(1884~1921)

충청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

등지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그 회원이 200여 명에 달하였다.

◦박상진(1884-1921)
- 1902년부터 의병장 출신
인 허위로부터 학문을 익
힘. 법률과 경제학을 공부
한 후 판사시험에 합격하
여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
나 사직함. 1912년부터
대구에 상덕태상회를 세워
독립운동의 군자금 조달
및 연락 거점으로 삼음.
1915년 1월 대구에서 조
선국권회복단을 결성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채기중을
중심으로 결성된 풍기광복
단을 통합하여 대한광복회
를 조직하고 총사령에 취
임함.

더구나 북만주의 길림과 서간도 지방 등의 국외에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갔다.
또한 국내 100여 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간도 등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외국 땅에 무관학교(武官學校) 건립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군자금
을 수합하였다. 이를 위해 1912년 대구에 곡물상회인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를
세워 이를 본거지로 국내외에 곡물상점을 경영하면서 군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상
업 조직망을 정보·연락망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거나 군자금 운
반 등의 연락이 편리하였고, 군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상동·직산 광산, 경주의 우편차 등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았고, 이
에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들을 암살하였다. 1916년 9월에는 정운일 등이 친일
부호인 서우순의 금고를 탈취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대
구권총사건(애국단 사건)’이 일어났다. 1917년 11월에 경북관찰사를 지낸 칠곡의
친일부호인 장승원(張承遠)을, 1918년 1월에는 악질면장으로 지목받고 있던 충남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암살하였다.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한광복

◦대한광복회의 군자금 모금
- 상동·직산 금광을 습격하
였으나 실패하였고, 부사
령관 김좌진은 중국 화폐
를 위조하려다가 좌절됨.
경주 우편마차를 습격하여
8,700원을 탈취하였는데,
현재 금액 가치로 14억에
해당함.

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고 조직이 와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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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회는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군자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대한광복회 강령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해산군인과 만주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4. 중국, 아라사(러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5. 본 회의 군사 행동, 집회, 왕래 등 모든 연락 기관의 본부를 상덕태(尙德泰) 상회에 두고, 한만각 요지와 북
경, 상해 등지에 그 지점 또는 여관 등을 두어 연락 기관으로 한다.
6. 일인 고관 및 친일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行刑部)를 둔다
7.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한다.

확인하기
Q1
이 단체는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되어 군자금 모금과 군자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친일파 처단을 목표로 활
동하였습니다. 1916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어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던 이 단체의 이름은?

A

대한광복회,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의 광복단이 결합하여 1915년에 결성된 단체로, 이들은 상동·직산 광산,

경주의 우편차 등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들을 암살하였다.

86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주제 41

3·1운동

#이만집 #계성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심검당 #채씨 집안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지 말라. 그리고 3천리 강토를 강탈해 가고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즉시 철폐하라. 조선인도 충분
한 자주력이 있다. 너희들이 지배하는 노예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에서 채학기 증언

대구에서 3·1운동이 처음 발생한 곳은 서문시장이었다.
1919년 2월 24일 기독교 측 대구-경북의 독립선언서 배포
담당자인 이갑성이 비밀리에 남성정 교회를 방문하여 이만집
(목사)·김태련(조사)·백남채(계성학교 교사) 등을 만나서, 대구
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이갑성은
독립선언서 2백 매를 이만집에게 전달하였고, 이만집은 김태
련, 김영서(계성학교 교감)와 함께 서문시장 장날인 3월 8일
이만집(1876~1944)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현재 경북고등학교)·신명여학교·남산정 성경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거사 당일에 서문시장에서 김태련이 독립선언서를 낭
독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중단하고, 이만집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운
집한 학생과 군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학생·기독
교인 등 1,000여 명이 행렬을 이루며 달성군청(현재 대구백화점)까지 다다랐는데,
무장한 일제 군경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곧바로 이틀 뒤인 3월 10일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남문 밖 시장
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였다.
두 학교 학생들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남문 밖 시장에 들어섰고, 200명의 군중과
함께 16시 무렵에 ‘독립만세’라고 적힌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부르짖었으
나, 이마저도 일제 군경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지방학림 학생들이 동화사 심검당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논의한
끝에, 3월 30일 남문 밖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흰 천으로 대형 태극
기를 만들어 14시 무렵에 2,000여 명의 군중들과 동시에 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
다. 그러나, 일제 군경이 급히 시장으로 출동하여 총검으로 위협하며 모인 사람들
을 해산시켰다.
4월 15일 17시 30분쯤에 강윤옥·장용암이 최경삼의 죽은
딸을 제사 지내고자 모인 장소에서, 공동묘지 북쪽 입구(대구
에서 현풍으로 가는 도로)에서 독립만세를 여러 번 불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감시하던 일경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4월 26일 채씨 집안 사람들이 22시경 마을 동쪽 여봉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연창하였고, 4월 28일에도 재차 여봉산에
이르러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치다가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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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학기(1901~1987)

더 들려주고 싶은 이
∘김태련-김용해 부자
- 독립만세운동 중에 아버지
김태련이 일본 경찰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본 그의
외동아들 김용해가 항의하
다가, 마구 짓밟힌 채로
대구경찰서로 끌려옴. 일
제는 그의 병세가 악화되
어 귀가시켰으나 곧 숨을
거둠.
∘자제단
- 만세시위를 억압하고 일제
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
할 목적에서 결성된 단체
로서
대구·안동·성주·경
주 ·칠 곡·김천 ·선 산·청도
등지에서 등장함. 대구자
제단은 대구읍성을 허물어
버린 친일파 박중양이 단
장을 맡음.
∘혜성단
- 계성학교 학생들이 자제단
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방해한 대구 경찰서장 시
라이와 자제단장 박중양을
암살하겠다는 경고장을 보
낸 이후에, 독립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제작하여 배
포함. 만주 방면에 조직원
을 파견해 국내와 항일투
쟁세력을 연결시키고자 도
모함.
민족자본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함.

대구 3·1운동은 총 6회 전개되었으며, 학생·종교단체·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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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자제단의 규약

제1조 본단은 경거망동에 의해 국민의 품위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자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제2조 본 단원은 금회 소요를 진압하고 불령한 무리를 배제하기를 힘씀.
제3조 본 단원은 부민 각호에 대하여 긴히 그 경거망동에 뇌동치 아니할 것, 불온한 행위를 감히 하는 자를 발
견할 시는 바로 이를 경무관헌에게 보고함을 맹서하게 함.
제4조 본단 사무소는 이를 대구부청 내에 둠.

확인하기

Q1
대구에서 계성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신명여학교 학생들이 3월 8일 서문시장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도세력은 누구였을까요?
① 계산성당

A

② 채씨 문중

③ 남성정 교회,

③ 남성정 교회

④ 동화사 지방학림

서울에서 내려온 이갑성이 남성정 교회 관계자인 이만집(목사)·김태련(조사) 등을 만나 독립만세

운동을 협의하였고,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신명여학교 학생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서문시장과 남문 밖 시장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흔들며 두 차례에
걸친 만세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

A

○,

)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3월 8일에 서문시장에서, 3월 10일에 남문 밖 시장에서 연이어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군경에 의해 해산되고, 일부 학생들은 체포되었다.

Q3
이 단체는 독립만세운동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결성된 자제단에
대항하여 결성된 단체입니다. 계성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방해한 대구경찰서장 시라이와 자제단장 박중양을 암
살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후에 결성한 이 항일단체는 무엇일까요?

A

혜성단,

혜성단은 독립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만주 지역에 단원들을 파견해 국내와 항일투쟁세력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민족자본가들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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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2

유림들의 파리장서운동

#파리장서 #김창숙 #곽종석 #김복한 #파리강화회의

대구감옥에서 1심이 종료된 이후에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에게 공소를 권유하자, 곽종석은 “처음 감옥에 들어올 때 살
려는 마음이 없었고, 굳이 공소한다면 하늘에 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 〈곽종석 등 16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19년 5월 20일

김창숙은 〈3·1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에 유림이 포함되
지 않았고, 김윤식·이용직이 유림을 대표하여 조선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독립불원서〉를 일본 측에 제출한 것
에 격분하여, 별도로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할 파리장서를 작성
하기로 결심하였다. 파리장서운동의 추진은 곽종석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유림과 김복한을 중심으로 하는 호서의 기호 유림
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창숙은 1919년 3월 5일
김창숙(1879~1962)

에 곽종석이 직접 서울로 보낸 제자 김황과 조카 곽윤을 만나

독립청원서에 관한 일을 모색하였다. 김창숙은 곽종석이 〈파리장서〉를 작성하도록

∘〈파리장서〉의 주요 내용
- 일제가 저지른 명성황후와
고종황제(독살설 존재, 아
직까지 논란)의 시해 사실
과 한국 주권의 침탈과정
을 폭로하면서 한국 독립
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
장함.

두 사람에게 촉구하였고, 두 사람은 그 뜻을 곽종석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김창숙
은 여러 유림들을 규합하고자 각 지역별로 사람을 보내 〈파리장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창숙은 곽종석과 함께 김황의 〈파리장서〉 초안본을 검토하고 수정하
여 완성하였다. 김창숙이 서울에 도착한 후에 김복한의 제자 임경호를 만났는데,
그가 호서의 기호 유림의 〈파리장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임
경호와 논의 끝에 2개의 〈파리장서〉를 비교한 결과, 영남 유림의 〈파리장서〉를 채
택하였다. 김창숙은 〈파리장서〉를 들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김규식에게 전달
하려 하였으나, 김규식이 이미 파리를 향해 출국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대신에
〈파리장서〉를 영문본으로 인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발송하였고, 각국 대사·공사·영
사관 및 중국 정치인에게 배포하였다. 국내에도 모든 향교에 한문본으로 〈파리장
서〉를 전달하였지만, 얼마 후에 일제에게 발각되어 서명자들이 탄압을 받았다.
지역
대구
경주
고령
김천
봉화
성주
안동
영주
이외

파리장서 서명자(61명)
김용호, 박순호, 박재근, 서건수, 이복래, 이종기, 우경동, 우성동,
우승기, 우찬기, 우하교, 우하삼, 조석하
손병규, 손진창
곽걸, 곽수빈, 윤양식, 이병회, 이상희, 이인광
이경균(이명균), 이석균, 최학길
권명섭, 권병섭, 권상도, 권상문, 권상익, 권상원, 김건영, 김순영, 김창우
배종순, 성대식, 송준필, 송홍래, 이계원, 이계준, 이기정, 이기형,
이덕후, 이만성, 이봉희, 이수인, 이현창, 장석영, 정재기
김병식, 김양모, 류연박, 류필영, 이만규
김동진, 김택진, 정태진
이능학(구미), 이돈호(영양), 정재호(영천), 권상두(의성), 김정기(청도)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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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석·김복한의 서명 순서
- 김창숙이 〈파리장서〉에 곽
종석을 첫 번째, 김복한을
두 번째로 서명 순서를 정
하자, 김복한의 문인들이
불만을 드러냄. 이에 대해
김복한은 “오직 모든 것은
우리의 성의에 있는 것이
지 어찌 서명의 선후를 다
투겠는가. 비록 가장 말석
에 참여한다 해도 달게 여
기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마무리됨.

∘파리장서 서명자 137명
- 경북(61명), 경남(42명),
충북(1명), 충남(18명), 전
북(4명), 전남(4명), 불명
(7명)

영남과 호서 지역의 유림들이 〈파리장서〉에 서명하며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파리장서

…… 슬픔이 절박하여 말을 모르거니와 바라건대 여러분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공정한 판단으로 의론을 넓
히어 일월의 광명이 비치지 아니함이 없게 하고 문화의 힘에 순응치 아니함이 없게 해 달라. …… 차라리 몸을
묶이어 죽음에로 나갈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아니 하리라. 2천만 생명이 홀로 천지의 양육에 관계되
지 아니하며 번창한 화기(和氣)를 멸치 아니하리오. 청컨대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라.

확인하기

Q1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고자 집필했던 〈파리장서〉에 서명한 유림 137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① 경기

A

② 경북,

② 경북

③ 전북

④ 충북

〈파리장서〉에 서명한 137명 중에서 13명이 참여한 지역은 대구인데, 특히 임진왜란 당시 대구 의병장이었

던 우배선 장군의 후손인 단양 우씨 가문의 6명이 포함되었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김창숙과 임경호가 논의할 결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할 〈파리장서〉를, 호서의 기호 유림이 작성한 〈파리장서〉
로 채택하였다. (

A

X,

)

곽종석과 김창숙이 김황의 초안본을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았던, 영남 유림의 〈파리장서〉가 합의 끝에 채택되어 김

창숙이 서명을 받고 상해로 들고 갔다.

Q3
유림세력이 민족대표 33인의 〈3·1독립선언서〉에 불참하였고, 일부 유림 세력이 조선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독립불원서〉를 일본 측에 제출한 것에 반발하여, 별도로 파리강화회의에 발송하기 위해 작성했던 독
립청원서는 무엇일까요?

