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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와 세계질서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국제테러는전세계를경악하게했

다. 민간항공기를무기로이용하는발상, 살육의규

모, 그리고 공격의 목표가 미국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세계무역센터와군사패권의중심인펜타곤이

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그것은 놀라움 그 자체

다. 그리고 그것이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

었던만큼이나, 그의미에대해서도다양한관점이

제기되어왔다. 그사건에대한각기상반된견해들

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갈등 내지

충돌중어느하나를의미하는것으로분류할수있

을것같다: (1)문명과야만; (2)문명과문명; (3)세

계화와반세계화. 그리고이러한세가지차원은각

기이사건이지닌복합적인성격의일부를대변하

고있다고볼수있다. 

먼저문명과야만의충돌이라는관점을보자. 부

시미국대통령은사건직후에발표한대국민성명에

서부터9·11테러를문명에대한야만의도전으로,

그리고미국의아프칸공격을야만에대한응징으로

정의해 왔다. 야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문명

이란, 보다바람직한인간의삶을위하여, 인류가지

금까지수많은난관을극복하고시행착오를거치면

서이룩한온갖종류의결실을의미한다. 그러한문

명적 성과란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같은 물적 풍요

뿐만아니고, 자유, 평등, 인간의존엄, 합리성, 적절

한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등 그 성취가 물질

적인것들에비하여결코더쉽지않았던정신적인

요소도포함한다. 그런관점에서볼때, 9·11 테러

는명백히반인륜적, 반문명적야만이다. 만약민간

항공기를무기로하여불특정다수를살상하는방법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고, 그리하여

용납된다면, 이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폭군, 부

당한권력등과싸우면서쟁취한인간의존엄을비

롯한 소중한 가치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9·11 이후 개최된 상하이 APEC 정상회의, 도하

WTO 각료회의, UN 등여러국제회의에서발표된

성명서나 선언을 통해 세계각국 지도층은 테러가

묵과되어서는 안될 야만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

다. 이점에있어서아랍국가지도자들도예외가아

니었다. 예컨대11월초다마스커스에모인아랍외

상들은 테러가 이슬람적이 아니라는 것과 빈 라덴

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

다. 심지어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이교도들과의평화로운공존을강조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저질 을 리

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슬람세력을 말살하려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소행이라는 종

교성명(fatma)을발표하기도했다. 

이른바 문명충돌설은 1993년 사무엘 헌팅턴

(Huntington)에의하여국제정치학계에던져진화

두이다. 그는공산권몰락과더불어끝난이념의시

대이후의국제정치적갈등은주로문명적차이, 혹

은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종교적 차이를 중

심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하 다. 9·11 테러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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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볼여지가있는가? 비록이슬람사회가테러범

들이사용한잔인한방법을지지하지는않지만, 이

슬람의서구에대한오랜적개심이극단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저지르도록 한 원인이었다고 볼

이유가 있는가? 이 사건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을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사

태의중심인물인빈라덴이9·11과아프칸전쟁을

종교전쟁, 문명간의 충돌임을 선언했다. 둘째, 9·

11 테러와 미국의 아프칸공격에 대한 이슬람권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서구, 반미를 특징으로 한다.

심지어이지역도시민들은세계무역센터가무너지

는 장면을 보고 거리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수

천명의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은 이“종교전쟁”을 지

원하기위하여아프칸에들어가기도했다. 셋째, 이

지역국가지도자들도미국의아프칸공격, 아프칸국

경선너머로전쟁을확대하여이라크를공격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는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있다. 

9·11 테러에대한또다른시각은이것을세계

화(globalization)에대한반세계화세력의도전으

로보는것이다. 세계화, 혹은지구화는전세계사

회와 개인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상호연결되

는과정이다. 세계화는, 그지지자들에게는, 국경이

라는장벽이낮아짐으로써세계적차원에서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세계 각 지역

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그리고 심지어 복지증진을

가져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그러나반

대론자들에게 경제적 세계화는 강자의 논리, 국내

적으로나국제적으로빈익빈, 부익부현상을더욱심

화시키는 과정일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가들

에게, 경제적세계화와시장논리의확산은각지역

의고유한문화, 삶의방식을파괴하는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9·11 테러를 세계화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가? 우선 이슬람권의 세

계화에 대한 부적응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세계

화의흐름에서소외되고낙후되어있다. 예컨대세

계화가 시작된 지난 1980년에 비해 2001년 현재

경제는 훨씬 침체해 있고, 일인당 소득 수준도 반

정도로 줄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려드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

주의등은경건하고금욕적인이슬람문화에는어울

리지않는것이었다. 따라서문화적침투에대한이

지역에서의반응은부정적이었다. 극단적인경우로

는이슬람근본주의를추구하는탈레반정권이서구

의오염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하여TV와음

악을금지한사례를들수있을것이다. 따라서9·

11 테러의배후에있던빈라덴이나탈레반정권의

입장에서, 뉴욕 세계무역센터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악의 근원이었

던것이다. 둘째, 세계화와반세계화의갈등을가진

자와못가진자, 혹은 빼앗긴자사이의갈등이라

고이해할때, 9·11 테러를세계화에대한도전으

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테러단

체들이 탄생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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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구조적인것으로부터출발한다. 아랍지

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하고 독재적이다. 그리

고이지역의축복인석유자원은국가나소수특권

층의소유이다. 이들국가와그지배자들은그들이

누리는특권을잠재적으로위협할수있는요소, 즉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실패하는 국가(failing state)가 지배하

는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현실은 암담하다. 이슬람

근본주의외에는별다른도피처가없다. 이슬람근

본주의가이지역에서체제저항적인특징을지니는

이유는바로이러한요소때문이다. 요컨대종교적

급진주의는현실에대한좌절에서비롯되어국내적

이든 국제적이든 체제파괴적인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빈라덴이진짜목표로한것은세계무역센

터가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와

같은국가라는주장이이점을뒷받침한다. 

