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기념사

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www.228.or.kr

2·28특집

2·28기념사업에대한전향적관심과시정방향을기대하며... 

1960. 2. 28 경북고등학교에서낭독된결의문

2·28민주운동의의미

2·28관련자료- 하청일씨의반독재운동

대마도, 자전거로달리다

4제8권1호통권29호

2008





제8권1호통권29호봄

발행인/ 류진춘

편집인/ 김약수

인쇄/ 2008년4월30일

발행/ 2008년4월30일

편집위원/ 김광주, 김동환, 김상규, 김종인

김현철, 박명철, 이방현, 장 향

발행처/ 사단법인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제작/ 오륜프린테크(053)422-3344

701-814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4  (신암3동164-1)

(대구은행신암동지점2층)

Tel. (053)943-0228,  Fax.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04 2·28기념사업에대한전향적관심과시정방향을기대하며... 
/ 류진춘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공동의장/ 경북대학교교수

10 1960. 2. 28 경북고등학교에서낭독된결의문
/  이대우 부산대명예교수

12 2·28민주운동의의미

16 2·28관련자료- 하청일씨의반독재운동
/  김연복

18 대마도자전거로달리다
/  김현철

32 서원탐방- 죽은최팔개, 죽도최팔원선생과용산서원
/  김상규 2·28의횃불편집위원

41 사월노래/ 이동순시인

42 인연/ 홍억선수필가

44 2008년도정기총회

45 이시형박사(정신의학) 특강

46 민주시민교육회의

47 2·28 자연보호산악회

48 2·28 회원고교모범졸업생표창

50 제8회2·28민주운동 짓기공모

2·28기념사

특별기고

2·28 특집

문예광장

2·28일지

입회안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을돕는여러분의정성은
※2·28정신의계승발전과우리나라 21세기민주발전에
※큰보탬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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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대구·경북시민여러분! 

참석하신기념사업회역대회장님, 회원여러

분, 학생여러분, 그리고내빈여러분.

오늘날경제가리드하는신자유주의 로벌

시대고도산업사회에서민주화의의미가퇴색

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민주화의 초석이 된 4·19혁명의 도화선

에불을붙인2·28대구학생의거48주년을기

념하기위해이자리에함께하 습니다.

│2·28 기념사│



│2·28기념사업에대한전향적인관심과시정방향을기대하며│

2·28의거는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대구시민정신의 표출이었으

며 한국사회의 민주적 정통성을 심는 선구적

역할을한자랑스러운대구의역사입니다. 100

년전일제의경제침탈에맞서전국민에게독

립정신을고취시킨국채보상운동의반외세자

주정신과함께대구·경북시민, 남인의빛나

는시대정신의표상입니다.

흔히역사는지나간과거에대한단순한기

억이아니라현재를통하여재구성되는기억이

라고합니다.

사실2·28의거가일어난우리대구의역사

는20세기근대사이래한국역사의중심에있

었으며태산교악의사람들이사는달구벌은한

국의어느지역보다자유롭고진취적인기상으

로 열린 도시, 생명의 땅이었으며 야성의 도시

이자민주주의의보루 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

희체제의등장이래지역출신의권력엘리트집

단과 보수언론 유착, 전향적 사회변화를 요구

하는시대적요청을외면하 습니다. 정치적으

로는퇴 적보수화와연고적지역주의의온상

이 되는 가운데 대구는 한국사회 속에서 외딴

섬과같이고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시민사

회는 깊은 패배주의의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지역의산업과경제는신자유주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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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기념사업에대한전향적인관심과시정방향을기대하며│

벌시대상황속에서10여년간연속전국최하위

의 지역내 총생산을 기록하는 침체를 못 벗어

나고있는것이그동안의현실이되어버린것

을부정할수없지않습니까?

이러한상황속에10년만의정권교체를통

하여 출범하게 된 이명박 정권에 거는 희망과

기대감은어쩌면당연하게생각되는지역정서

의한측면입니다. MB가공약한한반도대운하

와동남권신공항은내륙도시의입지적열세를

극복하고성장동력을되찾고발전하는기대를

모으는가운데그동안의패배주의를극복하고

이지역을한단계도약발전시킬것으로지역

의인사들은열망하고있습니다. (대운하공약

자체가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

사실 10년간 정권교체로 그 동안 낙후되고

침체된이지역의성장동력을회복하고새로운

발전과도약의계기를이룰수있는가능성자

체를부정할필요는없습니다.

그러나과거30여년동안권력의산실이었

던 이 지역에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만으로 대

규모의재정이유입되지도않았고대기업이유

치되지도않았으며지역경제도전국최하위를

면치못한것이오늘의현실이아닙니까?

대구경북시민사회가전근대적연고주의와

지역주의, 못 먹어도 고(Go)하는 퇴 적 시민

의식을청산하지않고는지역출신이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침체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대구경북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로 이러한 지역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급

선무이며 이를 위해 먼저 관료집단의 폐쇄적

연고의식과권위주의청산과한나라당일당독

주(一黨獨走)의 지배구도 속에 형성된 서열화

된지역정치풍토쇄신이절실합니다.

지역의이러한관료사회의쇄신과정치구도

를극복하지않고서는지역의시민사회와관료

집단 각 분야의 리더들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

구경북의발전과경제활성화를위한창조적이

고 전향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배출

되는풍토를바라기는정말기대난망입니다.

더욱이압도적인승리로이명박정권을탄생

시킨대선과정은반독재민주주의시대가종결

되었다는섣부른진단이힘을얻으면서실용주

의적MB노믹스체제속에서새로운권위주의가

고개를 들고 新TK세력의 정치적 부활조짐까

지지적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대구경북지역이새로운

발전과도약을위한성장동력을끌어내기위해

서도시민사회의역동적이고민주적시스템이

작동하는전향적이고열린사회풍토를조성할

것이시급하게요구됩니다.

48년 전의 2·28학생의거의 주역이었던

2·28선배 여러분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관련제단체, 그리고 부산 마산 등 경향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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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기념사│

민주단체 대표 여러분과 대구시민이 함께 2·

28민주운동 48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진정한

의미는단순한기억을기념하는행사에의미를

부여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모두에서말 드렸듯이역사는과거에대한

단순한기억이아니라현재를통해재구성되는

기억입니다. 48년전의 2·28민주운동의 역사

를 복원하고 그 참된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오늘을살아가는우리들의몫입니다.

대구경북시민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2·28기념사업회와 시민

사회관련 단체와 기관은 깊은 자성과 성찰을

통하여건전한시민사회발전과지역의정치경

제사회문화등제반측면의활성화를위한대

구경북 사회 개혁과쇄신을 위하여 무엇을, 어

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짚어나가

야할것입니다. 

2·28, 3·15, 4·19혁명 이래 반세기에 걸

친한국사회민주화운동의역사속에절차적민

주주의는이루어졌으나시민사회는오히려절

제되지않은이해관계의분출과사회적갈등현

상이커지고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가시민사

회속에일상화하기위한시민들의민주의식과

역량을함양하는건전한시민사회형성이중요

한시대적과제가된오늘날2·28기념사업회

와시민사회단체의역할이더욱요구됩니다.

2·28기념사업회는 의거 50주년을 맞는

2010년을역사적분기점으로대구지역의민주

운동관련단체를 포함한 제반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는 가운데 2·28민주운동에 대한 새로

운 역사적 조명과 시민사회의 공유방안, 청소

년민주교육과민주시민교육등관련사업의협

력과공동대응으로창조적비전과전향적리더

쉽을 형성 배양하고 시민 사회가 서로 소통하

고연대협력하는열린시민사회를만들어내는

사업과활동을전개해나가고자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

토대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28

기념청소년도서관과청소년유스호스텔그리

고 2·28기념관을 건립 내지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시민사회단체와함께노력할것입니다.