A

파리장서,

영남 유림과 기호 유림이 각자 〈파리장서〉를 작성하였다가 합의 과정을 거쳐 영남 유림의 〈파리장서〉를

최종 결정하였다. 일제의 주권 침탈을 비판하며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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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3

의열단과 대구의 의열투쟁

#장진홍의거 #ㄱ당사건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의 주요 기관을 파괴하는 독립운동의 한 형태가 의열
투쟁이다. 국권 상실 이전에는 대부분 개별적·산발적 투쟁이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의열 투쟁은 조직적·적극적 투쟁으
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암살>과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밀정>은 모두 1920년대 의열 투
쟁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였다. 의열 투쟁은 언
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
이었을까? 우리지역에서 의열투쟁은 어떻게 전
개되었을까?
의열 투쟁이 총과 폭탄 등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장 독립 투쟁의 한 형태
이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을 중심으로 한 암살과 파괴 활동에 주력한다는 점에
서 다수의 독립군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무장 독립 투쟁과 구별된다. 1920년대
의열단과 1930년대 한인애국단이 대표적이다.
의열단은 3·1운동 이후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로 조선 총독
이하 일제 고위 관리, 일본군 장성, 핵심 친일파, 밀정 등 침략의 원흉을 처단하고,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등을 공격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하이에 폭탄제조소를 설치해서 투쟁을 준비했다. 한편,
한인애국단은 침체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김구가 상해에서 조직한 단체로 이봉창·윤봉길의 의거투쟁을 전개하였다.
대구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의열투쟁으로는 장진홍 의거와 ‘ㄱ당’사건을 들 수 있
다. 1927년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불과 100m 인근에 경북도청(경상감영 자
리), 현 중앙우체국 자리에 대구우편국과 대구전신전화국, 현 대구근대역사관 자리
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현 중부경찰서 자리에 대구경찰서가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주변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보통신이 밀집된 대구 최대의 중
심가이자 식민지배의 거점이었다.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 의사가 덕흥여관 사
환 박노선을 시켜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배달한 시한폭탄은 은행원, 경찰 등 5명
에게 중상을 입혔고, 은행 창문 70여 개를 박살내면서 파편을 대구역까지 날려보
냈다. 경북도청 등 여러 곳을 폭파하려던 의사의 계획은 비록 완벽하게 성공을 거

장진홍 의사가 폭탄을 던졌

두지는 못했지만,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온 세계에 드날렸다. 이때 저항시인 이육

던 조선은행 대구지점. 하나
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되었

사가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ㄱ당’은 1928년 5월 대구지회 신간회 간사였던 노차용·장택원·정대봉과 문상직
이 신간회나 근우회 같은 야학이나 강연회로는 독립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 위해 5월 18일 달성군 성북면 산격동(현 대구시
북구 산격동) 냇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5월 20일 달성공원 숲속에서 다시 모여
결성한 비밀독립운동 단체이다. ‘ㄱ당’은 전도 유망한 조선 청년을 선발하여 광동
군관학교에 유학시키고, 만주방면의 미개지를 개척하고 실력을 양성해 조선의 혁
명, 독립을 꾀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1928년 6월 자금조달방법으로 달
성군 해안면 둔산동(현 대구시 동구 둔산동)의 부호인 김교식 집에 들어가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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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에 건물이 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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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비용 명목으로 5천을 요구하였으나 김교식이 도장을 숙부가 대구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후일 등기로 보내주
겠다고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5천원을 건네받고, 이튿날 아침에 대구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 일로 다른 동지들도
검거되면서 ‘ㄱ당’은 와해되었다.

한 줄 정리

의열단은 1919년 11월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이다.

참고자료
자료1

장진홍 의사가 감옥에서 조선총독에게 보낸 편지

'너희들 일본제국이 한국을 빨리 독립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내 육체는 네
놈들의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한국의 독립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하여 지하에 가서라도 싸우고
야 말겠다.'

확인하기

Q1
1927년에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배달하여 건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온전하게 성공을 거두지 못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온 세계에 드날렸던 독립 운동가는 누구일까요?

A

장진홍 의사.

칠곡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1927년 조선은행대구지점에 폭탄을 터뜨리고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자,

1930년 7월 31일에 옥중에서 자결·순국하였다.

Q2
이 단체는 김구 선생이 침체에 빠진 대한임시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일제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여 일제의 침략 야욕을 꺾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의거와 윤봉길의 상해 의거로
손꼽히는 독립운동 단체는 무엇일까요?

A

한인애국단.

김구가 비밀결사대원 80여 명을 모아 조직한 비밀결사조직으로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인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에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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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4

이종암, 서상락 4형제의 의열투쟁

#이종암 #서상락 #문상직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의 주요 기관을 파괴하는 독립운동의 한 형태가 의열
투쟁이다. 국권 상실 이전에는 대부분 개별적·산발적 투쟁이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의열 투쟁은 조직적·적극적 투쟁으
로 확대되었다.

의열단은 대구경북과 매우 밀접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10일 대구 출신 이종암
이 전세로 구했던 중국 길림성 파호문 밖 중국인 반씨 소유의 화성여관에서 결성되었
다. 10명의 창단 단원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은 부단장인 이종암과 서상락을 비롯해 권
준(상주), 신철휴(고령) 등 4명이고 일제가 밝혀낸 인물로도 김창숙(성주), 김지섭(안동),
이육사(안동) 등 30여 명에 이른다.
대구에서 태어난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1896-1930)은 약산 김원

1917년

봉과 함께 핵심단원으로 활동했

근무하던 이종암이 독립운동

다. 그는 대구공립보통학교(대구초

자금 마련을 위해 1만 5백
여 원(圓)을 탈취한 곳. 現

등)를 졸업하고 대구농림학교, 부

헬스사우나.

했다. 19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은행 금고에서 은행돈 1만 5
하여 의열단 창단의 초기 자금을

이종암 관련기사
(『동아일보』, 1926년 12월 11일)

조달하였다(대구은행 자금탈취사건). 1922년 3월 오성륜·김익상 등과 함께 필리핀에
서 상하이로 오는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을 처단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암살은 실패하였다. 오성륜·김익상 등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나 이종암은 현장
에서 달아났다. 이어 일본 왕궁을 폭파할 생각으로 1925년 국내에 들어와 1만 9천
원 중에서 7천원을 맡겨 놓았던 구영필(具榮珌)에게서 돈을 찾으려 달성군 달서면 노
곡리(현재 대구시 노곡동)의 이기양 집에 은신해 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0년 5월에 합병증에 걸려 형집행중지로 풀려나와 순
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대구 출신 서상락 4형제(상규, 상락, 상일, 상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상락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관출신으로 밀양경찰서 폭파를 계획하고 중국과 독일에서 독립운동기
지 건설을 확보하려다가 30세에 사망했다. 동생 서상일(제헌의원)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조선 총독과 이완용을 응징하고자 폭탄을 투척할 계획을 세웠던 동생 서상한
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3년 만주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신흥학우단 소
속인 고령 출신의 문상직은 1920년 중요 관공서를 폭파하고 한국인 관리 중 주요
인물들을 암살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다. 이밖에도
1920년 밀양경찰서 폭파사건에 가담했던 칠곡 출신의 이수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장직상의 형이자 대구 부호인 장길상과 정재학에 대한 암살계
획을 모의했던 대구 출신 이덕생, 대구 남문시장 폭탄 암살 모의를 시도했던 경북
출신의 양한위, 오기수 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열단 독립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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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에

대구 중구 서성로 소재 삼정

산상고를 다녔으나 가난으로 중퇴

백여 원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탈취

12월

이종암, 서상락, 문상직, 이덕생 등은 의열투쟁을 전개한 대구-경북의 독립운동가이다.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1

의열단 '7가살'과 '5파괴'

[의열단 7가살]
1. 조선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수뇌

3. 대만 총독

4. 매국적(賣國賊)

6. 적탐(밀정)

7. 반민족적 토호열신(악덕 지방유지)

5. 친일파 거두

[의열단 5파괴]
1. 조선총독부

2. 동양척식회사

4. 각 경찰서

5. 기타 왜적 중요기관

3.

매일신보사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19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은행 금고에서 은행돈 1만 5백여 원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탈취하여 의
열단 창단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1922년 3월 상해를 방문한 일본육군대장 다나카를 저격하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의열단 부단장을 역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

이종암.

대구에서 태어난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1896-1930)은 약산 김원봉과 함께 핵심단원으로 활동했다.

19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은행 금고에서 은행돈 1만 5백여 원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탈취하여 의열단 창단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대구은행 자금탈취사건).

Q2
의열단은 창단 직후 ‘공약10조’와 뒤에 ‘5파괴’, ‘7가살(可殺)’이라는 행동목표를 기본규약으로 삼아 독립운동의
지침으로 채택하였는데요. 암살대상으로서 7가살에는 ① 조선총독 이하 고관, ② 군부 수뇌, ③ 대만총독, ④ 매
국노, ⑤ 친일파 거두, ⑥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A

적탐(밀정).

1923년에 일어난 황옥 경부 폭탄사건을 모티브로 해 2016년 송강호, 공유, 한지민이 주연

을 맡은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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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5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항일운동

#대구고보 #신간회 #동맹휴학

대구고보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통해 학교 측에 제시한 요구 사항은 ①조선역사를 가르칠 것, ②악질 일본인 교사를 축
출할 것, ③조선인 교사를 증원할 것, ④학생들의 서신 검열을 중지할 것 등이었다. 대구고보의 동맹휴학은 식민지 교육과
민족차별에 반발해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의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학교는 한국인을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고, 시세와 민도에 맞
는 교육을 한다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
아래 일제의 한국에 대한 폄하와 왜곡된 인
식이 강요되는 민족차별의 현장이었다.
신우동맹 등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

1926년 3월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

했던 1930년대의 대구고등보통학교의 등학교, 이하 대구고보)에서 일본인 교사가
건물 모습(현 대봉도서관)

‘조선인은 야만인’이라고 폄하하자,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사직을 요구하는 동맹휴교를 일으켰다. 하지만 15명이 퇴학을 당하면
서 동맹휴교는 실패로 끝났다(1차 동맹휴교). 대구고보 학생들은 동맹휴업이 큰 효
과를 얻지 못하자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청년 운동 단
체와 연결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간회 대구지회 박광세·장적
우·김점학 등을 초빙해 사상 강좌회를 개최하였다. 그 뒤 1927년 12월에 대구고
보 학생들은 식민지 노예교육을 반대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독립 운동에 매진
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강좌회를 본격적인 학생 비밀결사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결
정하고, 비밀결사 '신우동맹'을 결성하였다. 신우동맹은 일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혁우동맹, 적우동맹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가면서 활동하다가 1928년 2월에 조직
을 해산한 후, 그해 4월에 ‘일우동맹’으로 개편, 발전되었다.

∘대봉도서관과 청운맨션
- 지금의 현장에는 경북고등
학교가 있던 자리라는 표
식은 물론 일제 강점기 시
절 일제에 맞서 처절하게
투쟁했던 학생들의 배움터
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흔적은 전혀 찾을 길이 없
음. 대구고등보통학교의 후
신인 경북고등학교가 수성
구 황금동으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변함.

1928년 신학기 초 일본인 교사가 역사 시간에 임진왜란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
순신을 ‘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계기로 대구고보 학생들은 2차 동맹휴교를 계획했
고,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민족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0월 15일에 동맹휴
교를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학생들의 요구가 학내 문제 해결에 머물렀지만, 사회운
동 단체와 연계한 후에는 항일 운동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사회운동단체가 제시하
는 식민지 학교 교육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요구사항을 교장에게 진정서 형식
으로 제시하는 등 이전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 일로 182명 무기정학,
18명 퇴학, 105명 검거, 24명이 실형을 받았다. 신우동맹은 다른 학교에서 만들
어진 일반적인 사회과학연구회와 달리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와 연결된 모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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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동맹은 1928년 대구고보(현 경북고)에서 조직된 학생항일 비밀결사단체이다.

∘역사학자 김성칠
- 당시 2학년이었던 역사학
자 김성칠도 1928년 10
월 15일 동맹휴교 사건으
로 체포되어 1년간 복역하
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함.
그는 6․·25 전쟁 중의 일
기인 《역사 앞에서》로 유
명한데, 1951년 고향인
영천으로 가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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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일제강점기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대구고보는 경상감영 내에 건립된 달성학교(1899)가 모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경기고보(1900), 평양고보
(1909)에 이어 삼남지방(경상·전라·충청)에서 최초의 인문계 공립중등학교였다. 학생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
하였으며, 5년 간 학생들이 내야 하는 학비도 당시로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1919년~30년 대구고보에 입학한
학생의 평균 졸업 비율은 30~50%였다. 대구고보는 대구지역 항일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6·10만세운동을 주
도했던 사회주의자 권오설은 1918년 대구고보 3학년일 때 민족의식을 높이고 친일교사를 몰아내기 위한 동맹휴
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고, 1919년에 3·8대구만세운동 때는 200명의 전교생 대부분이 참여할 정도
로 민족심이 높았다. 1928년 9월~11월 3개월간 동맹휴학을 하다가 2~3학년 205명 중 45명이 퇴학을 당했다.

확인하기

Q1
1927년 12월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인 윤장혁·손익기·조은석·백대윤이 식민지 노예교육을 반대하고 사
회과학을 연구하여 독립 운동에 매진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는 무엇일까요?

A

신우동맹.

신우동맹은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사회과학연구회와 달리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와 연결된 모

임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독립 운동에 매진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였다.

Q2
신우동맹은 다른 학교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사회과학연구회와 달리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와 연결된 모임이었
습니다. 신우동맹 결성에 도움을 준 지역의 사회운동단체는 무엇일까요?

A

신간회 대구지회.

신신간회 대구지회 박광세·장적우·김점학 등을 초빙해 사상 강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Q4

Q3
신우동맹이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맞서 학생
들과 함께 저항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동맹휴학.

신우동맹은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

에 맞서 동맹휴학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저항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경기고보(1900), 평양고보(1909)에 이
어 삼남지방(경상·전라·충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문계
공립중등학교는 무엇인가요?.

A

대구고등보통학교(대구고보).