오늘 기념식장에 2·28기념사업회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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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고문인 장경훈

광역시의회의장님께서도 함께 계시지만 대구

광역시의 2·28기념사업회에 대한 그 동안의

관심과 지원은 부산의 민주공원이나 마산의

3·15기념사업회에대한지원규모와비교하기

조차부끄러운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의 국채보상운동기념

100주년을계기로기념관건립에과감한지원

을 하는 등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부문에 대

한투자의적극성을보이는것을계기로2·28

기념사업에대한전향적관심과시정방향을기

대하며 다시한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19혁명제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마산

3·15기념사업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리며 인

사말동시에대구시민과시민사회단체의각별

한관심과애정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8주년2·28민주운동기념행사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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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당시경북고학생으로결의문을낭독했던이대우부산대명예교수가

제48주년2·28민주운동기념식에서결의문낭독을재연하고있다.

│2·28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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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2. 28 경북고등학교에서낭독된결의문│

인류역사이래이런강압적이고횡포한처사가있었던고, 근세우리나라역사상이런야만적이고
폭압적인일이그어디그어느역사책속에끼어있었던가? 
오늘은바야흐로주위의공장연기를날리지않고六日동안갖가지삶에허덕이다모이고모인피
로를풀날이요내일의삶을위해투쟁을 위해그정리를하는신성한휴일이다. 
그러나우리는이하루의휴일마저빼앗길운명에처해있다. 
우리는일주일동안하루의휴일을쉴권리가있다. 이것은억지의말도아니고꾸민말도아니고인
간의근세몇천년동안쭉계속해서내려온관습이요, 인간이생존해나가기위한현명한조치이다.
그러나우리는살기위해만든휴일을빼앗기리. 
우리는피로에쓰러져죽어야만하나, 생각해볼지어다. 
우리는배움에불타는신성한각오와장차동아를짊어지고나갈꿋꿋한역군이요, 
사회 악에물들지않는백합같이순결한청춘이여, 학도이다. 
우리百萬학도는지금이시각에도타골의詩를잊지않고있다. 
『그촛불다시한번켜지는날너는동방의밝은빛이되리라』
큰꿈을안고자라나가는우리가현성인사회의정치놀음에일체관계할리도만무하고
학문습득에시달려그런시간적인여유도없다. 
그러나이번일을정치에관계없이주위사회에자극받지않는책냄새땀냄새촛불꺼멓게앉은순
결한이성으로서우리의지금까지배운지식을밑바탕으로하여일장의궐기를하려한다. 

百萬學徒여피가있거던우리의신성한권리를위하여서슴치말고일어서라, 
학도들의붉은피는지금이순간에도뛰놀고있으며
정의에배반되는불의를쳐부수기위해서는이목숨이다할때까지투쟁하는것이우리들의
기백이며이러한행위는정의감에입각한이성의호소인것이다. 

우리는민족을사랑하고민족을위하여누구보다도눈물을많이흘릴학도요, 
조국을괴뢰가짓밟으려하면조국의수호신으로가버릴학도이다. 
이민족애의조국애의피가끓는학도의외침을들어주려는가? 
우리는끝까지이번처사에대한명확한대답이있을때까지싸우련다. 
이민족의울분, 순결한학도의울분을어디에호소해야하나? 
우리는일치단결하여피끓는학도로서최후의일각까지최후의일인까지부여된권리를
수호하기위하여싸우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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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특집│

20대백수 109만명, 취업임금근로자의 41%가비정규직 88만원세대인요즘시대대학교정에

4·19를기념하는집회는커녕 4·19주간의세미나와심포지엄등학술행사는물론이고노래패와

연극동아리의공연을알리는선전물은없고, 교정을가득채우고있는취업특강현수막속에4·19

를제대로아는대학생과젊은이들조차별로없는현실이다. 

민주주의를이루기위한끊임없는투쟁에많은이들이꽃다운목숨을바쳤고이제는쿠데타와부

정선거는꿈도꿀수없는시대를누리고있다. 

4·19혁명을이끌어낸원동력이었던 2·28민주운동(대구학생의거)이대구·경북시도민들에게

조차잊혀져가는안타까운현실속에, 다시한번그날의참뜻을살펴보고자한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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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의의미│

2·28민주운동관련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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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특집│

2·28민주운동은이승만자유당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 실정이 절정에 다다르며 국민들

의생활과감정이“못살겠다갈아보자”고할만

큼 빈곤과 불법적 인권유린이 극에 달한 시대

상황에서일어난대구의고등학생들이자발적

이고조직적으로일으킨민주적저항운동이었

다. 

당시이승만자유당정권은 구집권을위한

개헌을했고1960년3월15일정·부통령선거

를 맞아 정권의 부패와 부정으로 민심이 이반

했음을알고도부정선거로집권을연장할것을

기도했다.

이같은자유당의장기집권을위한부정음

모가 진행되면서 정·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

지에이르 던1960년2월28일대구시내수

성천변에서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張勉)

박사의선거연설회가계획되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엔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자유당정권의악정을갈아치워야한다는소리

없는 여론이 전국을 메아리 쳤고 대통령 선거

엔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에 초점이 모 으

나불행하게도조박사가서거하는바람에부통

령후보인장박사가모든여망을걸머졌다. 이

때문에일요일인그날의수성천변유세는대구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이목이 집중

돼 자유당 정권의 감시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예상됐다.

선거의패배를예감한자유당정권은이성을

잃고 학생들이 유세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구 시내 공립 고등학교에 일요 등교

를지시했고, 학교당국은온갖핑계로일요등

교를 강행했다. 어린 학생들마저 정치적 도구

로희생시키려했던것이다. 학교에따라갑자

기임시시험을친다고했고, 단체 화관람이

나토끼사냥을간다는핑계로일요등교를종

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당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압적인간계를간파한학생들은불의에몸을

떨었고 그날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당국의 지

시에따르지않고이같은자유당정권의불법

과 부정을 규탄하는 집회로 바꾸어 궐기했고

교사들의만류에도불구하고학교를뛰쳐나왔

다. 당시 인구가 집했던 중앙통을거쳐 경북

도청과 대구시청, 자유당 경북도 당사, 경북지

사관사등을돌며자유당정권의악행을규탄

2·28민주운동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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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의의미│

했다. 숱한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고통을

받았고교사들도모진책임추궁을받았다. 

독재에 움츠렸던 언론도 마침내 2·28대구

학생의거를보도함으로써전국의학생들이잇

따라궐기와시위에나섰다. 당시아무도함부

로나서지못했고, 기성세대들도말못했던공

포분위기를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

고 조직적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

다. 대구시민들도 경찰에 쫓겨 도피하는 학생

들을 숨겨주는 등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

다. 2·28은 당시 참여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었

지만그시대의부모, 형제가족의암묵적동의

와대구시민의시대정신을담은반독재민주운

동의분출이었다.

2·28대구학생의거는 광야를 태우는 한 알

의불씨가되어들불처럼번져3.8대전, 3.10수

원,충주,3.12부산,청주 등 전국의 도시로 고등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 3·15마산의거와 4.11

마산2차의거에 이은 4·19혁명과 4·26이승

만대통령하야로이어져마침내독재정권을무

너뜨리고, 이나라최초의민권민주주의혁명

인4월혁명을완수했다. 

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반

독재민주화운동으로대구시민정신의표출이

었고, 국가의민주적정통성을심는선구적역

할을한자랑스런대구의역사인것이다. 

100년전대구에서일어나일제의경제침탈

에맞서전국민에게독립정신을고취시킨국채

보상운동의 반외세 자주화 정신과 함께, 대

구·경북시도민, 남인의자랑스런시대정신

으로부활, 승화시켜야할것이다.



16 | 2008  2·28의 햇불

│2·28 특집- 특별기고│

오늘이2008년 2월 23일이니벌써48년이란세

월이눈깜짝새지나간1960년 2월중순어느날이

었다.  당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장

면후보의 선거 유세가 치열했으며 3선 개헌을 어

붙인 후 자유당 일당독재 연장을 시도한 정국 불안

속에 뜻있는 지식인들의 우려와 한탄이 여기저기서

회자되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 대구사범학교 2학년

에서 3학년에진급예정이었으며지금의대구시남

산동 남문시장부근 대건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어

느집하꼬방 ( 안채와떨어져있는 작은판자로이

은방) 에서자취생활을하고있었는데안채에는당

시경북중학교에다니던하모씨(현, 아동문학가)와

경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그의 형 하청일씨

형제가부모님과함께살았다. 

1960년 2월은지금기억으로도정말어수선했던

시절이었고당시대구의대통령선거유세기간에대

구의학교현장에참으로웃지못할일이일어났다.

자유당이승만후보의유세일은수요일인데각급중

고등학교에서단축수업이이뤄지고학생들을유세현

장에참석하게했으며민주당장면후보의유세일은

일요일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생들을

앞산에데려가토끼잡기를하게하는등정말노골적

인선거방해책동이행해졌기때문이다.

필자가당시사범학교3학년진급을준비중이던

2월어느날, 안채의하청일학생이필자의하꼬방에

찾아와 무언가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내 며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공부에 만 전념하던 동생

과달리훤칠한키에넓은이마와서 서 한눈, 그

리고 조금은광대뼈가발달한호남아의인상을가졌

었는데 그날따라 엄청 비장한 눈빛을 띄고 있었다.

그가필자에게보여준것은학생데모구호10개항

이었다. 

그는 필자에게“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침묵해서

는안될때가되었습니다. 우리학생들이단체로나

2ㆍ28 관련자료

하청일씨의반독재운동

김 연 복
한국최초의 시작가
1986년미국월트휘트먼시협상수상
창작 시집『Lost Landscape 』(잃어버린풍경)외다수
현, 한국문인협회외국문학부번역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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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않으면사회의성인들은이정권의세력과공안

당국에 모두 개인으로 맞서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악랄한중앙정보부와그폭력단체의제물이될수밖

에없습니다.”라고하면서그가작성한학생데모구

호10개항의문장을좀손질해달라고했다.

그내용은대략다음과같았다

1. 신성한학원을선거에이용하지말라.

2. 정의로운학생들을불법동원하지말라

3. 자유당정권은일당독재를중단하라

4. 3선개헌은무효다

5. 중앙정보부폭압정치중단하라

6. 민주양심구속인사석방하라

7. 부정축재자처벌하라

8. 불법부정선거중단하라

9. 언론자유보장하라

10. 우리는진정한민주주의를원한다.

필자는그가만들어온상기데모구호10개항을

훑어본 후무언가 섬뜩한 비장감을감출 수가없었

다. 사실 당시에는 위의 데모 구호 한 가지만이라도

섣불리 발설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운명에처해질수있는상황이었다.  필자가손

본 것은 3항의“자유당 정권”을“정부”로, “일당독

재”를“독재정치”로, 4항의“무효”를“인정할 수 없

다.”로정도 음을기억한다. 그러나그것이그와필

자와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해후 다. 그 이후 필

자는 생필품 공급을 위해 고향집에 다녀온 후 그의

모습을더이상발견할수가없었다.

그리고평소인자하고온후하신그의어머니의한

숨어린 표정을 보며 한 동안 안쓰러운 감을 느끼지

않을수없었다. 그이후풍문으로들은소식에의하

면그는정말위의데모구호5항의희생양이되어한

동안엄청난정신적신체적구타의후유증으로고통

받다가짧은생애를마감한것으로알고있다. 그이

후로도계속된군사정권아래서하청일의가족은죄

없는죄인처럼늘가족적인불행으로만치부하며지

금도떳떳이 그일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실은

아동문학가인 동생의 시집 속에“형아, 형아,”라는

시나그의 경상도청보리 찬가에 그의형에 대한애

수가너무나 절절하게녹아 있음을 어찌부인 할수

있으랴. 

아동문학가 하 모 교장은 지금도 필자를 그날의

형을떠올리며형처럼대하고있으니그한이얼마나

뼈에사무쳤겠는가!

*이상은 대구미래대학 김약수 교수(『2ㆍ28횃불』편집위원

장)의간절한부탁으로회고한것이나본인가족이개인가족

사로공개를탐탁찮게생각하여지금까지미뤄졌으며필자의

회고없이는이갸륵한민주투사의족적이 원히역사의뒤안

길에묻힌다하여한자적어올림을밝힌다.(2008.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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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역사에있어서가깝고도먼일

본, 일본이독도 유권을주장할때마다나오는

대마도 문제. 왜구의 소굴로 끊임없이 우리 민족

을종종괴롭혔던대마도는여말선초3차례에걸

친정벌이있었고, 특히세종즉위원년1419년이

종무장군이병선 227척에 1만7천명의대군을끌

고대마도를완전정벌하고철수하 다. 

그리고는 조선통신사 행렬이 일본 본토로

가기위한길목인대마도. 19세기후반일본메이

지정부는대마도를일본에편입시켰다. 

부산항에서49.5㎞떨어져있고, 일본의큐슈후쿠오카(福岡,博多)항까지는138㎞떨어져있

어한국에더가까운대마도는현재일본큐슈(九州)지방의나가사키(長崎)현쓰시마(對馬)시로6개

의마치(町- 우리나라의읍)로나뉘어진, 본섬은남북간약82㎞, 동서간약18㎞로섬전체의89%

가산림으로덮여있는우리나라울릉도의10배, 거제도의2배, 제주도의5분의2 정도의면적으로

거주민은점차줄어들어39,000여명이살고있다. 

섬대부분이일본국가지정공원(國定公園)으로지정되어있고어업과임업이주산업이며, 부

산과정기항로개설로한국인관광객이작년한해 5만

명이넘을정도로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관광산업이

빠르게성장하여쓰시마경제에크게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와 해안가, 섬이 있는 지방자

치단체는너나할것없이관광산업을주력산업으로삼

고있는데, 대마도를통해배워야할점이다.

김 현 철
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에
사랑을싣고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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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7월18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아침은 대마도

와 큐슈 후쿠오카로 가는 관광객으로 북적댄다.

낚시가방을 든 여행객과 등산배낭을 맨 등산객,

그리고우리와같이자전거를갖고가는일행들,

해외여행의목적이70%가여가를즐기기위해서

란 통계가 있듯이 세상 많이 바뀌 음을 실감한

다. 비자도필요없고, 배가출발하면1시간40분

이면타국의땅대마도에도착한다는데...    배표

를 받고 보니 (주)대아고속해운 씨플라워Ⅱ호란

다. 내가알기론(주)대아고속해운은포항에서울

릉도, 독도갈때타는배회사이고배이름이씨플

라워호 던 것 같은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현재에도계속되는것같았다. 독도가는배랑, 대

마도가는배랑배이름도같고. 

짧은 시간에대마도로오다보니배멀미할

겨를도없다. 국내에서다른섬에갈때보다짧은

뱃길이었지만선실매점에서술, 담배등을면세

품으로팔아국제항로임을알게해준다.

배가 항구에 접근하는데 比田勝(히타카

츠)港이라조그만팻말이보인다. 명색이

국제항인데국내의한적한작은항구같

은 느낌이다.  우리 일행은 자전거가 있

는지라다른여행객이통관할때까지양

보하며, 좁은선착장에서둘러보니큰건



│2·28 특집│

22 | 2008  2·28의 햇불

물도없는것이, 편안한마음이들었다.  제일마지막에입국수속을마치고나와서짐을챙기고나니

일본세관원들은문을잠그고간다. 이제들어올배가없어여기서퇴근하는것같았다. 

한국인관광객이많이와서인지, 길거리팻말이나간판에는한 이눈에많이보인다.  히타

카츠항부근의식당을찾으면서본길거리는우리나라의작은해변가항구에온느낌이들었다. 1차

선의길에1층,2층정도의작은집들이길따라연결되어있는여름의뙤약볕이라그런지오가는사

람도거의없는아주조용한거리를28대의자전거를타고식당을찾아나섰다. 