일제강점기에

는 경기고보(1900), 평양고보(1909)에 이어 삼남지방(경상·전
라·충청)에서 최초의 인문계 공립중등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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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6

대구사범학교 학생 항일운동 ①

#황국신민 #대구사범학교의 비밀결사

일제 식민지 차별 교육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던 일본인 교사를
응징하고 학교 내에서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사범학교는 1929년 6월 1일 개교한 초등교원 양성기관이다. 당시 사범학교
는 서울·평양·대구의 3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수재들이 입학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더욱 강조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범학교 학생들을 충실한 황국신민화 교육
의 역군으로 양성하려 했지만, 일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범학교에서는 어느 교육
기관보다 높은 항일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대구 사범학교의 학생들은 비교적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의 자제들이 많았으며,
일제의 차별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졸업 이후 교단에 나가서도 교장이 되지 못하
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정책에 분노하던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꾸준하게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사범학교의 비밀결사 항일 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져 전개되었다. 첫
째는 1932년 이 학교의 한국인 교사 현준혁이 중심이 되어 연구회를 명목으로 한
국인 학생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하다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일제 당국에 의해
활동이 발각되면서 37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되었다. 이를 ‘교유 및 생도의 비
밀 결사 사건’(대구사범 R·S사건)이라고 한다.
둘째는 1939년 7월 26일 발생한 대구사범학교 심상과(尋常科) 7기생이 중심이
되어 평소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일삼던 일본인 교사를 응징한 사건인데, 이
를 ‘왜관 사건’이라고 불렀다.
셋째는 1941년 7월 기관지 《반딧불》, 《학생》이 일본 경찰 당국에 적발되어 비
밀 결사조직이 탄로나 300여 명의 졸업생들이 구속된 사건이다.
왜관 사건 이후에도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8기·9기의 학생들은 1940년에 문예
부, 1941년에 연구회·다혁당을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던 중 구속되었는데, 이를 ‘《반딧불》
회지 사건(대구사범 항일 학생사건)’이라고 한다.
이 중 ‘왜관 사건’과 ‘《반딧불》회지 사건(대구사범 항일 학생사건)’의 자세한 내
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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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7

대구사범학교 학생 항일운동 ②

#근로보국대 #왜관사건

1939년 근로보국대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던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차별하던
일본인 교사를 응징하였다.

대구사범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은 평소에 한국인 학생들을 모욕적으로 차별하
였다. 이러한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 행동으로 인해 한국인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39년 7월 학교 당국은 전교생을 전·후기로 나누
어 ‘근로보국대’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중노동을 강요하였다.
당시 일제는 경부선 철로의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학생
들을 동원하였다.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왜관 철교에서 약목까지의 구간을 할당
받았다. 간악한 일본인 교사는 작업을 할 때도 일본인 학생보다 한국인 학생들을
더 많이 작업에 동원하여 한국인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였다. 이러한 일본

◦근로보국대
- 중일전쟁 후 일제가 조선
인의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서 만
든 노역 조직.

인 교사들의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울분은 더욱 더 높아졌다. 그러던 중, 1939
년 7월 26일 일본인 학생 한 사람이 작업장에서 부당한 짓을 일삼다가 한국인
학생 장봉출과 충돌하였는데 이때 힘깨나 쓴다는 일본인 학생이 구타를 당하였
다. 그런데 일본인 교사는 이 일과 관련된 일본인 학생의 잘못은 묻지 않고 한
국인 학생만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자 한국인 학생들은 저녁 식사 후 회의를 갖
고 단체로 일본인 교사에게 항의했으나 그는 들은 체하지 않았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에게 모기장을 덮어씌워 실력 행사를 했으나
일본인 교사는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학생들은 다시 회의를 연 다음 본
부가 있는 일본인 소학교로 대오를 맞추어 행진하였다. 마침 일본인 교사인 오카
모토가 모욕적인 말로 꾸짖자, 학생들은 그가 들고 있던 초롱불을 떨어뜨려 주위
를 어둡게 한 다음 주먹세례를 안겼다. 이 사건이 이른바 대구사범학교 7기생의
'왜관사건'이다.
경찰과 학무당국이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후에, 7명을 퇴학시키고 11명을 정
학시켰다. 하지만 7기생들이 악질적인 교사를 응징한 것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충
격과 함께 용기를 주었고 이후 지속적인 항일운동의 비밀 결사체가 조직되는 계
기가 되었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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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8

대구사범학교 학생 항일운동 ③

#문예부 #연구회 #반딧불

왜관사건 이후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비밀 조직인 문예부, 연구회, 다혁당을 차례로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왜관사건 이후 대구사범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3개의 비밀 조직을 만들
었다. 1940년 11월 8·9·10기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예부'를, 1941년에 1월 8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회'를, 1941년 2월 9기생들이 핵심이 되어 '다혁당
‘을 조직하였다.
‘다혁당’이 만들어진 계기는 왜관사건을 계기로 작업장에 간 9기생들이 한밤에
낙동강 백사장에서 조국의 원수를 반드시 물리치겠다고 북두칠성에 맹세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표면상 ‘문예 창작, 학술 연구, 사람다운 사람의 지

◦다혁당(茶革黨)
- 영웅은 다색을 좋아한다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고 전
해짐.

향’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국의 해방이 멀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의 소질을 계발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 교단에
서서는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어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인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한국 역사, 문학
책을 윤독하여 민족혼을 드높이고, 뜻을 굳히기 위해 매일 저녁 북녘을 향해 묵
념하는 것을 실천 사항으로 삼았다. 토·일요일에는 교외에서 비밀 집회를 열어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 인사를 데려와 독립군의 활약, 부산 백산상회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41년 초여름 8기생 정현이 충남 홍성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일본 경찰에게 문예부의 비밀지 《반딧불》이 발각되면서 일제히 검거가 시작되었
다. 3개 단체의 회원들은 물론, 김영기 교사 등 300명이 검거되었다. 결사 주동
자 35명은 일제 당국에 구속되어 혹독한 조사와 고문을 받고 재판에서 2년 6개
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서 5명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대구사범학교 학생 독립운
동 사건 옥사자 추모비(두류
공원)>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출옥한 사람들 중에서도 모진 고문과 가혹한 옥중 생활
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여 12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 출신 곽재관은 일본 유학 중 1939년부터 동지들을
모아 독서회를 만들고 민족의 실력 배양에 힘썼으며 대구사범학교 《반딧불》 회
원들과 접촉하여 2세 교육에 매진하던 중에 1942년 대전에서 잡혀 1년간 옥고
를 겪었다.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항일 운동을 기리기 위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정과 두류공원의 인물 동산 서편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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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다혁당의 규약

1. 당원은 비밀을 엄수할 것.
2. 당원은 주 2회 회합하고 당수·부당수 및 각 부장은 주 1회 이상 회합할 것.
3. 각 부장은 책임을 지고 하급생을 지도 양성할 것.
4. 당원은 당수의 명에 절대 복종할 것.
5. 당원은 결당(結黨)한 자만에 한하고 신 가입을 인정하지 말 것.

확인하기
Q1
1939년 7월 경부선 철로 공사에 동원된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일본인
교사들을 응징하였다가 다수의 학생들이 퇴학과 정학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A

왜관사건,

당시 학생들은 ‘근로보국대’란 이름으로 왜관에서 약목구간까지의 경부선 철로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작업

감독으로 온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Q2
왜관사건 이후 대구사범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이 만든 3개의 비밀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문예부, 연구회, 다혁당,

왜관 사건 이후 대구사범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3개의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1940년 11월 8·9·10기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예부'를, 1941년 1월 8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회'를, 1941년 2월 9기생들이
핵심이 되어 '다혁당‘을 조직하였다.

Q3
1941년에 대구사범학교의 9기생들이 만든 조직으로, ‘영웅은 다색(茶色)을 좋아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다혁당,

‘다혁당’이 만들어진 계기는 왜관 사건을 계기로 작업장에 간 9기생들이 한밤에 낙동강 백사장에서 조국의

원수를 반드시 물리치겠다고 북두칠성에 맹세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Q4
1940년에 결성된 대구사범학교 문예부 학생들은 비밀 항일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잡지는 1941년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검거되어 옥중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잡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A반딧불,

대구사범학교 문예부의 비밀 잡지 《반딧불》이 발각되면서 일어난 ‘《반딧불》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을 포함

하여 300명이 검거되고, 이 중 결사주동자 35명이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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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9

대구상업학교 학생 항일운동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수련 #태극단

일제의 차별 교육정책과 전시동원정책에 분노하고 있던 대구 상업학교 학생들은 단장 이상호를 중심으로 비밀결사 조직
인 태극단을 결성하였다.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은 1942년 조국이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때 당시 대구 상
업학교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단체 ‘태극단’을 결성하여 1년여 동안 무장 항
일투쟁을 준비한 것을 말한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주장하며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다. 또한 1940년 2월부터는 한국식 성명을 버리고 일
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지원병, 소
년 항공병, 소년 전차병 등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싸움터로 끌고 갔다.
당시 일제와 학교 당국은 ‘수련’이란 과목을 만들고 이 과목의 성적을 전체 성
적의 절반으로 삼아 ‘수련’ 과목의 성적이 나쁘면 이를 일본에 대한 협조심이 부족
한 걸로 간주하여 학과 성적이 우수해도 낙제를 시켰다. 대구상업학교 4학년이었
던 이상호도 평소 일본에 대한 반항심이 강한 편이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5학년
에 진학하지 못했다.

◦태극단의 실천 지침
1. 군사학 연구에 더욱 힘
쓴다(군사 관계 서적 번
역, 글라이더 연구, 폭발
물 제조 연구).
2. 재정 면에서는 우선 각
자가 부담하고 애국 유지
선배들의 후원을 얻는다.
3. 우국 선배들의 지도를
존중하고 타학교와 타지
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하되 형편에
따라 중국으로 집단 망명
하여 투쟁을 계속 한다.

1942년 5월 이상호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서상교·김상길 등과 의기투합하여 비
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비밀 결사를 만들면서 ‘세계 약소민족 해방 운동과
간디의 무저항 반제국주의 운동에 앞장설 것’과 ‘조선의 자주독립과 온 세계 인류
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쟁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항일 지하운동을 통한
국권회복에 뜻을 두고 모인 학생 수가 36명이었다. 이들은 일체의 행동을 강령에
의거한 공동 투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달성군 비슬산 약수터에 모여 비밀결사 조직을 ‘태극단’으로 명명하였다.
비밀결사 조직인 태극단은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단장으로 이상
호를 뽑고, 최고 의결 기구로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구성되는 간부회의를 두었다,
또한 민족 사상과 의지·실천력이 강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들로 특수 조직
인 건아대(健兒隊)를 만들었다. 일반 조직으로는 육성부의 1부와 관방국(官房局)·
체육국·과학국의 3국을 두었는데, 각 국장에는 각기 김상길·서상교·이준윤을, 그리
고 비서장에는 김정진을 추대하였다.
그런데 단원 한 명의 밀고로 태극단의 실체가 일제 당국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
로 인해 1943년 5월 23일에 단장인 이상호가 먼저 체포당하였다. 그는 모진 고
문으로 빈사 상태에 이르렀지만 태극단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가택
수색으로 천장 속에 감추어 둔 단원 명단이 발각되어 5월 25일 수업 중인 학생 9
명이 잡혀 가고 5월 27일 나머지 16명이 잡히어 태극단원 25명이 모두 체포되었
다. 같은 해 6월 20일 경에는 16명이 석방되고 10명만 남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
일제의 악독한 고문으로 이준윤이 급성 늑막염을 앓아 병보석이 되었으나 출옥 3
일 후인 10월 2일 숨을 거두어 태극단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이런 중에도 단
장 이상호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가 한 일’이라 하고 동지들은 나가서 계속 투쟁
하라고 일렀다. 일제 검찰의 조사 결과, 정광해·이태원·정완진은 불기소 처분으로
출옥하고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44년 1월 10일과 1월 19일에 열린 공
판에서 일본인 판검사는 이들을 ‘일본 제국의 국시를 반역한 역적’이라 매도하며
검사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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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미성년자에겐 최고형
인 단기 5년 이상 장기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힘든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
로 인하여 광복을 전후하여 단원 4명이 유명을 달리하였다.
당시 일제는 민중 봉기를 우려해 이 사실을 극비에 부쳤고, 광복 이후에는 6.25
전쟁, 4·19 혁명 등 여러 국내외 사정으로 태극단의 항일운동 사실은 묻혀지게 되
었다. 그러다가 1963년 제3공화국 탄생과 함께 일제 치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피맺힌 독립투쟁사가 비로소 빛을 보
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야 태극단 학생독립운동은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견줄 수 있
는 민족사적 의의가 매우 높은 학생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1973년 12월 달서구 상인동에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
탑 비문 (대구 상원고)

있는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현 대구상원고등학교) 교정에 기념탑이 세워졌다. 그후
1973년에 건립한 기념탑이 낡고 규모도 작아 1975년에 새로운 기념탑을 건립하
였다. 이 기념탑은 중앙 집중의 좌우대칭 구조로 엄숙함과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삼각형의 전체 구조가 태극단의 강령인 자유, 평등, 평화의 세 가지 정신
을 상징하고 있다.

한 줄 정리

대구상업학교 학생의 일부는 이상호를 단장으로 임명한 ‘태극단’이라는 학생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참고자료
자료1

태극단의 실천 지침

1. 군사학 연구에 더욱 힘쓴다.(군사 관계 서적 번역, 글라이더 연구, 폭발물 제조 연구)
2. 재정 면에서는 우선 각자가 부담하고 애국 유지 선배들의 후원을 얻는다.
3. 우국 선배들의 지도를 존중하고 타 학교와 타 지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하되 형편에 따라 중국으로
집단 망명하여 투쟁을 계속한다.