한국인관광객이많아져서인지메뉴판에한 이같이적혀있다. 우리일행은일본어로소

통하는사람이없었다. 대마도를두세번와본사람이두어명있을따름.

라멘, 소바에짬뽕도메뉴판에올라와있다. 미리예약한것이아니라시간절약을위해전원

짬뽕곱빼기로주문하니식당주인이여성분들을보고다먹을수있겠느냐는듯한말과몸짓을하

는것같았다. 결국은여성분들은약간씩남겼다. 양도많아서 지만우리나라에서먹던중국집짬

뽕이아니라, 돼지고기가많이들어가입맛에좀안맞았던것같다. 

오늘의숙소인미우다(三宇田)캠프장까지는약20㎞정도자전거를타면된다. 미우다캠프

장부근에맑은날부산시가지도보이고, 로밍안한한국휴대폰이통한다는한국전망대가있다. 대

마도최북단와니우라의한국전망대의정자는서울탑골공원의팔각정을본떠한국산재료로1997

년에만들었다고한다. 한국전망대옆에는 조선국역관사순난비가세워져있다. 

“1703년음력2월5일아침, 부산항을출항한배3척이있었다. 통신사사절로간정사한천

석(韓天錫), 부사박세양(朴世亮)을비롯한108명의역관사(통역관) 일행이탄사선(使船)과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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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책임자야마가와사쿠자에몬(山川作左衛門)이방문을위해보내준자신의배와예인선이었

다. 출항당시에는날씨가좋아순풍을타고순조롭게항해를하고있었으나정오가지난후기상이

급변하여3척모두좌초하고눈앞에서모두죽고말았다.

이역관사일행은조선통신사와는별도로쓰시마까지100명정도의규모로구성되어파견된

통신사사절로에도시대에50회이상일본에파견되었다. 쓰시마번의경조사시, 또는한일외교상

의견절충이필요할때일본을방문하여당시한일선린외교의실질적인중계자역할을담당하

다. 

사고당일은3대쓰시마번주요시마사의장례와5대번주요시미치(義方)의승계를축하하

기위해방문하던중이었다.

쓰시마번과마을사람이구조와수색작업을벌 으나생존자는 1명도없었다. 도착지가바

로 눈앞에 보이는 와니우라 앞바다에서 전원이 사망하는 비참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1991년3월20일한일건립위원회가이국의바다에서생을마감한역관사들의 혼을달래기위해

조난현장이내려다보이는언덕(한국전망대바로옆)에추모비를세운것이란다. 한일관계사에서

잘몰랐던역사의현장이다. 요즘시대에서도배가좌초하고비행기가추락하는데, 수많은희생자

들의덕분에현재가있다고생각하니가슴이뭉클하다.

미우다캠프장은미우다해수욕장을옆에끼고있는언덕에자연상태를그대로살려깨끗하게

마련돼있었다.  20동의평상위에6인용텐트가설치되어있고, 공동취사장과공동화장실이준비되

어있었다. 텐트1박이용료3,600엔을내면취사도구까지빌려주니(침낭, 건전지, 캠핑용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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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모품은휴대하거나별도대금지불하면되나좀비싸다) 가족단위나청소년수련활동

에는아주좋을것같다.

텐트배정후자유시간동안해수욕을즐기기로하고언덕밑에있는미우다해수욕

장으로갔다. 미우다해수욕장은1996년‘일본의해변100선’에선정된대마도에서는보기

힘든고운입자의천연모래해변으로녹색물감을푼듯얕은바다는남국의정취를느끼

게하 고, 바 바 한한국의여름해수욕인파가없이같이간우리일행끼리해수욕도하

며조용한휴양을즐길수있어무엇보다좋았다.  

도보 3분 거리에나기사노유(渚の湯) 온천이있었지만온천휴관일(수요일)이어서

해수욕과온천욕을함께하지는못하고저녁식사당번인관계로일행의식사를준비하러

아쉽게해수욕을접었다. 

고추장, 된장등양념류와김치는한국에서준비했고, 주,부식은지원팀이렌트카로

대마도의마트에서장을본쌀과야채, 돼지목살, 삼겹살등이다. 푸짐한저녁을나눠먹고

일본산돼지목살, 삼겹살구이와한국에서가져간소주됫병으로같이간일행과함께잔을

권하며하루를마감하고이국에서텐트속하루를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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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7월 19일)

이튿날아침식사후쓰레기를분류, 치우는데

문제가 생겼다. 일본에서 캠핑생활은 처음이어서인

지대마도가작은섬이어서인지쓰레기분류가타는

것과안타는것두가지뿐인것이다. 한국에서는일반

쓰레기와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세가지인데... 유

리병과캔류는확실히안타는것인데, PET병과식품

포장용기인프라스틱, 스치로폼류도타긴타는데태

우면다이옥신이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선재활용

품으로 분류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캔류는 안타는

것쓰레기봉투에넣고, PET병, 프라스틱, 스치로폼류

와전날먹던음식물남은찌꺼기는어쩌지하다가

전부타는것봉투에넣고캠핑장입구분류통에넣어

버렸다. 

이제본격적으로대마도를종단하게된다. 남

북간 길이 82㎞이지만 자전거로 달려야하는 거리는

3박4일 동안 187㎞, 대마도는 국도 382번이 남북으

로길게왕복 2차로로되어있고나머지도로는 1차

로위주의쓰시마시도이다. 쓰시마시의 6町(마치)중

가미쓰시마마치와가미아가타마치를지나미네마치

의미네쵸역사민속박물관까지달려야한다. 

대마도의 길은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 산길

과같은느낌이었다. 89%가산림지대여서인지주로

는삼나무(스기목)이고남쪽으로내려올수록아열대

원시림과같은곳도많이나타난다. 자전거를타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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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막길을힘들게가더라도작은경차들은빵빵거리면서재촉하지도않고, 잘앞질러가지않는다.

좀넓은길이나오면그때서야추월해간다. 교통약자에대한배려인지, 생활상몸에배여서인지는

몰라도, 간혹큰승용차나대형화물차는우리를잘추월해간다.  대마도의도로에는터널이많다.

산지대여서인지얼마가지않아그리길지않은터널이자주나온다. 자전거로달리는우리에겐터

널이참고맙게느껴졌다. 여름날씨에오르막길을가다가터널입구표지판이보이면이제곧내리

막이구나하는생각과함께터널속의시원함이주행의피곤함을많이덜어준다. 

일본이란나라는자판기의천국이다. 도로를조금만달려도음료자판기는항상세워져있다.

100-150엔이면시원한생수, 녹차, 탄산음료등을종류대로먹을수있다. 가다보니무인채소류

판매대도보 다. 야채류가진열되어있고판매하는사람은보이질않는다. 이것도음료자판기에서

생각해낸것인가. 그냥가져가는사람은없을까? 아무튼서로를믿고살아갈수있다는것이무엇

보다좋다는생각이들었다. 3시간정도를달려미네쵸역사민속박물관에도착하 다. 대마도역시

선사석기시대때부터조상이살아왔음을알리는자그마한민속박물관이었지만, 한국인관광객을

위한우리말안내문이놓여져있는것을보고솔직히놀랐다. 도로표지판에도우리말이조그만

씨로부기되어있지만, 우리나라도관광지에가면요즘은 어뿐만아니라중국어, 일본어안내서

가많아졌지만이렇게작은곳에도한국어로된안내서가비치되어있다니... 

점심식사는지원팀이배달해온돈까스정식도시락을먹으려하는데어디선가‘고향의봄’

노래가스피커를통해나온다. 아니우리가이곳박물관에왔다는것을알고우리나라노래를틀다

니이렇게생각하니기분이묘해진다.(이는대마도에한국인관광객이많아지면서정오에대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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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울린다니일본인의약삭빠른상술인지, 뭔지...) 

오늘은77㎞를달려야숙소인아소베이파크캠프장에갈수있다. 오늘가는길은상당히순

조롭다. 간간히짧게오르막도있었지만내리막길위주 고, 중부지방이어선지국도에다니는차도

많지않는것이아주편한길이다. 

사람이그냥걸으면시간당4㎞정도간다. 자전거는보통시속15㎞정도는가니4배정도빠

르게이동하면서주변을잘볼수있으니참좋은여행용이동수단임에틀림없다. 내리막길엔시속

40㎞도보통이다. 이번여행길에순간최고시속65㎞가속도계에나타났다. 

가는중일본의신사가운데특이한바다위에2개의도리이(鳥井)가서있어바닷물의만조

에따라그모습이바뀌어잔잔한아소만과어우러져용궁과연결된해신(海神)신화의세계를지닌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에들 다. 

도요타마마치아소만에있는아소베이파크캠프장은입구에서 2㎞더가야아소만을끼고

넓게자라잡고있었다. 이넓은캠프장에캠핑온사람은우리일행뿐이다. 나무평상위에텐트는

미리치여져있었지만담요가없는데나이많은관리인한분밖에없다. 일본어가안되니말도안통

하고담요를받아야하는데, 손짓발짓온몸으로표현해도안통하다일행중누군가가카시미론이라

고하니금새알겠다는표정과함께관리동건물에가서담요있는곳을안내해준다. 부식을조달하

러간진행팀이아직안들어왔는데퇴근시간이어서집에가야한단다. 입구를잠그고가야한다는얘

기인것같은데,말은안통하고난감하며전화기를빌려달라니또말이안통한다. 여차저차몸짓으

로대화를시도하며시간을끌다보니진행팀이도착했고저녁준비를하고식사후하루여정을마

치고잠을자려는데, 비가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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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7월20일) 

많은비는아니지만밤새내리고아침에도안개비처럼뿌린다. 우중에어제저녁밥과라면

등으로아침식사를마쳤다. 여기선쓰레기봉투도없고쓰레기중캔류는도로가져가야하고, 타는

쓰레기는태워야한다고안내판에적혀져있다. 가랑비는내리는데별도의소각장도없이어떻게태

우라는것인지출근한관리인과말은안통하고, 타는쓰레기류를캠프데크옆화덕에모아불을억

지로붙여연기를내고는다음여정을위해출발하 다. 쓰레기치우는것이이렇게어려울줄이

야...

미쓰시마마치를통과하면서원래하나 던대마도에1900년일본군의해군함대를대마도를

우회하지않고바로통과시키기위해일본해군이인공적으로판해협을만들어당시최강이라던러

시아발틱함대를 괴멸시켜러일전쟁을일본의승리로귀결시켜1905년미국과의카쓰라태프트

약을맺어미국으로부터한반도에대한배타적지배를승인받으며대한제국과을사늑약을체결통

감부를설치하여한반도를지배하게되는역사를지닌만제키바시(萬關橋)를만났다. 선홍색의붉

은칠을한아치교를지나바다를내려다보며지리지형을잘이용하여발트해를출발하여아프리카

대륙을우회하여7개월간항해에지친러시아발틱함대에해협을파서공격을퍼붓는일본해군함

대는임진왜란때우리남해바다에서이순신장군에게무참히당한해전사를통해얻은교훈이었

으리라생각해본다. 

쓰시마시도로우회하여대한해협쪽바다를끼고달리다해변가방파제에서진행팀이배달해

온점심도시락을맛나게먹었다. 도시락을먹다가포장지를보다보니도시락의유효기간에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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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뿐만아니라분(分)까지표시되어있는것을보고일본사람들의위생관리에놀랐다. 게다가도

시락28개유효기간의분(分)단위가거의다르게표시되어있어솔직히엄청놀랐다. 

74㎞를 달려가는길에일본에서도쓰시마시이네(椎根)지방에서만볼수있다는이시야네

(石屋根,돌지붕)를보며그지방고유의문화를엿볼수가있었다.

이돌지붕은섬의89%가산림지역으로식량의자급자족이불가능했던쓰시마는식량의보

존이무엇보다중요한일이었다. 또예로부터화재가많이발생하 으며, 대한해협에면해있는서

해안지역은겨울이되면수십미터의강한계절풍이불어왔다. 이러한자연환경속에서초가지붕

과너와지붕으로는강풍과화재로부터소중한식량을지켜낼수없었다. 게다가당시에는농민이

기와로지붕을이는것이금지되어있었다. 

이로인해쓰시마어디에서나구할수있는평평한돌(혈석)로지붕을이게되었고, 고상식

(高床式: 기둥을세워바닥을지면에서높이올려설치하는가구구조)으로지어바람과화재, 그리

고습기에도강한형태의창고를짓게된것이다. 창고내부는쌀, 보리등의잡곡, 의류및각종생

활도구등을구별하여수납할수있도록구획하 다. 또창고를화재로부터지키기위해본채로부

터떨어진곳에마련하는경우가많았다고한다. 식량의자급자족이불가능해툭하면한반도에노

략질을해온왜구는확보한식량을잘보관하기위해이런고유한건축물을갖게된것이다.

이제대마도자전거여행의마지막휴식처아유모도시자연공원캠프장에도착해3일간의피

로도풀고계곡의맑은물에서물놀이도할수있는기회를맞는다고생각하니패달을밟은다리에

힘이생긴다. 은어가돌아오는자연공원이란아유모도시자연공원은천연화강암으로계곡이형성

되어있었다. 캠프장물품을수령하고텐트배치를하고는계곡으로가니수량도풍부하고깨끗한

물이계곡을따라흐르고있었다. 땀으로저려진몸을계곡물속에담그니피곤함이절로사라지는

것같다. 이번대마도자전거여행중머문3곳의캠프장에서휴양온일본사람을만날수있었던유

일한곳이기도할만큼일본인들도많이찾는곳이기도하다. 오늘하루만자고나면내일은이즈하

라(嚴原)항을통해부산으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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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7월21일)

이즈하라마치로가는길은고되었다. 거리는16㎞라는

데 거의 꾸준한 오르막길이라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법패달을밟으며가다보니어느새재가나왔다. 이제는

안전에더욱주의해야한다. 다왔다는마음에긴장이풀어지면

사고가나는법, 게다가이제는내리막길일행중한여성이넘

어지는사고를당했지만다행히가벼운상처 다.

이즈하라는 대마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조선통신사의

비, 덕혜옹주결혼봉축기념비, 최익현순국비등우리의슬픈

역사를 함께하는 비석과 반쇼인(万松院)이란 쓰시마를 다스

려온역대쓰시마번주의묘지가함께있어한일관계의역사와

대마도의과거를함께돌이켜볼수있는곳이기도하 다. 이

제대마도에서마지막점심은각자1,000엔으로쇼핑겸외식

을 하기로 하고 삼삼오오 나뉘어져 해결하 다. 쇼핑센터엔

경사로를만들어지하자전거주차장이따로마련되어있는걸

보니자전거이용자에대한배려가돋보인다.우리나라도자전

거이용활성화를위해실질적인지원책이많이있어야되리라

싶다. 이즈하라항에서부산항까지는2시간40분걸린다. 거리

와조류의방향의차이로인해올때보다1시간이더소요된단

다. 

28대의자전거와함께대마도의도로위에서달린187

㎞와 3군데의캠프장의생활과대마도의이모저모가떠올라

파노라마처럼펼쳐지다가뱃고동소리가들리니부산항에도

착3박4일의일정을마쳤다. 좋은기회를만들어준동행한28

명의일행, 특히지원차량을맡아고생하신분에게감사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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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규
2·28의횃불편집위원

죽은(竹隱)최팔개(崔八凱), 

죽포(竹圃)최팔원(崔八元)선생과

용산서원(龍山書院)

所過競逃竄(소과경도찬) 지나는곳마다다투어도망가숨어버려, 

十里不逢人(십리불봉인) 십리를가도사람을만날수없네. 