확인하기
Q1
일제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1942년에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1년여 동안 무장
항일 투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비밀결사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태극단,

태극단 학생 항일독립운동은 1942년 조국이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때, 대구 상업학교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단체 ‘태극단’을 결성하여 1년여 동안 무장 항일투쟁을 준비한 것을 말한다.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의 약수터에서 결성하였다.

Q2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은 1942년에 태극단이라는 항일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태극단 결성을 주도하
여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 검거되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던 이 애국지사는 누구일까요?

A

이상호,

1942년 5월에 이상호는 서상교·김상길 등과 의기투합하여 비밀 결사 조직인 태극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비밀 결사를 만들면서 ‘세계 약소민족 해방 운동과 간디의 무저항 반제국주의 운동에 앞장설 것’과 ‘조선의 자주독립과 온 세
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쟁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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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0 허위와 이강년의 의병항쟁

#김산의진 #제천의진 #13도창의군 #서대문형무소

교수형 집행 직전에 일본 승려가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읽으려고 하자,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얻으랴”라고 꾸짖었다.
- 허위의 마지막 일갈

선산 출신 왕산 허위는 1896년 3월 10일에 김산 장날을
이용하여 장정 수백 명을 동원해서 김산의진을 일으켰다. 그
러나 곧 고종의 해산 조칙을 수용하여 김산의진을 해산시킨
후에 청송 진보에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이후 허위는 6년간
나랏일에 몸담으면서도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격문과 일진회를
비판하는 성토문을 작성하여 돌렸다. 배일 격문을 문제삼은
일본군 헌병대에 의해 4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그 후로, 관직
허위(1855~1908)

을 그만두고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항일의사들을 규합하다

가, 고종의 밀지를 받은 허위는 1907년 8월에 민긍호·이강년 부대와 연락하면서
경기도에서 약 700명의 의병을 이끌었다. 곧바로 허위는 13도창의군을 조직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군사장을 맡은 허위는 300명을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군하였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퇴각하였다. 서울진공작전
실패 이후, 허위는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연합부대를 형성해서 총대장으로 취
임하였다. 허위는 파주·적성·연천·철원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
도받고 1908년 10월 21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문경 출신 이강년은 1896년 2월 25일 도태장터에서 거병
한 후에 류인석의 문하생이 되어 제천의진의 유격장이 되었
다. 마고성·수안보 전투를 펼친 제천의병은 곧바로 해산되고,
이강년은 단양 금채동으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그는 1907년
5월에 제천에서 거듭 거병한 후에, 영춘 용소동 전투에서 패
배하였고, 민긍호 의진과 협력하여 제천 천남전투에서 승리하
였으나, 충주 전투에서 충주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경으로 이동한 이강년 의진은 조령 전투·갈평 전투·적성

이강년(1858~1908)

전투에서 고전하였다. 단양으로 건너간 이강년 의진은 1907년 9월 이후 단양·영
춘 전투, 영월 전투, 신림 싸리재 전투, 제천·괴산·연풍 전투, 원주 누치 전투, 죽
령·순흥 전투, 단양 복상동 전투, 영월 전동 전투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3도창의군 호서창의대장에 올랐던 이강년은 서울진공작전 실패 이후 경기도와 강
원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고, 경북 북부로 이동하여 서벽 전투, 내
성 전투, 재산 전투에서 항전하다가 청풍 작성산 전투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고 1908년 10월 13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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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봉(1851~1896)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에서 출생함. 189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2월에
진감(현재 대전광역시 유
성구) 현감에 임명됨. 일
제를 조선에서 내몰아낼
것을 계획하고 관병들을
훈련시키다가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름.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대전 유성장터에
서 의병을 일으킴. 공주
소학동에서 관군에게 패배
함. 경북 고령·초계 등지
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체
포됨. 감옥을 탈출하여 강
원도 원주에서 각도 의병
장들에게 통문을 발송하
고, 류인석 제천의병과 연
합하여 의병운동을 모색하
다가 병사함.
∘아카시 모토지로의 변호
-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는 허위의
큰 산과 같은 준엄한 자세
와 큰 강과 같은 거침없는
항변에 감복하여, “비록
허위는 폭도의 우두머리일
지라도 그 고매한 인격,
동양평화의 경륜, 충국애
국의 사상, 그리고 넓은
식견 등 족히 국사(國士)
라 할 만 하다.”하여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구명을
요청함.

허위와 이강년은 13도창의군에 참여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으며,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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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이강년의 항변

재판장 – “국가의 세금을 빼앗는 것이 의병인가?”
이강년 –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이 역적이냐?
원수인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임금을 협박하여 적을 섬기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역적이냐?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섬멸하고 (을사)5적과 (정미)7적을 죽여 국가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 것이다.”

확인하기

Q1
문경 출신 이강년은 스스로 유인석의 제자가 되어 제천의진의 유격장이 된 이후, 전기의병과 후기의병에서 활
약하였는데, 그가 일본군에게 잡혔던 마지막 전투는 무엇일까요?
① 갈평 전투

A

② 싸리재 전투

④ 작성산 전투,

③ 수안보 전투

④ 작성산 전투

청풍 작성산(까치성) 전투에서 복사뼈에 흉탄을 맞아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이강년은 마을 사

람들에게 전사한 의병들을 잘 매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Q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선산 출신 허위는 13도창의군의 군사장에 취임되어 의병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으나, 일본군
의 반격으로 퇴각하였다. (

A

○,

)

13도창의군 군사장 허위는 선발대를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하여 일본군과 격전하였으나 물러났다. 당

시 여러 의진 중에서 허위의 의병부대가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것이다.

Q3
13도창의군(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창의대장 민긍호, 교남창의대장 신돌석,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호
남창의대장 문태수 등)이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로 쳐들어가 통감부를 공격하고 일본군을 축출하여 국권을 회복하
려 했던 군사작전은 무엇일까요?

A

서울진공작전,

군사장 허위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군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나 패배하였고, 후속 부

대가 당도하지 않아 퇴각하였다. 또한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 귀향함으로써 13도창의군은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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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1

이상룡과 최준의 독립운동

#백산무역주식회사 #임청각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
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역사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대구 경북인으로 경주의 최준과 안동의 이상룡이 있다.

이상룡은 1858년 안동에서 태어나 일제의 명성왕후 시해
와 단발령 공표에 반발하여 가야산에서 의병기지를 구축하였

∘임청각(보물 제182호)

다. 그는 협동학교와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뺏기자, 그는 친일
파 송병준·이용구 등을 처단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
다. 결국 그는 99칸의 집과 전답을 모두 팔고 1911년 1월
5일에 전 가족을 데리고 만주 망명길에 올랐다. 서간도로 망
명한 후 그는 이회영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
이상룡(1858~1932)

습소를 건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섰으며, 그가 저술한 《대동
역사》는 신흥강습소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경학사 사장·부민

단 단장·한족회 회장·서로군정서 독판·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등을 차례로 역임
했다. "나라를 찾기 전에는 내 유골을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채,
1932년 만주에서 생을 마쳤다. 선생의 뜻은 자손으로 이어져 3대가 혹독한 감옥
살이 등으로 온갖 고초를 겪으며 독립투쟁을 했다. 아들 준형, 손자 병화, 동생 상
동·봉희, 조카 형국·운형·광민, 종숙 승화에 이어 손자며느리 허은(이병화 아내)
지사까지 10명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경주시 교동에 위치한 경주 최 부잣집은 조선조 최진립

- 이상룡을 비롯한 독립운
동가 9명을 배출한 이상
룡의 생가로 일제가 독립
정신이 투철한 집안의 맥
을 끊기 위해 1942년에
집 앞마당과 집 일부를
철거하고 중앙선 기찻길
을 내는 바람에 현재는
규모가 70칸 정도로 축소
됨. 최근 원형대로 복원하
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기
로 결정됨.

이 시조인 경주 최씨 가문으로 '9대 진사·12대 만석꾼'으
로 절제와 검약, 구휼과 기부 등으로 널리 알려진 영남 명
문가이다.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는 가문의 전통은 일제 침
략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11대 최부자 최현식은 국채
보상운동을 주도했고, 12대 최부자이자 조선국권회복단에
참여하고 대한광복회 재무부장을 맡았던 최준은 백산무역
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하여 모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최준(1884∼197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준의 셋째 동생 최
완은 상하이로 파견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재무부위원으로 백산무역과 임정의
중개자로 활약하였으며, 일제의 간계에 속아 귀국한 뒤 체포되었다가 석방 직후 순
국했다. 교촌의 최부잣집은 경주의 문중대표들이 모여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하고
추진하였고, 최시형·손병희 등 동학의 수뇌부가 드나들며 최부자와 교류하였다. 의
병장 신돌석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장기간 식객으로 은신하였다. 1915년에 대한광
복회의 경주 우편마차 습격사건을 모의하고 탈취한 세금을 은닉한 장소도 최부잣
집 사랑방이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경의 감시를 피해 교촌에 잠입하였고

- 전사(戰死)노비 표창 요청
상서(上書·1812년) 경주
최부잣집 종가에서는 지금
도 매년 노비 2명에게 제
사를 지냄. 병자호란 때
주인을 돕다가 죽은 노비
들을 국가의 충신으로 기
려달라고 요청한 문서.

비밀리에 자금을 조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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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

최부잣집 가훈인 ‘육훈(六訓)’과 석주 이상룡의 어록(語錄)

[최부잣집 ‘육훈(六訓)’]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권력에 탐욕을 갖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마라(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가난한 사람들은 흉년 탓에 고생인데, 남
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이 가훈으로 최 부잣집은 이어질 수 있었다),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남을 도우라는 의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하라는 의미)

[석주 이상룡 어록] “나라를 되찾겠다는 사람이 조부모를 걱정해서야 어찌하겠느냐? 내 걱정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구국에
헌신하라” - 1932년 순국하기 적전 독립투쟁을 하던 청년동맹원들이 이상룡의 손자인 이병화를 대표로 선출하려 했지만, 이
병화는 ‘나는 연로하신 병든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 다음에 맡겠다.’고 말하자, 이에 이상룡이 손자를 꾸짖으며 한 말

확인하기
Q1
이곳은 이상룡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9명을 배출한 이상룡의 생가입니다. 일제가 독립정신이 투철한 집안의 맥
을 끊기 위해 1942년에 집 앞마당과 집 일부를 철거하고 중앙선 기찻길을 내는 바람에 현재는 규모가 70칸 정
도로 축소되어 있는 안동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A

임청각.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살림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안동 고성

이씨의 종택이다. 퇴계 이황의 친필인 임청각 현판을 비롯하여 농암 이현보, 제봉 고경명, 백사 윤훤, 송강 조사수의
현판이 걸려있다.

Q2
경주 최부자집 12대손으로 백산무역주식회사를 맡아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조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A

최준.

'경주 최부잣집' 12대이자 마지막 '최 부자'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투자했고, 일제강점

기 때 백산무역주식회사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민립 (구)대구대학의 설립자이다.

Q3
1910년 일본에 국권을 뺏기자, 99칸의 집과 전답을 모두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
소를 설립하고 서로군정서 독판(최고책임자)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국가원수)을 지낸 안동 출신의 독립운
동가는 누구일까요?

A

이상룡.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무장 투쟁가를 길러낸 유학자로 1990년 9월 하얼빈에 있던 유해를 대전 현

충원으로 모셔왔고, 1996년 다시 서울 현충원 임시정부요인묘역에 안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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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2

이육사와 이상화의 저항문학

#광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총이나 칼로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양심은 굴복시키지 못한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펜을 ‘마음의 혀’라고
표현하였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대구·경북에도 서슬 퍼런 일제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
고 저항시를 쓰며 독립의식을 고취한 문학인들이 있다. 그들은 일제의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변절하지 않고 필봉을 더욱 날
카롭게 가다듬어 끝까지 조국의 광복을 부르짖었다. 위대한 민족시인 이육사와 이상화가 그 주인공이다.

1) 이육사
일제 강점기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강렬한 민족의식

∘이육사의 대구 거주지

을 갖추고 있던 이육사는 일찍부터 각종 독립운동단체에 가
담하여 항일투쟁의 불꽃을 피웠고, 생애 후반에는 총칼 대신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애국지사였다. 40년의 짧은 생애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에 17번이나 체포돼 구금·투옥
된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다.
이육사(1904~1944)

경북 안동출신의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 또는 이원삼이

다. ‘이육사’는 1927년 23세에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
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 간 옥고를 치렀을 때 수인번호인 264에 기원한다. 대구
는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이 청년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자 항일운동을 전

- 이육사 가족이 안동에서
대구로 이사와서 살았던
남산동 665-35번지, 집
은 아파트개발로 철거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다른
곳에 이전 복원할 예정임.