擧足惟腥血(거족유성혈) 발딛는곳마다피비린내나고, 

滿眼皆莽榛(만안개망진) 눈에드는것은모두가우거진초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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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는 조임(趙任: 1573-1644) 선생의

「南征(남정)」이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20세의 나이로

창의하여 어려움을 겪은 뒤, 왜(倭)가 재차 침

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우당(忘憂堂) 곽재

우(郭再祐: 1552-1617) 선생에게로 가면서

보고 느낀점을 5언 78구의장편서사시(敍事

詩)로드러내었다. 위구절만살펴보더라도전

쟁이주는비참함은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

로처참한것임을알수있다. 거리곳곳이피비

린내로 진동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버린 상

황은생각만해도끔찍하다. 

임진왜란이일어나게된배경은한두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연산군(燕

山君)부터명종(明宗)대에이르기까지네번의

사화(士禍)와, 훈구(勳舊)와 사림(士林)세력

간에계속된정쟁(政爭)으로인한중앙정계의

혼란, 사림세력이득세한선조(宣祖)대의명분

없는당쟁등을거론할수있을것이며, 사회적

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된 국가

재정의 허약과 문약(文弱)에 빠져버린 정신적

해이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이복합적인요소로작용하 음은굳이

거론하지않더라도알수있는일이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시

대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비단한두사람만의생각은아닐것이다.

당리당략에따라서자신의의견만을내세우며

백성의고통은외면한채명분없는싸움을일

삼는모습과, 국민의신임을잃어버린채, 표류

하고 있는 군부(軍部)의 모습, 수 많은 사람들

이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기에 여념이 없는 가

운데호화사치를일삼는소위사회지도층의정

신적 해이는 어쩌면 임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보다더심하면심하 지부족하지는않을

것이다. 이러한생각이오히려기우(杞憂)인가. 

1592년 4월 14일, 왜는 700여척의배에나

누어타고오전8시대포항(大浦港)을떠나오

후 5시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 곧장 부산포를

쳐들어왔다. 아무런 방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갑자기왜를맞이한부산진의첨사(僉使) 정

발(鄭撥: 1553-1592)은 왜와 용전분투(勇戰

奮鬪)하다가하루를넘기지못한채, 패하여전

사하 다. 

이어 왜는 동래부(東萊府)를 침공하 는데,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은왜

의 침입사실을 듣고 한편으로는 적의 습격을

대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각 고을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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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참전을독려하 다. 그가운데평소알고

지내던자인현(慈仁顯)의죽포(竹圃) 최팔원(崔

八元) 선생에게다음과같은 을보낸다. 

“수 만명의 왜놈이 바닷가를 따라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좌(江左)의 여러 고을을 통솔

하여급히오지않는다면, 모두가적의소굴이될

것이오니 속히 군책(軍策)을 세워 오시기 바랍

니다.”

이에죽포선생은그의형인죽은(竹隱) 최팔

개(崔八凱) 선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말하기

용산서원(龍山書院) : 1903년(고종40) 두선생의위패를봉안한사절각(思節閣)이기원으로, 1987년용산서원(龍山書院)으로편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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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나랏일에몸을맡기는것은신하된자의직

분입니다. 또한부사께서급보(急報)를보내셨

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하고 구제하지 않

을수있겠습니까?”라고하니, 죽은(竹隱) 선생

은“아우가이미의(義)를내걸었으니, 형이어

찌몸을숨길수있겠는가. 내또한동생과

함께할터이다.”하고가동 과마을의

장정28명을모아동래로구원을갔다. 

그날밤, 의병을이끌고동래로가던선생은

언양(彦陽)에이르러적을만났는데, 이싸움에

서 30여명을 참살(斬殺)하고, 말 30필을 얻는

성과를거두었으며, 이어양산(梁山)에이르러

서도또한왜적수십명을베는전과를올렸다.

하지만 범어령(梵魚嶺)을 넘을 무렵 한 노부

(老夫)가 길을 가로막고 울며 말하기를“동래

성(東萊城)은이미함락되었으며, 송부사께서

는 적과 싸우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사(水使) 박홍(朴泓)과 병사(兵使) 이반(李

班)은또한군사를거두어피하 으니, 장군께

서는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죽더라도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죽은(竹

隱)·죽포(竹圃) 선생은“아아. 나라를위해죽

는 것은 신하된 자의 직분이요, 의(義)를 입고

도구차하게사는것은장부(丈夫)의일이아니

도다. 또한송공(宋公)은충신(忠臣)이니, 충성

스러운 혼령을 어찌 조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말을몰아성의남문에이르러, 부사(府

使) 송상현(宋象賢) 선생을위해초혼(招魂)을

하고는곡(哭)을하 다. 

이후부산진(釜山鎭)에이르러, 적을맞아

싸움에 화살과 탄환이 날아드는 가운데 죽은

(竹隱) 선생은탄환에맞아상처를입어더이

상나아갈수없게되었다. 이에죽포선생이홀

로 적진으로 말을 달려 들어가 화살이 비오는

듯한상황에서도적장조박붕(鳥博鵬), 저 유

를죽이니, 왜병이모두놀라뒤로물러

나서는 맞아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 다.

이러한죽포선생의모습을통훈대부행경산현

령(通訓大夫行慶山縣令) 이휘재(李彙載)는죽

포(竹圃) 선생의「墓碣銘(묘갈명)」에서 상세

히 묘사하 는데, 그 일부를 옮기면다음과같

다. 

(재도부산) 

겨우부산에이르 는데, 

氣霧四塞(기무사색) 

기운은안개처럼사방이막혔네. 

(분인일호) 

칼을떨쳐한번소리침에

兩師首落(양사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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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적장의머리떨어지고. 

(성문대조) 

성문이크게떠들썩하니, 

犬吠虎哮(견폐호효) 

개가짖음에호랑이가소리치는듯하다. 

날이 저물자, 왜군이 새까맣게 모이니 먼지

가하늘을덮어동서를구분할수없었다. 이에

죽포 선생은 단신으로 적을 맞아 적진으로 들

어가 싸우니, 이후 선생을 다시 볼 수 없었다.

함께갔던가동들도죽포선생이간곳을알지

못하 으니, 죽은(竹隱) 선생은이사실을듣고

분함을이기지못해죽고자하 으나, 종사(宗

社)를 의탁할 바가 없음을 생각하고는 가슴을

치며통곡하 다. 그리고는죽포(竹圃) 선생의

시신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다만 초혼제

를지내고는고향에돌아와죽포선생의유품으

로 장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이 후 죽은(竹隱)

선생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선생이 돌아가

신연도는고찰할길이없고, 다만돌아가신날

만 정월(正月) 19일이라는 것이 선생의「묘갈

명(墓碣銘)」에기록되어있다. 

두선생의죽음에대하여, 오천(烏川) 정화

식 선생은죽은(竹隱) 선생의「묘갈명

(墓碣銘)」에 다음과 같은 명(銘)을 지어 탄식

하 다. 

爲國誓死(위국서사) 

나라를위해죽기를맹세했건만, 

兄生弟死(형생제사) 

형은살고아우는죽었도다. 

跡殊義同(적수의동) 

행적은다르나의(義)는같으며, 

祠享亦同(사향역동) 

사향(祠享)도또한같도다. 

其心艱兮(기심간혜) 

그마음알기어렵고, 

其行益艱(기행익간) 

그행적알기더욱어렵네. 

顯晦時耶(현회시야) 

어둠이밝게드러남에

不死節耶(불사절야) 

절개는죽지않으리. 

죽은(竹隱) 선생은 1560년(명종 15)에 경

상북도(慶尙北道) 자인현(慈仁縣) 용산(龍山)

곡란리(谷蘭里)에서 태어났으며, 죽포(竹圃)

선생은1562년(명종17)에태어났다. 죽은(竹

隱) 선생은눈동자가환하고귀와코가커서크

게쓰일것이라고하 으며, 죽포(竹圃) 선생은

뜻이매우크고기개가있었으며, 생각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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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우넓었다고전한다. 또한죽포선생은백

부(伯父)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부의

후사를잇게되었다. 

1585년(선조 18) 죽은(竹隱) 선생과 죽포

(竹圃) 선생은항상강개(慷慨)한생각을가지

고 세상의 돌아가는 모습을 탄식하곤 하 는

데, 이에 두 선생은 병서(兵書)와 아울러 무예

와, 활쏘기, 말타기, 검술 등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하 으며, 죽포(竹圃) 선생은 을과(乙科)

에 발탁되어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무공랑

박사(武功郞博士), 전생서봉사(典牲暑奉事)

등의 관직생활을 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만난것이다.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에있는자인네거리

에서 용성 방향으로 10여분 달리면 용성면이

나오고, 이용성면을지나운문방향으로3분여

를 달리면 우측으로 곡란마을회관이 나온다.

이곡란마을회관을우측으로돌아좁은골목길

용산서원경의사(景義祠) : 임진공신인죽은(竹隱) 최팔개(崔八凱) 선생과죽포(竹圃) 최팔원(崔八元) 선생을배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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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200여 미터를 가다보면, 좌측으로 나

지막한산자락아래에위치한옛건물을볼수

있는데이곳이바로임진공신인죽은(竹隱) 최

팔개(崔八凱) 선생과 죽포(竹圃) 최팔원(崔八

元) 선생을배향하고있는용산서원(龍山書院)

이다. 

용산서원(龍山書院)은1903년(고종40) 도

론(道論)으로사당을세우고두선생의위패를

봉안하여 사절각(思節閣)이라고 일컬었던 것

이그기원으로, 이후1918년에사우(祠宇)를

중건(重建)하 으며, 1964년에 강당(講堂)을

증축하고는 편액을 경의사(景義祠)로 고쳤다.

그리고 1987년 유림에서 서원향례(書院享禮)

로행사하도록결의한후, 용산서원(龍山書院)

으로편액하 다. 

3칸규모의산형대문(山形大門)을들어서면

맞은편으로정면4칸측면1칸반규모의 모

재(永慕齋)라고편액한강당이, 우측으로는관

리사가 자리하고 있다. 강당을 우측으로 돌아

계단을 오르면 3칸 규모의 경의사(景義祠)를

만날 수 있는데, 경의사에 들어서면 임진왜란

때죽음을두려워하지않고의(義)로써백성과

신하된 직분을 다하고자 했던 두 선생의 지조

를느낄수있어서한층숙연해진다. 

앞서 논의하 듯이 현재의 상황은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상

태로지낼수있는상황이아님을우리는다시

한번깨달아야한다. 

만약 국가존망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오

랜기간동안이룩해놓았던사회적기반이한

순간에 무너지고, 초목만이 울창한 지경에 이

를것이다. 이에자신의직분을다하고자목숨

을초개같이여긴두선생의뜻을기리고, 정치

적사회적으로해이해진기강을다시세워봄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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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사월노래

수필 /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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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순

시인. 동아일보신춘문예시당선(1973). 
시집“아름다운순간”등12권발간. 
민족서사시“홍범도”(전5부작10권) 완간. 
기타저서도합44권발간. 
신동엽창작기금, 난고문학상, 시와시학상
등을수상함. 

사월노래

파랗게움돋는
저들판에가만히귀대고

들어보면우리나라들판내력을알수있지
겨우내빈들을할퀴고간

살에이던삭풍과두런거리는땅속
뿌리들의설렘을

촉촉이물오르는
저등걸에가만히귀대고

들어보면우리나라등걸내력을알수있지
터질듯가슴조이며

빠끔히내다보던나무옹이속에서
이제사기지개켜는작은소란을

더부룩풀돋는
우리어머니무덤가에가만히귀대고

들어보면우리나라고향내력을알수있지
그매운난리통에도

앉은자리지켜수십년을살아온
아, 눈감아도선하게떠오르는꺼칠한얼굴들

저멀리아른아른
깊은하늘쪽으로가만히귀열고

들어보면우리나라하늘내력을알수있지
무수한광음을으르 거리던
비바람천둥안개모진눈보라

그끝에이르러드디어쏟아지는햇살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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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4월이었다. 학교울타리너머과수원에서는사과꽃이이제막망울을터뜨리려고안간힘을쓰고있

었다. 수업이시작되자적막에싸인교정을가로질러한노신사가들어섰다. 적당히벗은이마에흰머리를

사자의갈기처럼뒤로넘긴노신사는형형한눈빛으로문예반지도교사를찾아왔노라고했다. 

서지(西芝) 김윤식선생님이셨다. 경산문학의대부시며, 자유당독재시절, 서슬푸른칼날앞에서도지

사적인풍모로잃지않고시전(詩田)을가꾸셨던선생님의방문이셨다. 마침수업이없는빈시간이라자리

를지키고있던나는정중하게선생님을모셨다. 선생님은경산문학회에서주관하는행사를안내하고는꼭

한번용성으로 찾아오라고전화번호를남기셨다.

돌이켜보면나는귀한복을타고나서그런지문학공부를하면서몇번이나남다른인연을만났다. 

첫번째인연은유년시절, 학교에입학하기전부터다녔던서당에서 다. 낙향한선비의후손이셨던종

갓집어른은그야말로천지도모르는어린나에게무슨한풀이를하듯혹독한한문공부를시켰다. 나는그

곳에서천자문과계몽편, 동몽선습, 명심보감과소학을배우면서 에대한싹을길 다. 

초등학교에서는어느유명한아동문학가선생님의지도를받게되었다. 선생님은곰팡내가득한도서실

에우리몇몇을가두어놓고읽고쓰고또읽고쓰게하셨다. 해시계가키큰미루나무를땅에뉘엿뉘엿재

울무렵에우리는풀려나곤했는데결코잊을수없는아름다운시절이었다. 나는선생님의뒤를따라백일

장에다니면서선생님이되겠노라고, 꼭 을쓰는사람이되겠노라고다짐을했다. 그리고그소망을한번

도배반한적이없고, 회의한적도없고그렇게되고자노력했으며, 또그렇게되었다. 

대학시절에는알량한재주를밑천삼아문학도들과무리를지어다니다가신동집선생님의부름을받았

다. 푸른담쟁이숲이우거진연구실을오르내리면서나는무척상기되었었다. 그리고뒤늦게입대한남도

홍 억 선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대구문인협회회원. 계간『수필세계』주간. 
대구수필창작대학주임강사. 경주대학교사회교육원교수, 진량고등학교교사

인연 因緣

│2·28 문예광장 /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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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유신정권의종말을맞았고광주항쟁의중심에서외부와차단된채죽음의두려움을겪었다. 문학이

심드 해진나는대학을졸업하자마자서둘러대구근교의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치기시작했다. 

자인을거쳐용성으로가는길은구불구불멀었다. 누런황톳길을따라덕천리에들어서자맨발로과수

원을돌보던서지선생님은환한웃음으로맞아주셨다. 집앞사과나무에는꽃이만발하 고꿀벌이잉잉거

렸다. 선생님은시 위에서낡은책을꺼내툭툭먼지를털더니한쪽을펼쳐서나에게건네주셨다. 

‘설령우리들의머리위에서/ 먹장같은구름이해를가리고있다쳐도/ 아직은체념할수없는까닭은/

앓고있는하늘/구름장위에서/ 우리들의태양이작열하고있기때문…….’

선생님의2·28 기념시‘아직은체념할수없는까닭’이었다. “ 쓰던놈은계속 을써야지, 놀면되

나?”선생님은눈을부릅뜨고크게나무라셨다. 그렇게나는선생님을뵙고다시문단에서얼쩡거리게되었

다. 