개한 곳이다. 17세 되던 1920년 온 가족이 동생 원조의 교남학교(현 대륜중고등
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의 남산동 662번지로 옮겨와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1937년까지 17년 동안 줄곧 약령시 근처에서 거주하였다.
이육사의 독립운동은 1924년 4월 약령시의 김관제의 도움을 받아 일본유학을
다녀온 후 시작되었다. 그의 일본유학은 9개월여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민족적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5년 이정기 등과 대구에서 암살
단을 조직한 후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벌였다. 1927년 장진홍 의거와 연루되어
투옥되어 풀려난 후에는 대구청년동맹과 신간회 대구지회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이
어갔고, 1929년 대구격문사건으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32년 28세에 중
국으로 건너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교하여 김원봉과 교류하였다. 1933
년 귀국하여, 육사라는 필명으로 시 《황혼(黃昏)》을 《신조선(新朝鮮)》에 발표하여
시단에 데뷔했다. 1937년 윤곤강·김광균 등과 함께 동인지 《자오선》을 발간, 그
무렵 유명한 《청포도》를 비롯하여 《교목》, 《절정》, 《광야》 등을 발표했다. 1943년
중국 충칭과 예안에서 대구약령시 무기 반입 계획을 세우던 중 모친상으로 귀국했
다가 동대문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 이듬해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교도소에서 옥사하였다. 대구에는 이육사의 형제들이 학교진학을 위해 안
동에서 이사와서 살았던 남산동 주거지를 비롯해서 그림을 배웠던 석재 서병오 저
택터, 이육사가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중외일보 대구지국, 이육사가 일본에 유
학갈 때 후원한 김관제의 한약방이었던 복약당 한약방 등의 유적지가 있어 이육사
의 삶을 더듬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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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다.

∘대구격문사건
- 1929년 11월에 터진 광
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적
으로 확산되던 과정에서
대구에서도 대구농림학교
가 동맹휴학을 실시하였고,
1931년 1월에는 대구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이 동조하
여 동맹휴학에 들어감. 이
러한 과정에서 1930년
11월에 대구 거리에 일본
을 배척하는 내용의 격문
이 전봇대에 나붙고 거리
에 뿌려지는 거사가 발생
함. 이육사는 바로 이 사
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
어 동생 이원일과 함께 체
포되어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름.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참고자료
자료

‘이육사 문학관’ 대구에서 문 열어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삶의 절반을 보낸 이육사 시인을 기리는 민간 문학관 ‘264작은문학관’(대구시
중구 경상감영1길 67-10)이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육사의 생일(음력 4월 4일)에 맞춰 2016년 5월 10일(화)에
개관하였다. 이육사의 생애 절반 가까이가 대구와 관계돼 있는데 264작은문학관 주변 북성로, 향촌동, 계산동,
남산동, 달성동 등은 이육사의 실제 문학 활동, 항일운동, 생활의 무대였다. 문학관은 박현수 경북대 국어국문과
교수와 그의 형인 박광수 경기 광명시 충현고 국어 교사가 사재를 털어 지었다. 그러나 현재는 찾는 이가 없어
문을 닫고 있다.

확인하기
Q1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다. ‘이육사’로 불려지게된 계기가 된 곳은 어디일까요?
① 교남학교

A

:

② 중외일보

③ 대구형무소,

③ 대구형무소

④ 조선은행 대구지점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되어 삼덕교회 옆에 위치했던 대

구형무소에 학생인 동생 이원조는 풀려나고 원록과 함께 원기, 원일, 3형제가 동시에 구속되어 2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른다. 이
때의 수인번호 264(二六四)의 음을 따 아호를 ‘육사六四’라고 짓게 되었다.

Q2
이육사가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① 대구격문사건

A

:

② 3·1만세운동

③ 6·10만세운동

④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④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

Q3
대구는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이 청년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자 이육사가 저항시인으로서의 이력을 시
작한 곳으로, 이육사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중 이육사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교남YMCA

A

:

①.

② 서병오 저택터

③ 복약당 한약방

④ 중외일보 대구지국

교남YMCA 회관은 대구 3.1독립운동당시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의 공간이었으며, 물산장려운동, 기독교농촌운동,

신간회 운동 등 기독교민족운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사용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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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화
이상화는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손꼽힌다. 대구 중구에서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인 상정은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크게 알
려진 인물이며, 동생 상백은 한국 체육발전에 큰 자취를

∘수성못의 이상화 시비

남겨 ‘한국의 쿠베르탱’으로 불려졌을뿐 아니라, 한국사회
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던 사학자였다. 막내 동생인 상오
는 수렵의 세계에 대한 뛰어난 저술을 남긴 수렵인이었다.
이처럼 그의 집안은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이며 명문

이상화(1901~1943)

집안이었다. 그의 조부인 이동진은 1905년 북성로 인근에
우현서루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길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우현서루에 민족지사들이
많이 모여들자 일제는 우현서루를 폐쇄하였다. 우현서루를 운영하던 그의 백부 이
일우는 부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1921년 우현서루를 가교사로 하여 대륜중․고등
학교의 전신인 교남학원을 개교하였다.
이처럼 항일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당시 3천석지기 지주(地主)이자 대구의 민족주의자였던 백부 이일우의 엄격

- 수성못에 세워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비. 이 시가 발표된
1926년에는 수성못이 만
들어지기 전으로, 수성
벌판에 물을 공급하는 것
은 신천이었다.

한 가르침을 받았다. 15세 때인 1915년 서울의 경성중앙학교(현 중동고등학교)
3년을 수료하고 대구로 내려온 이상화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구고보의
백기만 등과 함께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대구지역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1921년 서울에서 현진건의 소개로 박종화를 만나 홍사용·나도향·박영희 등과 함

∘ㄱ당

께 ‘백조’ 동인이 되어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2년 파리 유학을 목

- 신간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신간회의 민족주의와 사회
주의 계열 간의 알력으로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효
과적이고 구체적인 독립운
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
직한 단체로, 비밀을 보장
하기에 적합하다 하여 ‘ㄱ
당’이라고 불림. 이들은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중국 광둥[廣東] 군관학교
에 보내고 실력을 양성하
여 조선독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
활동무대를 만주로 결정
함. 그러나 같은 해 6월
활동자금을 모으다가 일본
경찰에 이상화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체포됨으로
써 해체됨.

적으로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다가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학
살 광경을 목격한 후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후 서울 가회
동에 머물면서 시 창작에 전념하여 <나의 침실로>를 발표하였다. 이 시에서 그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나 1925년에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신경향파 성향의 문학단체인 <파스큘라>에 참여하고, <카프>
의 창립회원이 된 이후에는 일제 치하의 처참한 민족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
고 친일파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비판하는 성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26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저항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1928년 그는 신간회 대구지회 간사인 노차용․장택원․곽동영 등과 함께 대구에서
항일비밀결사인 ‘ㄱ 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그는 문학적인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직접 항일운동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같은 해에 의열단 ‘이종암(1896～1930) 사건’, 장진홍(1895∼1930)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사건’ 등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7년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인 형 이상정의 투옥 소식을 듣고 구명운동을 위해 중국에 갔다 와서
스파이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옥고를 겪었다. 그 뒤 3년간 대구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피압박(被壓迫) 민족은 주먹이라도 굵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권투부를 창설하였다. 지병인 위암이 악화되어 뜻
을 이루지 못한 채 1943년 세상을 떠나 달성군 화원읍의 월성이씨 가족묘지에 안
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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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는 일제강점기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발표한 저항시이자 독립운동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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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

우현서루

‘중국 춘추시대에 상인의 몸으로 기발한 계책을 써 진(秦)의 기습을 막아 조국 정(鄭) 나라를 구한 현고(弦高)
를 벗[友]삼는다’는 뜻에서 붙인 명칭으로, 이곳에서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나랏일을 걱정하며 의
기를 길렀다. 또한 이곳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1만 수천 권의 서적을 비치하여 연구하는 학문의 발상지이자,
정신계발을 통한 항일투쟁과 신교육·신문화 운동의 터전이었다. 이 때문에 영남 일대에서 많은 지사들이 모여들
었고,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길러냈다.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박은식·이동휘
·김지섭 등이 이곳을 거쳐 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확인하기

Q1
이곳은 이상화 시인의 조부인 이동진이 신문물에 대한 교육과 민족 교육을 위해 사재를 털어 지은 건물입니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1만 수천 권의 서적을 비치하여 연구하는 학문의 발상지이자, 정신계발을 통한 항일투쟁과
신교육·신문화 운동의 터전으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찾아와 나라를 걱정하고 의기를 길렀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A

우현서루.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운동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이후 각계에서 일어

난 항일운동가 상당수를 키워낸 곳이기도 하다.

Q2
이 단체는 신간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신간회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간의 알력으로 활동의 한계를 느끼
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비밀을 보장하기에 적합하다 하여 ‘이
것’으로 명칭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중국 광둥[廣東] 군관학교에 보내고 실력을 양성하여
조선독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활동자금을 모으다가 일본 경찰에 이상화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체포
됨으로써 해체된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A

ㄱ당.

ㄱ당은 신간회 대구지회가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Q3
일제강점기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발표하며 일제에 저항한 대구 출신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A

: 이상화.

대구 중구 계산성당 옆에 이상화의 고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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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3

정운해와 권오설의 사회운동

#조선노동총동맹 #조선공산당 #6·10만세운동

192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은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농민·노동자 단체들
을 비롯해 많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1925년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여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정운
해와 권오설은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대구·경북인이다.

1892년 대구에서 출생한 정운해는 1913년에 대구 협성학
교를 졸업한 뒤 경북 청도의 사립학교인 문명학교와 달성의
산격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 뒤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남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
는데, 1919년 중국 길림에서 길림군정사 결성에 참가하여 선
전 및 연락을 담당하였다. 이후 국내로 돌아온 정운해는 독립
운동의 방법을 국외 독립전쟁노선에서 국내 사상운동과 노동
정운해(1892~1945)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20년 6월에 조선노동공제회 대
구지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달성군 소작조합 결성을 주도하는

등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노동운동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1924년 4월 조선노농
총동맹이 결성될 때 전형위원·기초위원·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 결성대회에 참석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노농부를 담당하였다.
광복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미군정청 경북당국으로부터 경
북 도(道)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우리민족의 염원이었던 자주적 통일민족국가를 세우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김관제와 함께 대구 지역 좌파 세력의 2대 지주로 불렸던 정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
- 전국 처음이자 대구 최초
의 사회운동단체로 대구청
년회와 함께 대구를 대표
하는 사회단체임.
∘조선노농총동맹(1924)
- 전국의 노동단체와 농민단
체 167개가 모여 결성됨.
강령으로 ‘노농계급 해방’,
‘완전한 신사회 실현’, ‘자
본가 계급과의 투쟁’, ‘노
농계급의 복리증진 및 경
제적 향상 도모’를 내세
움.

운해는 1945년 12월 5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광복 직후 여운형이 중심
이 되어 조직한 건국 준비
단체로, 약칭하여 '건준'
이라고도도 불림.

추서되었다.
안동출신의 권오설은 경주 최부자집 최준의 지원으로 대구
고보에 다녔고, 1918년 3학년 때 민족의식을 높이고 친일교
사를 몰아내기 위한 동맹휴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
였다. 1918년 전라남도청의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1919년
에 광주 3·1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원흥학술강습소를 조직하여 교장 겸 교사로
활동하면서 농민조합과 청년회를 결성하여 애국계몽활동을 전
개하였다. 그 후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 풍산소작인회, 조

권오설(1897~1930)

∘6·10만세운동(1926)
- 1926년 순종의 장례일에
사회주의 세력이 일부 민
족주의 세력 및 학생들과
연대하여 전개한 민족운동.

선노동자총동맹에 가입하여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농민·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조선
공산당의 핵심이 된 권오설은 1926년에 순종이 서거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과 연합하여 6·10만세운동을 추진하다가 적발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옥
사하였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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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권오설선생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
어 같은 해 11월 11일 가
일마을 입구에 권오설 기
념비가 건립됨.

정운해와 권오설은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자 지역의 노동, 농민운동에 앞장 선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사회운
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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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6·10만세운동의 주도자, 권오설

권오설에게 ‘독립 후’는 ‘독립 전’보다 오히려 더 가혹했다. 좌우갈등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의 소용돌이가 권
오설 가문을 빨아들였다. 그의 두 남동생인 권오기와 권오직은 월북했다. 권오직(1906~?)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1948년)과 주중공 대사(1952~53)를 역임하였다. 침체된 민족운동에 활기를 안겨주었고, 3·1운동
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가교라는 평을 들은 6·10만세운동의 기획자이자 주도자였지만 권오설이 독립유공자의 대
우를 받게 된 것은 불과 14년 전인 2005년의 일이다.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1910년대 무력항쟁노선의 독립운동가에서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사회운동가로 전환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자 대구노동공제회의 대표적인 대구 출신의 이 독립운동
가는 누구일까요?

A

정운해.

대구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노동총동맹 상무집행위원, 건국동맹 경북지부 책임자 등을 역임한 사

회주의 독립운동가이다.

Q2
이 운동은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입니다. 대규모의 전
면적 만세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식민지 민중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안동 출신의 권오설은 이 운동의 투쟁지도특별위원회 총책임자로 5만 장
의 격문을 인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하다가 사전에 일본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A

6·10만세운동.

6·10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일본 제국주

의의 폭력성과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Q3
조선공산당 창립의 주역이자 6·10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한 안동 출신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A

권오설.

안동 출신의 권오설은 6·10만세운동의 투쟁지도특별위원회 총책임자로 5만 장의 격문을 인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하다가 사전에 일본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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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4 남자현과 현계옥의 항일운동

#서로군정서 #의열단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성별, 직업, 학력, 재산, 연령 등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중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거나 독립운동가를 돌보며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도 하였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 분들도 많았다.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있어서 여
성의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어려운 환경과 역
사의 기록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독립운동을 묵묵히 내조하고 지원했던 여성
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이 있었다. 3·1만세운동에 나선 김락(안동)·윤악이(영덕)·
신분금(영덕), 신명여학교 졸업생으로 충남 아산 3·1만세운동을 주도한 한연순(대
구)과 대구 3·1만세운동에 앞장선 임봉선(칠곡)·이선애(대구)·이남숙(대구), 하와이
노동이민자 남편에게 ‘사진신부’(중매쟁이가 들고 온 남자 사진 한 장만을 보고 혼
인한 여성)로 가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희경(대구), 기생 출신으로 만주·상하이를 오
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의열단 최초 여성단원 현계옥(밀양)과 만주로 망명해 의열투
쟁을 펼친 남자현(영양), 한국광복군에 입대한 김봉식(경주)·민영숙(상주), 미국에서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을 지낸 차보석(평안남도 맹산), 한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비행사 권기옥(평안남도 중화) 등이 있다.

- 2019년 8월, 대구시는 중
구 근대골목투어 길에 있
는 청라언덕의 3·1운동벽
에 대구 경북 출신 독립운
동가 12명을 추가로 등재
함.

남자현은 1872년 경북 영양의 유학자 남정한의 둘째 딸
로 태어나 19세에 아버지의 제자인 김영주와 혼인하였다.
1895년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고 단발령이
실시되자 남편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
다. 당시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남자현은 남편 없이 아이
를 낳고 기르며 자식을 잃은 시어머님을 모셨다. 나라와 죽
남자현(1872~1933)

은 남편을 위해 독립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엿보았던 남자현
은 3·1운동 당시에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며 만

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 만주로 떠났다.
그녀는 서로군정서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여자권학회를 조직하여 여성을 계몽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5년 사이토 총독의 암살을 계획하였고, 1927년에 안
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300여 명이 중국 관헌에게 붙잡히자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31년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경찰에게 붙잡힌 김동삼을 구하
는 일에도 발벗고 나섰다. 1932년 국제연맹 조사단이 하얼빈을 방문했을 때, 왼쪽
무명지를 잘라 ‘한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를 보내 독립을 호소하였다. 관동군
사령관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된 그녀는 일제의 모진 고문을 받으며
단식투쟁으로 맞서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남자현은 아들
김성삼과 손자 김시련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언
을 남긴 채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그녀는 1962년 현재로서는 여성으로 유일하게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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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밀정>에서 여성단원으로
등장한 연계순의 모델이
현계옥임.

Ⅴ.자주독립운동의 성지 대구·경북

현계옥은 밀양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17세 때 대
구기생조합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고 타고난 미모에다 풍류가무에 뛰어났던 그녀는 현정건의
영향으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구가 고향이었던 현정건은 소설가 현진건의 사
촌 형이자 일본과 중국 등에서 유학한 지식인이었고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 이후 독립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린 현정건을 따라 21세의 나이로
만주를 거쳐 상하이로 떠나 의열단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의열단장 김원봉으로부터 폭탄제조법과 육혈포(탄알을 재는 구멍이 여섯 개 있는 권총)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며 목숨을 건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다.
외국어에 능통하여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여 폭탄을 운반하는

현계옥(1897~?)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1928년에 시베리아로 망명하였고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이 그녀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남자현과 달리 현계옥은 기생 출신이라는 편견과 행적이 남아있지 않
아 업적을 공식적으로 기리지 못해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큰일, 바깥일은 모두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그림자처럼 내조만 잘하는 것이 여자의 덕목으로 인정
받던 시대에 나라 찾기에 남녀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며 분연히 나섰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어머니로, 아내로, 딸
로,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현실의 제약을 거침없이 뚫고 목숨을 건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기억해보자.

한 줄 정리

남자현과 현계옥은 대구ㆍ경북을 대표하는 여성독립운동가이다.

참고자료
자료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중에서

서로군정서에는 의복도 모두 단체로 만들어서 군정서 조직원들에게 배급해주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식 두루마기를 입도록 했다.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받으면 다 해지도록 입곤 했다. 나도 그 옷을 숱하게 만들
었다. 김동삼, 이형식 어른들께 손수 옷을 지어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가 헤아릴 길이 없다.

확인하기
Q1
이 사람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서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에 참여한 이후로 관동군사령관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하려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인물입니다.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296명 중 2등급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은 유일한 이 여성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A

남자현.

서로군정서의 여성대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경북 영양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로서

현재까지 2등급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은 유일한 여성독립운동가이다.

Q2
이 사람은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밀정>에서 여성단원으로 등장한 연계순의 모델이 된 여성독립운동가입니
다. 기생 출신으로 만주·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친 밀양 출신의 의열단 최초 여성단원은 누구일까요?

A

현계옥.

대구에서 기생으로 활동하던 중 현정건을 만나 상해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게 되어 의열단의

단원이자 독립투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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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5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 ①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광복 이후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독
재화되어 갔다.

1)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이승만 정부는 광복 이후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이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지지를 나날이 잃어갔다.
친일파 청산은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농지개혁 또한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
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전면적인 개
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6·25전쟁 직전인 1950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에 치루어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
인 다수의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
다고 판단하고 폭력 조직과 헌병을 동원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발췌개헌을 통과시
켜 이후 국민 투표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사건은 6․25전쟁
당시인 1952년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정치파동’이라고 부
른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그러나 1954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 개헌안은 1
표 차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
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56년에 제3대 정통령(대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가 실
시되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신익희
와 장면을 내세웠지만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대통령에
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었고,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
가 상당수가 나왔으며, 야당인 진
보당의 조봉암 후보도 많은 표를
얻는 등 이승만 정부에 등을 돌리
고 있는 민심이 드러난 선거였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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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에 항의하는 시민들(1954.11.)

◦발췌개헌
- 1952년 7월 4일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같은 달 7일에 공포된 제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
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
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
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
췌개헌이라 부름.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
◦사사오입개헌
-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3선
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
킨 제2차 헌법개정. 개정
투표 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
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
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
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
므로 부결되었으나 자유당
은 재적인원 203명의 3
분의 2는 135.333……인
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
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
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
사오입하면 135이고, 따
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
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선포함.

이승만 정부는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권력을 연장하였으나 국민의 지지를 나날이 잃어갔다.

Ⅵ.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확인하기

Q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헌은 무엇일까요? [1952년 부산에서 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었다.]

A

발췌개헌,

1952년 7월 4일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같은 달 7일에 공포된 제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
개헌’이라 이름 붙여졌다.

Q2
1956년 야당인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30% 득표를 얻어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로 성장하였다가 이승
만 정부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몰린 인물은 누구일까요?

A

조봉암,

조봉암은 독립운동을 했으며,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

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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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6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 ②

#국가보안법 #경향신문 폐간 #부정선거 계획

국민의 지지를 나날이 잃어가자 초조해진 이승만 정부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언론을 탄압하였다. 또한 제4대 정통령(대통
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노쇠해진 이승만을 대신할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계획
하고 있었다. 또한 민심이 야당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시키려고 하였다.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자유당과의 의
석수 격차를 줄이는 등 달라진 민심을 보여주었
다. 이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로 성장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
하였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대구매일신문의 주필
인 몽향 최석채를 구속하고 경향신문을 폐간시키
는 등 언론을 탄압하여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 성향은 1960
제4대 정․부통령 선거 포스터

년에 치루어진 제4대 정통령(대통령)·제5대 부통
령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이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
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독재정치하에서는 주로 반
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
적으로 악용되기도 함.

승만의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80세가 넘은 이승만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경
우,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부통령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이기붕을 당선시키키 위
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계획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1959년 11월부터
4할 사전 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의 지침과, 선거 당일 자유당 완장 착용자를 투표소 1백 미터 밖에 배치할 것,
투표함 수송 도중 투표함을 교체할 것, 개표 시 야당 표를 자유당 표로 바꿔칠
것,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을 85%이상으로 할 것 등의 세부 계획
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미국으로 신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유력해졌다.
그러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자유당은 이미 준
비한 부정 선거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하였다.
자유당 정권은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준비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과
일반 유권자의 포섭 공작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1960년 2월 28일에
선거권이 없는 대구의 고등학생들을 등교시키려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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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1894~1960)
- 일제강점기에 항일의 태
도를 견지하며 지낸 후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통
령특사와 국제연합 한국대
표 등을 지냈고, 1950년
6.25전쟁 당시 내무부장
관으로 재직하다가 이승만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장관직을 사임하고, 독재
화되어가는 자유당정권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는
야당 지도자로 변신함.

이승만 정부는 제4대 정통령(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계획하였다.

Ⅵ.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참고자료
자료1

발췌개헌안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부 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
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확인하기

Q1
1954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 개헌안은 1표 차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A

초대 대통령의 연임 허용(3선 허용),

당시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

기 위해 1표 차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의 논리로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켜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Q2
1960년 4대 정통령(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자유당 정부는 4할 사전 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의 지침을 내려 4·19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선거의
실시 날짜는 언제일까요?

A

3월 15일,

3·15 부정선거로 불리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이승만의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80세가 넘은 이승만

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할 부통령에 인지도가 낮았던 이기붕을 당선시키키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
거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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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배경③

#미국의 경제 원조 #대구정신

6.25 전쟁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역사적으
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구하려고 앞장섰던 대구의 정신이 2·28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났다.

2) 경제 상황의 악화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이 부
족하였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국민들은 전후 복구에 힘썼지만 어려운 경
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면서 지탱하였다. 그러나 1958년부터 미국
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정책을 바꾸면서 경제 상황
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은 내놓지 않고 권력 연장에
1950년대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

만 집착하여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었다.

3) 대구 정신의 표출
대구는 1907년에 전국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하는 등 구국 성향이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

강한 도시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등 항

조봉암(무소속) 이승만(자유당)

일 단체의 설립과 3·1운동의 전개로 이어졌다. 1920년대에는 대구고보·계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통한 항일운동이 이어졌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대구사범학
교 학생들이 결성한 비밀 결사인 다혁당과 대구상고 학생들이 결성한 태극단 비밀

전국

2,163,808
(30%)

5,046,437

대구

101,120
(72.3%)

38,813
(27.7%)

(70%)

결사의 항일 운동 등이 꾸준하게 이어진 도시였다.
이러한 대구의 구국 정신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
의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부 치하

∘이승만 정부 당시 대구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속에서 대구는 정치적으로 여당보다는 야당을 더 선호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

구분

당선자 소속 정당

여 당시 이승만 정부로부터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리게 되었다. 1948년 5월 10

제2대 (1950)

무소속 3

일에 실시된 제헌 선거에서는 야당인 한국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었으며,

제3대 (1954) 민주국민당 2, 무소속 1

1950년 5월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두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
다. 또한 1952년의 선거에서는 야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온 조병옥이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구에서 최고 득표를 하였고, 195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구에서는
모두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보다도 야당 후보인 조봉암의 표가 압도적
으로 많이 나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당 시장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이러한 대구의 구국 정신이 1960년 학생들의 2·28민
주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 줄 정리

119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대구 정신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제4대 (1958)

자유당 2, 민주당 5,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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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에 자유당 정부가 선거권이 없었던 고등학생을 등교시킨 것은 당시 대구의 정치적 성
향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A

야당.

대구는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치렀던 1956년 선거에서 대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당 시장을 배출할 정도로 야당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였다.

Q2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이승만보다도 야당 후보인 조봉암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국
에서 유일하게 야당 시장을 배출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A

대구.

대구에서는 1950년 5월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두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며, 1952년의

선거에서는 야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온 조병옥이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구에서 최고 득표를 얻었고,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 대구에서는 모두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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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8

2·28민주화운동의 전개 ①

#일요일 등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에 대구․경북 지역의 8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등교를 지시하였다.

1960년 2월 28일 일요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저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부당한 ‘일요일 등교 지시’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구는 1948년 대한민
국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야당 세력이 우세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2월 28일 대구의 수성천변에 열리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유세에
대구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기관은 물
론 민간 회사의 직원
과 대구의 8개 공립고
등학교〔경북고, 경북사
대부고, 경북여고, 대
구고, 대구공고, 대구
농고(현 대구농업마이
민주당 장면 부통령의 유세에 모인 대구 시민들

스터고), 대구여고, 대
구상고(현

대구상원

고)〕의 학생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지시하였다. 일요일 등교의 명분은 기말고사, 영
화관람, 운동 시합, 토끼사냥, 사은회, 졸업생 송별회, 무용 발표회, 졸업식 예행
연습 등 다양하였다.
일요일 등교 지시는 2월 25일 종례 시간에 경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통보되었다. 2월 26일에 등교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3월 3일로 예정된
기말고사가 2월 28일로 갑자기 변경된 데다가,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지시가 내려
진 이유를 알아차리고 분노하였다. 학생위원회 대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학교 당국의 등교 지시에 불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2월 27일 아침에도 긴급 학생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에 시험 실시 철회를 주장하는 건의안을 들고 학교장을 찾아갔는
데, 학교장은 시험 실시 대신 영화감상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절충 결과를 대의원들이 각 반에 보고하였지만,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에 끝내 승복
하지 않았다. 2월 27일은 자유당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이었는데, 자유당은 단축
수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점차 커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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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1899-1966)
- 광복 후 정계에 입문하여
초대 주미대사를 거쳐,
1951년 국무총리가 되었
으나 이후 자유당에 맞서
야당 정치인으로 부통령에
당선됨.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인
2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함.

Ⅵ.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이에 경북고 이대우(李大雨) 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심을 굳
히고 몇몇 동료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이 그의 뜻에 공감하자 더 많은
동료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3학년에서
공납금 미납으로 퇴학당한 하청일(河淸逸)을 찾아가 결의문 작성을 부탁하였다.
저녁 6시 30분쯤 결의문 초안이 완성되자 이대우 부위원장은 하청일과 함께 삼
덕동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연락을 받았던 경북고의 전화섭·권준화·정명소·윤종
명, 대구고의 손진홍·장주효·윤풍홍, 경북대 사대부고의 최용호 등이 기다리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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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등교 지시를 받은 대구지역 학생 대표들은 2월 27일 전날 밤 경북고 이대우 학생 부위원장의 집에
모여 일요 등교 지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확인하기
Q1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표시하세요.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가 8개 공립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등교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A

○.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의 지시를 받은 학교 당국은 기말고사, 영화관람, 운동 시합, 토끼사냥, 사은회, 졸업생 송별

회, 무용 발표회, 졸업식 예행연습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일요일에 학생들에게 등교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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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9 2·28민주화운동의 전개 ②

#학원을 정치 도구화 하지 말라

1960년 2월 28일 오후 1시 쯤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일제히 시내로 나가 일요 등교 지시
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감행하였다.