선생님은농번기에도자주경산에나오셔서젊은문인들을부르셨다. 참으로미안스러운것은시장통

돼지골목에서요기를하고찻집에서커피로입가심을하실때꼭당신께서돈을내셔야직성이풀리시는것

이다. 그무렵에선생님께반가운일이생겼는데서울수유리의4·19 국립묘지에시비를건립하게된것이

었다. 시골다방의어두운불빛아래서‘그대거룩히뿌린선혈/ 개선의화원에 / 다시는어느아귀인들범

치못할/정의의기치여/ 원히겨레위에펄럭이어라’하고시‘합장’을소리높여낭송할때는손이부르

르떨리고눈빛이이 거리셨다.

선생님은후배들에게자별하셨다. 특히그때까지문단에이름을올리지못한나를유난히귀애하시어

서둘러작품을마련하라고만날때마다채근하셨다. 서울의문덕수시인이4·19 를맞아피신해왔을때위

험을무릅쓰고도운교분이있어그분이발간하는‘시문학’지에추천을해놓았다는것이었다. 천성이게으

른나는차일피일몇년을끌었고, 졸고10여편을묶어서드렸을때는선생님께서몸이편찮아병원에다니

시고계셨다. 무더위가한풀꺾인여름날, 손을꼭잡으시며“내가얼른일어나야서울에함께가지.”하시

던선생님은며칠뒤에바람처럼자유의먼길을떠나셨다.

이제또다시4월이다. 학교울타리너머과수원에는꽃망울이탱 탱 었다. 며칠뒤에는 용성면

덕천의서지선생님댁과수원에도사과꽃이만개할것이다. 수유리국립묘지에도, 대구의2·28 공원의시

비앞에도꽃들이함성처럼일제히피어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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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일지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08년도정기총회’

본회의2008년도정기총회가1월29일(수) 오후3시, 경북대학교정보전산원4층국제회의실에서

이사, 일반회원등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날정기총회에서는활발한토론속에서2007년도수입지출및사업실적승인및2008년도예산

및사업계획승인에관한건이원안대로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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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일지

정기총회에이어(가칭)2·28시민생활협동조합설립과관련하여중간보고회가있었다.

작년10월4일발기인회에이어설립동의자모집을2·28기념사업회원중심으로진행, 설립동의자

114명출자금1,106만원이확보(법적요건은300인이상, 출자금3,000만원이상)되었음을확인하고

2·28기념사업회의이사, 회원들이설립동의자와출자금확보를위해노력을더기울이기로하고, 생협

정관(안)과규약(안)에대한서면검토를하 다.

이시형박사(정신의학)의특강“현대인의정신건강과자연식(친환경유기농산물)”
정기총회에앞서‘느리게살자, 비우고살자’라며강원도홍천군에힐리언스선마을을조성해활동

하고계시는이시형박사(정신의학)의특강“현대인의정신건강과자연식(친환경유기농산물)”있었다.

겉보기에2 28주역들보다더젊어보이시며1시간여동안꼿꼿하게서서강의하시며, 건강하게사는

삶을말 하셔서참석한청중들에게많은박수를받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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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일지

민주시민교육진행회의열려

지난2월21일, 27일, 3월10일, 24일4차례에걸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주관하여대구지역의

관련단체와민주시민교육진행회의가열렸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대구사회연구소, 전교조대구지부, 대구KYC,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

데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등

이참석하여대구지역에서청소년, 대학생, 교사, 시민단체활동가, 시민를상대로민주시민교육을만들

어진행할방안등에대한토론을하 다.

우리사업회에서도2·28과민주운동역사의장에대한초중고생의현장탐방교육에대한접맥과

2·28주역들의길라잡이활동등으로잊혀져가는2·28과민주화운동을청소년에게새로이알려낼많

은시사점을보여주는교육사업으로사업회에서가능한일을결합하여대구시민에대한민주시민교육

을활성화정착화하여야할것이다. 

2·28의횃불29호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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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자연보호산악회”(회장조암)는지난2월27일뜻깊은제48

주년2·28민주운동기념식을앞두고대구두류공원일대에서종이

휴지등일반쓰레기등을수거하여두류공원을찾는시민들로하여금

많은본보기가되었다. 

2·28산악회회원27명이참석한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전시장

을관람하고아르떼구내식당에서오찬을겸한회합을갖고앞으로

정기산행외자연보호활동을비롯산불조심켐페인과환경청결운동

에앞장서나가기로결의했다.

제48주년2·28민주운동기념식을앞두고

두류공원일대 자연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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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13일대구시내각고등학교에서는2008년도졸업식이각학교별로일제히거행됐다. 

본회에서는2·28기념사업회에단체회비를납부하고학교성적이우수한10개교모범생

10명에게상장과부상(도서상품권)을수여하고격려했다. 

류진춘공동의장과장만수이사,박명철사무총장이각학교별로졸업식에참석하여상장을

수여하 는데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2·28 회원고교모범졸업생표창

경북고 3학년박병규

경북여고 3학년박 선

3학년이종성

3학년정성윤

3학년이은우

3학년김민지

3학년성원식

3학년신병갑

3학년최규현

3학년박준연

경북대사대부고

경신고

대구공고

대구여고

대륜고

대구고

대구상원고

대구자연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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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안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원및 2·28민주운동을 기리는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동안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기념사업을물심양면으로적극지원, 협력해
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 을드립니다.

2008년도정기총회와이시형박사특강, 2·28민주운동48주년기념식및역사의
현장사진전등기념행사와2·28 횃불지발간,  제8회2·28민주운동 쓰기공모전
등기념사업을회원여러분의열의와참여로2·28민주운동을기리며사랑하는대
구·경북시도민과함께상반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사업과활동은다알고계신바와같이회원의참여와
임원진의분담금과회원의회비로운 되고있습니다.    

2·28민주운동의정신을계승하기위한다양한계층과새로운세대의확충을위한
회원배가운동에도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리면서, 아래와같
이연회비납부를요청하오니협조하여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임원분담금: 공동의장연회비100만원, 부의장연회비30만원, 
감사, 이사연회비10만원이상

자료회원 : 1년2만원이상(2·28의횃불, 자료집발송)

납부기간 : 2008년 5월20일까지

납부방법
은행계좌이체: 대구은행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본법인에납부하신회비와후원금은기부금손금처리및연말소득공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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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2·28민주운동 짓기(운문) 공모

1.목 적

4·19혁명을완수케한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우리나라정부수립후최초의민주운
동이었다는자긍심을갖게하고자라나는청소년에게대구2·28정신의역사적의의를
되새기도록하여21C 우리나라민주발전에크게기여함에그목적이있음. 

5.주 제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우리라나최초의민주운동으로서4·19혁명의도화선이되
었다는역사적사실과부정부패를몰아냈던대구학생들의의로운사건내용이나의
학교생활과사회생활에미치는 향이담긴 로서각학교에비치된2·28민주운동사,
비디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228.or.kr), 두류공원 2·28기념탑 비문, 공평동
2·28기념공원안내석및시비를참조하고자세한내용은 2·28기념사업회사무실에
문의함. 

3.후 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4.응모마감

2008년5월 30(금)일까지

6.응모자격

대구광역시초등학교4학년이상중·고교전학년생
(사회과탐구, 대구의생활4-1, 44쪽및고등학교한국근·현대사참조)  

2.주 최

사단법인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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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701-814/대구동구아양로4(신암3동164-1대구은행)  Tel. (053)943-0228/ Fax. 959-2860 
E-mail: 228dem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228.or.kr

7.응모내용

각자운문1편씩(A4용지2쪽내)

8.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접수(되도록우편접수요망)

11.심사 및 발표

각계전문가로구성하며, 인터넷, 해당학교및개별통보(6월중)

12.시상식

추후결정통보

13.시상내용

대구광역시장, 교육감, 보훈청장, 2·28공동의장상등

9.접수처

사단법인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우)701-814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4(신암3동164-1대구은행신암동지점2층)  
Tel. 943-0228,  Fax. 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10.명단제출순서

학교명, 반, 성명, 학교주소및집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제목, 담당교사명을명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