대구고와 사대부고 학생들도 이날 종례 시간에 갑자기 일요일 등교 지시를 받은
터라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늦게 연락받은 학생들까지 합류하여 이대우의 방에는 약
30여 명이 모였다. 마침내 밤 10시쯤 이들은 28일 오후 1시를 기해 시위를 결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를 시위 구호로 정하고, 결의문은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작성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북고와 대구고는 시위 전에 상호 연락을 취하며 시간을 맞추어 반
월당에서 두 학교 학생들이 합류하기로 합의하였다.
2월 28일 경북고에서는 12시쯤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12시
30분이 되자, 등교한 학생들은 모두 교실 밖에서 무리를 지어 앞으로 일어날 사태
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12시 55분에 이르러, 부학생회장 이대우와 학생임원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
들아’ 구호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
는 시에서 유래됨.

안효영이 갑자기 두루마리 결의문을 움켜쥐고 단상에 뛰어 올랐고, 교사들이 제지
하려고 하였지만 뿌리치고 결의문을 읽은 다음에 800여 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
였다.
시위 학생들은 삼덕우체국
앞에서 수성천변의 유세장으
로 가는 민주당의 장면 부통
령 후보 일행과 마주쳤다. 장
면 박사를 보는 순간, 학생들
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불렀고,
장면 후보는 손을 흔들어 응
답하였다.
학생들은 달리며 “일요일
등교의 저의가 무엇이냐?”,
경북도청(현 경상감영공원)에 모여 시위하는 학생들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

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쉼 없이 외쳤다. 이들은 대구상고(현재 센트
로팰리스), 경북대 사대부고 앞에 이르러 동참을 호소한 뒤, 반월당 네거리로 진출
하였다. 반월당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대구 매일신문사를 거쳐 경북 도청(현재의 경
상감영공원)으로 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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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로 나가 시위를 하던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경북도청으로 향하였다.

◦2·28 결의문 일부
- 인류 역사에 이런 야만적
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
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
던가. (중략) 우리는 배움
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를 짊어지고 나
갈 꿋꿋한 역군이요, 사회
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
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
이다. (중략)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
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중략) 최
후의 일각까지 일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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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다음 중 2·28 민주운동 당시 사용된 구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학원의 자유를 달라.
② 부정선거 다시 하라.
③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④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A

②.

2월 27일 경북고 이대우 학생의 집에 모인 각 학교의 학생 대표들은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원의 자유

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를 시위 구호로 정하고, 결의문은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작성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Q2
다음 중 2·28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들의 시위 경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학교 – 반월당 – 경북도청 - 대구매일신문사
② 학교 – 경북도청 – 반월당 - 대구매일신문사
③ 학교 – 반월당 – 대구매일신문사 - 경북도청
④ 학교 – 경북도청 – 대구매일신문사 - 반월당

A

③.

시위 학생들은 반월당에 집결하여 대구매일신문사에 들러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였고 경북도청으로 가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알리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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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화운동의 전개 ③

주제 60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에 이어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들도 담을 넘어 시위에 합류하여 경북도청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
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북 도청으로 가고 있을 무렵, 교사들의 제지를 받아
교문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들도 담을 넘거나 교사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반월당으로 향하면서 가두 시위를 시작하였다.
대구 매일신문사를 지나면서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원 내에 정치
세력 배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
은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호소하였다.
1백여 미터에 이르는 시위 행렬은 오후
1시 30분경 경상북도 도청(현재 경상감
영공원) 마당으로 진입하였다. 경상북도
도청에 몰려든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고
도청광장에 집결한 학생들

함성을 질렀다. 이때 경북고 이대우 부

학생위원장이 뛰어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였으나 뒤늦게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끝을 맺지 못하였다. 경찰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구둣발로 밟으며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일부
는 현재의 대구백화점 방향과 대구시청 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들은 후퇴하면서 자
유당 경북도당사, 경북도지사 관사 등을 돌며 자유당 정권의 불의를 규탄했다. 시

∘ 대구고 손진홍의 회고
- 나는 학생들을 뚫고 교문
을 등진 서쪽 끝에 가 섰
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약간이라도 그쳐지는 순간
만을 기다렸다. 때마침 교
장 선생님이 “학생들은 정
치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
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였
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바
로잡아 힘있게 “교장 선생
님, 오늘 우리들의 등교가
벌써 정치 도구화된 것입
니다.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듣지 말자. 학우들이
여! 가자!”고 외쳤다.

민들은 경찰에게 구타당하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 박수치며 동조하였다.
한편 경북도청 쪽으로 오던 대구고 학생들 또한 반월당 부근과 남문시장 부근에
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연행되었다. 학생들은 방망이에
얻어맞고 구둣발에 채이면서도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를 외치며 도청 방향
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경북 사대부고와 대구상고의 학생들 또한 교사들의 제지를
물리치기 위해 학교에서 농성하다가 학교 담장을 넘어 대열을 갖추고 시위에 돌입
하였다. 이들은 삼덕네거리와 대학병원(현재 경북대학교병원)을 지나 경상북도지사
관사와 자유당 경북도당사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과 충돌하여 부
상을 입거나 연행되었다. 이 밖에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농고의 학생들 또한 교
사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문을 밀치고 담을 넘어 수성천변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유세장으로 향하다가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다. 대구공고의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하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격분한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려다가 경
찰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 날 시위현장에서는 약 22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체
포됐고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각 학교의 교사들도 모진 책임추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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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 이외에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대구상고의 학생들도 담을 넘어 시위에 합류하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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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2·28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들은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의 내용을 대표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 구절
은 인도의 어느 시인의 글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A

타고르,

타고르는 우리나라 3·1운동을 열렬하게 찬양하기도 했던 인도의 시인으로,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구호는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유래되었다.

Q2
2·28 민주운동 당시 학생들은 현재 대구 시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월당에 집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A

경북도청,

당시 대구와 경북은 경상북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으며, 학생들은 행정을 총괄하는 경북 도청으로 가

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려 하였다. 경북도청은 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Q3
다음 중 2·28 민주운동 결의문을 작성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① 이대우

A

② 하청일,

② 하청일

③ 손진홍

④ 최용호

당시 3학년에서 공납금 미납으로 퇴학당한 하청일(河淸逸)이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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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화운동의 결과 및 의의

주제 61

#최초의 학생운동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일어난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맞선 싸운 민주화 운동이었다.

2월 28일 오후 경북도지사는 “시위 학생들이 자주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 독자
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며, 아직도 배움의 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
다.”고 시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행동을 일체
불문에 부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국장 역시 연행된 학생들 전원의 석방 의사를 밝혔다. 이
에 따라 부상당한 학생들이 먼저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주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학생들도 28일에 모두 석방되었다. 자유당 정권은 시위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였다가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염려하여 이러한 관용적인 조치
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학생들의 시
위는 자유당 정권이 생각하
는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
왔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
치에 움츠리고 있었던 대구
지역의 언론은 어린 고등 학
생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이
날의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다. 이 보도가 계기가 되
당시 신문에 실린 2․28 민주운동 기사

어

서울·대전·부산

등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
고,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는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3·15시위로 이어지
게 되었고, 이후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일어난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이었다. 또한 4·19혁명을 유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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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은 4ㆍ19혁명을 유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 2․28 기념사업회의 활동
- 1990년에 2․28 기념사업
회 결성함.
- 2000년에는 ‘2·28 민주
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2ㆍ28 민주운동사》를 편
찬함. “2·28민주의거의 역
사성과 세계성”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함.
또한 ‘2·28찬가’를 공모하
여 제정하고, 대구의 초등
학교 사회교과서에 2·28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2·28을 가르치게 함.
- 2004년에 대구시와 협력
하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옛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2·28을 기리는 ‘2·28기념
중앙공원’을 조성함.
- 2009년부터는 ‘2·28 민
주운동 기념관’을 세우는
작업을 추진한 끝에 현재
의 명덕로타리 부근에 기
념관이 건립됨.
- 2010년에
2·28민주운동
기념사업《50년》와 2·28 민
주운동 교육용 교재를 발행
함.
- 2012년에 대구 반월당에
2·28 민주운동 집결지 표
지 동판을 제막함.
- 2016년에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을 선포함.
- 2018년에 2·28민주운동
이 일어난 2월 28일이 공
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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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2·28 민주운동은 이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부상자는 있어도 사망자는 없는 사건이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 주목을 늦게 받다가 1980년대 이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해는 언제일까요?

A

2018년,

2·28 민주운동은 2018년 2월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28일에 있었던 2·28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Q2
2․2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

광복 이후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을 촉발시킨 최초의 민
주화 운동이었다,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일어난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맞선 싸운 민주화 운
동이었다. 또한 4·19혁명을 유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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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2 4·19혁명 ①

#3·15 부정선거 #4·19혁명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은 서울·대전·부산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 이어졌고, 3월 15일에는 마산에
서 일어난 부정선거 항위 시위로 이어졌다.

1) 2·28민주운동에서 4·19혁명으로
2·28민주운동은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의 첫 시작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
되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촉발제가 되었다.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이후 3월 5일 서울의 종로에서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의 시위로 번져 나
갔다. 학생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광화문 네거리까지 내달리며 ‘부정선거 배격하자’, ‘썩은 정치 갈아보
자’, ‘학생은 총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종로경찰
서로 연행되었다.
3월 8일 대전에서는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거나 담을 뛰어넘어 거리로 나가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며 저지하였다. 이 시위 또한 전날 자유당 정권이 이튿날 개최
예정이던 민주당 유세에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
다. 3월 10일 오전 대전상업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학교에서 조회를 마친 후에 교문을 나서면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생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전경찰서를 향해 행진하기
도 하였다.
3월 12일 부산에서도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3월 14일 오후에는 동래고·부산상고·
항도고·북부산고·영남상고·데레사여고 등의 학생들이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학도는 살아있다’, ‘민
주국가 세우자’, ‘학원에 강제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 등의 구호와 함께 전단지 수백 장을 뿌리면서 시
위를 계속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해산되었다.
2) 3·15마산의거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대전·부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3월 15일 선거 당일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계획하고 있었다. 대구·서울·대전·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3월 15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 민주당 마산시 지부에서는 민주당 당사에 모인 시민들에게 부정선거를 폭로하
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를 들은 시민들이 분노하여 시위가 시작되었다. 제1차 시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완전히 끝났으나, 시위 소식이 마산 시내에 퍼지면서 시위가 끝난 뒤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당 당사 앞
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1천여 명이 운집하였다. 이들의 시위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이 시민
들에게 실탄 사격을 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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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대구의 학생 시위는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Ⅵ.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확인하기

Q1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운동인 2·28 운동은 이 사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 경상남도 창원·마
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 항쟁으로 4·19 혁명을 촉발한 계기가 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A

3·15 의거.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와 정경유착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되어 경찰의 발포로 해산되었으나, 4월 11일
김주열 군의 시신 발견에 따라 2차 시위로 이어졌다.

Q2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이 민주화운
동은 3·15 마산의거를 거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
까요?

A

4·19혁명.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 일어난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맞선 싸운 민주화

운동이었다. 또한 4·19혁명을 유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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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3

4·19혁명 ②

#김주열 #고려대 학생 시위 #계엄령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항의에서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였고, 4월 11일에는 제1차 마산 시위 과정
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숨진 채 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서울로 시위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나아가 전
국적인 시위로 번져갔다.

4월 11일에는 제1차 마산 시위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숨친 채 바다에서 발견되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여 상황을 무마하려 하였지만, 국민들
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8일 대학 캠퍼스를 떠난
3천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은 스크
럼을 짜고 경찰의 방어선도 무너뜨
린 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
를 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
다. 경찰은 깡패들을 동원하여 학
생들을 무차별 구타하도록 명령하

◦김주열(1943-1960)
- 1960년 3월 15일에 이승
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
하는 '마산데모사건'이 일어
났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
였음. 그는 이 시위에 참가
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4
월 11일에 왼쪽 눈에 최루
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됨.
사체 검안 결과 사인은 "미
제 최루탄(길이 17㎝, 폭
3㎝)이 안부에 박힌 것" 때
문이라고 밝혀짐.

였다. 이 소식에 분노한 학생과 시
민들은 4월 19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오전 학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된 김주열군의 시신

생들이 중심이 된 3만여 명의 서
울 시위대가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경무대로 진출하자,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많은 사
람이 죽었다. 이를 계기로 오후에는 시위 숫자가 10만여 명으로 늘어나 평화적인
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환하자, 드디어 오후 5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선포되
고 통행금지가 연장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
위가 연일 계속되자, 자유당 정권은 각료 일부를 해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였
다. 그러나 25일 대학교수 250여 명이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도
함께 행진하였다.
4월 26일에 수많은 시민이 아침 일찍부터 서울 중심가로 몰려나와 대통령의 하
야를 요구하며 함성을 울렸다. 마침내 오전 11시경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발
표하였다. 이렇게 하여 2·28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12년간의 자유
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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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마산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는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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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4·19혁명 당시 시위가 확산되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이 조치를 내려 시위 확산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군
대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내린 이 조치는 무엇일까요?

A

계엄령.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를 말한다.

Q2
이 학생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제1차 마산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왼쪽
눈을 맞고 사망하여 마산 앞바다에 버려졌다가 발견되었습니다. 4·19혁명이 서울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
를 제공하였던 이 학생은 누구일까요?

A

김주열.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던 그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4월 11일에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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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4

4·19혁명 ③

#대학교수 시위 #이승만 하야

이승만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시위 분위기가 침체되려는 상황에서, 4월 25일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부정선거 시위에 동참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4·19혁명 당시 초등학생
강명희의 글
아! 슬퍼요 / 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 / 달음박질 소
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
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
였어요.

3) 4·19혁명과 대구
4월 19일 당일 대구에서는 경북대 학생 3
천명을 비롯한 대구대·청구대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김주열의 죽음을 추모하
는 시위를 시내에서 벌였다. 4월 25일 100여
명의 경북대 교수들이 긴급교수회의를 열어 이
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였고, 4월 26일 경북대를 비롯한 청구대·대구
대 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교수들의 시위에 이어 학
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날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의

4·19혁명 당시 경찰의 공격을
피하는 학생들

사임 발표에 뒤이어 이승만 독재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의 사퇴를 이끌어내었다.
4) 4·19혁명의 결과
4·19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
의의 혁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원
제 의회 구성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에 따라 민의
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오빠와 언니들은 / 책가방을
안고서 / 왜 총에 맞았나요
/ 도둑질을 했나요 / 강도질
을 했나요 /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 점심도 안 먹고 /
저녁도 안 먹고 / 말없이 쓰
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
리고 25일, 26일 / 학교에
서 파하는 길에 /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 외로이
남은 책가방 / 무겁기도 하
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 엄마 아빠 아무 말 안해도
/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 오빠와 언니들
이 / 배우다 남은 학교에 /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 우
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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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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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이승만 하야 성명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3.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4. 선거로 인한 불만스러운 점을 없애기 위하여 이기붕 의장을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확인하기

Q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탄생하였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장면 내각.

4·19 혁명 후 제정된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Q2
4·19혁명 당시 시위가 확산되자,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가 내린 조치는 무엇일까요?

A

계엄령.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 조치를 말한다.

Q3
4·19혁명 이후 개헌이 이루어져 장면 내각이 탄생하였습니다.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개헌의 내용은 무엇일
까요?

A

양원제와 내각책임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국회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양원제 의회 구성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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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5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①

#5·16 군사정변 #한일 국교 정상화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졌으며,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박정희 정
부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였으며, 베트남에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4․19 혁명 후 성립된 장면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
었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장면 내각의 군대 축소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박
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부 세력이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빌미로 1961년
5월 16일에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5·16 군사정변).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박정희를 앞세워 군정을 실시하다가 대통령 중심제
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군사정변 당시 민정 이양을
약속하였던 박정희가 전역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탄생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반공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정
희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물리치
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
일협정을 체결하였으며(1965),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
에도 군대를 파견하였다.(1964)
대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 침묵 시위

∘ 6·3 항쟁(1964)
- 6·3 항쟁은 ‘한일회담 반
대 운동’, ‘6·3시위’라고도
부름. 이 항쟁이 전개된
기간은
서울에서 한일
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
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지
칭함. 6·3 항쟁은 이후
한일협정 비준서가 조인된
1965년 12월까지 펼쳐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큰
영향을 끼침.

이러한 자금들을 바탕으로 경
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성장에 노력한 결과 경제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박정희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가
결시켰다(1969). 개헌안에 따라 치러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인
신민당의 유력 후보인 김대중을 가까스로 물리치고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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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국제시장>
-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부터 격변의 시대를 살아
온 우리 시대 아버지의 이
야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나라와 가
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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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추진하였다.

주제 66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②

#유신헌법 #긴급조치

경제 성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단행하였고, 이는 박정희 1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의 장기 독재 체제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12월에 국가 안보 위기를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사회질서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비상계엄
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후, 비상 국무 회의에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10월 유신).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권을 집중시킨 비민주적인 헌법이었다. 이
헌법으로 대통령 중임 제한이 철폐되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고, 대통령
직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6년마다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였으며, 이들은 유신정우회
를 구성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
산권, 대법원장과 헌법 위원회 위
원장 임명권을 행사하였고, 나아

∘ 긴급조치
-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
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
거해 대통령이 발령했던
특별조치. 법률과 같은 효
력을 지녔던 긴급조치는
모두 9차례 공포됨. 긴급
조치를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
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짐.
1980년 10월 27일에 유
신헌법이 개정되면서 긴급
조치는 폐지됨.

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 세
력을 억압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참석자들의 모습

한 줄 정리

∘ 통일주체국민회의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
년 12월 발현된 유신헌법
에 의해 공포된 헌법 기
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된 2000~5000명의 대의
원으로 구성되었고, 의장
은 대통령이 맡았음.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통일 정
책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대통
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국
회의원의 1/3을 선출하였
으며, 헌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
을 가짐.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에 이어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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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유신헌법(1972.12.27.)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
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2

긴급조치 1호(1974.1.8.)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확인하기

Q1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A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공과 경제 발전을 강조

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으며(1965),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에도 군대를 파견하였다(1964).

Q2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중 대통령은 별도로 선출
된 이 기구의 대의원들이 선출하였는데,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던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에 발현된 유신헌법에 의해 공포된 헌법 기관이다. 통일주

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000~5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 정책 최고의 결정 기관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국회의원의 1/3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안
을 최종 확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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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7

유신 시대의 민주화 운동 ①

#개헌청원 1백만인 서명 운동 #3·1민주구국선언

박정희 1인 권력 중심의 유신 체제에 국민들이 저항하자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자
유를 억압하였으나 부마항쟁과 10.26사태를 계기로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유신헌법이 공포되자, 학생과 지식인들은 박정희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유신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1973년에 중앙정보
부가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이 일어나자, 장준
하·백기완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
동하여 민주 인사를 투옥하거나 해직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하였다. 또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
하고 유신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1976년에는 재야인사들이 명동 성당
에 모여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1978년에 치러진 국
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
화당보다 높은 득표율
을 보이자, 반정부 시
위의 강도는 더욱 높아
졌다. 게다가 제2차 석
유 파동과 중화학 공업
에 대한 중복 투자 때
유신 헌법 반대 시위

∘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
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
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
盟) 관련자들을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생운동권
탄압사건.
1974년 4월 3일에 유신
독재 철폐를 위해 서울대
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운
동권 학생들이 전국 각지
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
함.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
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
(1,024명)들을 정부 전복
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
세력으로 몰아 그중 180
명을 구속함. 이중 인혁당
(人革黨) 사건과 관련된 8
명은 사형되었고, 나머지
는 징역형에 처해짐.

문에 경제 위기가 고조
되어 박정희 정부는 안

팎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79년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
을 공고하자, 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
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신민당 당사에 경찰이 투입되어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하여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YH 무역 사건).

한 줄 정리

3·1민주구국선언 – YH 무역 사건 –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10.26사태가 일어나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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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8 유신 시대의 민주화 운동 ②

#부마 민주화 항쟁, #10․26 사태

HY무역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였
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이에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부마항쟁). 학생들은 ‘독재 타
도, 빈부 격차 해소’ 등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시민이 동참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
고 권력자들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숨지게 하는
10·26사태로 유신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참고자료
자료1

3·1민주구국선언(1976)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민주
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 이 나라의 먼 앞날
을 내다보면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 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확인하기
Q1
1976년 3월 1일에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을 중심으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
대하여 발표한 민주 선언은 무엇일까요?

A

3·1민주구국선언.

19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의 3·1절 기념 미사와 기도회에서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을 중

심으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을 말한다.

Q2
YH 무역 사건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었고,
이로 인해 부마항쟁을 촉발시켰던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A

김영삼.

YH 무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

하였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Q3
부마항쟁 처리 과정을 두고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 끝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
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무엇이라 할까요?

A

10·26사태.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부마항쟁). 학생들은

‘독재 타도, 빈부 격차 해소’ 등을 주장하였고, 여기에 시민이 동참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권
력자들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숨지게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사
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10.26사태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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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9

5·18 민주화 운동

#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유신 철폐와 민주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
였다. 신군부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10·26사태 이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올
랐고, 사회 전반에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 사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에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
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듬해 봄이 되어도 민주 헌법의 제정과 민주 사회를 이
루려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자, 민주화를 갈망하는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1980년 5월 서울역 광장에서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 계
엄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울의 봄).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에 오히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전
라남도 광주에서는 비상

∘ 5·18 희생자 수
- 열흘에 걸친 5·18 민주
화 운동의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
함.
- 2011년
5월
25일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
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최종으로 등재됨.

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
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신군부는 부마항
쟁 때처럼 광주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공수부

∘
-

대원을 투입하여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 학생들을
금남로에서 시위하는 광주 시민들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는 광주 전체는 물론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5월 21일에
신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전남대학교와 전남도청 앞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무

5·18 관련 영화
《택시운전사》,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는 2017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으
며, 5·18 민주화 운동 당
시 현장취재를 통해 광주
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외
신기자인 위르겐 힌츠페터
와 그를 도운 택시운전사,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이
야기를 다룸.

차별적으로 총을 쏘았고, 이에 맞서 시민들은 경찰서에 있는 무기를 빼앗아 스스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하여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전남도청으로 진격하여 시민군을 진압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막을 내렸다. 비록 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되었으나,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 줄 정리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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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광주 시민 궐기문(1980.5.20.)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모두 의아해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
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야 되겠습니까?
- <신동아>, 1990년 1월호 부록

확인하기
Q1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바람에,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를
불러일으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세력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A

신군부,

하나회 혹은 신군부는 1963년 전두환·정호용·노태우·김복동 등 대한민국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사조직을 말한다.

Q2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들이 최후의 항쟁 장소로 택하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A

전남도청,

1980년 5월 27일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 수뇌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여 전남도청에서 항전하

는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다.

Q3
1980년 5월 서울역 광장에서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민주화 운동을 부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A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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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0

전두환 정부

#국보위 #삼청교육대 #제5공화국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한 후에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7년 단임
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제5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전두환을 상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행정·입법·사
법의 3권을 장악한 국보위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던 교수와
언론인, 교사 등을 대거 해직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하였으며, 사회악을 없앤다는 명
분으로 수만 명을 체포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게 하였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

∘ 삼청교육대
- 1980년 5월 31일에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
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
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
대 내에 설치한 기관.

을 물러나게 하고 1980년
8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다. 이윽고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1980년 10월 27
일에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한 새 헌법을
공포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삼청교육대의 모습

전두환이 7년 단임의 제12
대 대통령에 재차 선출되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1. 2.).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을 내세웠으며, 학도호국단 폐
지,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통행금지 해지, 과외와 학원 수강 전면 금지,
프로 야구단 창설 등과 같은 유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은 탄압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반공법을 국
가보안법에 흡수 시켰으며,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을 하달하는 등 기사
내용을 간섭하며 언론을 장악하였다.

한 줄 정리

전두환 정부는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율화와 같은 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
화요구를 철저히 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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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Q1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

1980년 5월 31일에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였다.

Q2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는 사회악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수 만 명을 체포하여 군사 훈련을 받
게 하였는데, 이 군사 훈련 기관을 무엇이라 할까요?

A

삼청교육대,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 정화’의 일환

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Q3
1980년에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언론을 통
제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A

보도 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을 간섭하고 통제함,

전두환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켰으며,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을 하달하는 등 기사 내용을 간섭하며 언론
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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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1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 #4·13 호헌조치

전두환 정부가 신군부의 장기 집권 체제를 꾀하려 하자,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시도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국민들은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켜 저항하였고, 결국 전
두환 정부는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의 진상 규명과 책
임자 처벌을 주장하였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계 각 층의 민주 인사
들로 구성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에

∘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 영화 《1987》은 6월 민주
항쟁 기간에 일어났던 박
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이
한열 열사의 이야기 등을
다룸.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터졌고, 급기야 1987년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번져 가는 가운데 전두환은 7년
단임의 간선제를 고수하는 4·13호
헌조치를 발표하였다. 4·13호헌조
치가 나오자, 대학생과 일반 시민
들은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
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민주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 와중에 대
학생 이한열이 시위 중에 경찰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 명동성당 시위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고 전두환 정부는 공권
력을 앞세워 시위를 진압하였지만,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
복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을 선언하였다. 이로 말
미암아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198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당에서는 노태우가 출마하고 야
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모두 출마하였는데, 야당 후보 단일화의 실패
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1988년 4월에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은 5공 청
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한 줄 정리

전두환 정부에 저항하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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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료1

6·10 국민대회 선언(1987.6·10.)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
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
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자료2

6·29민주화선언(1987.6·29.)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들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확인하기

Q1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물
고문으로 사망했던 학생은 누구일까요?

A

박종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재학 중이던 1987년 경찰에게 불법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

다. 경찰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폭로되면서 6월 민주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Q2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절대로 시행하
지 않겠다고 내린 조치는 무엇일까요?

A

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에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유지하려던 특별 선언이었다. 말 그대로 ‘현행 헌법

을 유지한다(보호한다, 수호한다,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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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987년 6월 민주 항쟁 당시 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학생은 누구일까요?
(영화 ‘1987’년에도 이 학생이 등장하였다.)

A

이한열.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재학중이던 1987년 6월 9일에 연세대학교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

가 전경이 쏜 최루탄에 피격되었다. 그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Q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나날이 확산되자,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였
습니다. 이에 발표한 민주화 선언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A

6·29민주화선언.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

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이다.

Q5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 외친 구호는 무엇일까요?

A

호헌철폐, 독재타도.

4·13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

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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