9·11 테러는 비극이다. 더욱이 이 분야 전문가

들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빈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하고있다. 따라서그해결책의모색은시급하

다. 그러나원인이복합적인만큼그해결책도복합

적이어야한다. 첫째, 어떤명분으로도테러는용납

될수없다는전세계적인합의와응징을위한실천

적의지가필요하다. 둘째, 미국및서방은이사건

이 함축하고 있는 문명충돌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즉테러를응징하는전쟁을치르는데있어서

이슬람권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로부터 침탈 당

한데서생긴상처와피해의식, 그리고그것으로인

한 문명적 자의식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

다는의미이다. 그러기위해서는응징의대상을명

백히 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도, 이 지역 경제와 사회가 외부에 개방되고, 연결

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석유자원외에

는이렇다할산업적기반이없는이지역경제가살

아나야한다. 그리하여이지역사회가종교사회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

하는 국가와그런국가를지탱하는구조를개혁하

는것이야말로경제와사회를살리는길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민주화이다. 립셋(Lipset)에 의하

면, 경제의발전은사회를변화시키고, 이것은결국

집권적 권력을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슬람사

회가 시민사회적인 것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아프

칸전쟁취재에서중립적이고용기있는보도로명

성을 얻은 알 자지라 방송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

적인 시민사회가 성장할 가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혁명은한사회를잠에서깨도

록하는데가장효과적이다. 

변화는느릴것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만이테

러를지지하는기반을없애는가장확실한길이다.

현실이살만하다면이슬람젊은이들은굳이순교하

려고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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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개념과한반도평화체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

화와전쟁이발생할수있는조건자체를제

거하는적극적평화로구분할수있다. 소극적평화

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힘의 억제와 합의된 규제

를 통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극적평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휴전, 불가

침협정, 군비통제등의방법이동원된다. 반면, 적극

적평화는전쟁이발생할수있는구조적조건을제

거함으로써달성될수있다. 정치적가치, 경제체제,

사회문화적 동질감 등을 바탕으로 한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y)는 일종의 적극적 평화가

달성된상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한반도평화체제는우선한반도에

서정전상태의불안정한상황을종식시키고전쟁발

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

련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런측면에서한반도평

화체제는소극적평화달성을목표로명시적·묵시

적 규범, 원칙, 규칙, 정책결정의 절차 등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긴장완화, 군비통제, 평화협정체결,

평화체제의보장등의제도적절차및장치가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측면에서의동질성회복과궁극적인통일을

통해서분쟁요인이구조적으로제거되는상태는적

극적의미의평화가달성된상태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이처럼평화협정체결, 군비통

제, 안전보장장치마련, 평화관리방안마련등을포

함하는복잡한과정이다. 물론이러한과정에서의

제의 우선순위, 당사자문제, 협정의 내용과 체결방

식, 국제적보장방안, 평화관리방안등이중요한쟁

점사항이될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의국제성

한반도 평화정착은 한민족의 당면과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문제이다. 한국전쟁이래남북한당사국

은물론이고한반도분단에직·간접적인이해관계

를 가진 주변강대국들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1990년대의 세계

적 탈냉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유산을그대로안고있는실정이다. 비록최

근분단이래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이개최됨으로

써남북한화해·협력분위기가고조되고있지만, 한

반도평화체제의구축이어떠한속도로, 또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

보다남북한및주변강대국들각각의일치된이해

관계를찾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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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는서로 접한연관성을갖는두가지도

전을받게되었다. 첫째, 전쟁이후50여년간지속

된 한반도 내의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에도 불구

하고현상유지를가능하게했던동북아지역의세력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평화체제의 형성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탈냉전적 분위기에

걸맞은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절대적으로필

요한상호협력과상호이해의실질적실마리를찾는

데 있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고착된 상호불신

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상호불신의문제는1970년대세계적화해조

류에 따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

으로 해왔으며, 남북한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도

단속(斷續)을 거듭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러나 양자적 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동북아 냉전체

제는철저한당사국현실주의적입장을취함으로써

한반도의긴장완화는이루어지지못했다. 덧붙여냉

전의유산은냉전종식이후체결된「남북한기본합

의서」의 실천조차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배경요인

으로작용했다.

남북한간의상호불신속에서새로운환경속에서

의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남한의 정책결정자, 정책전문가, 많은 학자들

은실로다양한변수를고려한정책구상및방안을

마련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고있다. 그러나불행

하게도1990년대의한반도를둘러싼국내·국제적

환경은이러한정책구상들이효율적으로실천되기

에는결코호의적으로전개되지는못했다. 현김대

중정권에의해제시된대북포용정책이라는새로운

방향의통일정책도북한의대량살상무기의개발, 생

화학무기의개발, 미사일개발이라는암초에걸려

약 2년간의우여곡절끝에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

비로소 어느 정도의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

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일반적인

평화체제전환과달리평화협정체결문제와긴장완

화문제가함께추진되어야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방식으로 우선 4자

회담이추진되었다. 특히4자회담내에서「평화체제

분과위원회」가평화전환의형식및절차, 국제적보

장문제등을논의하고, 「긴장완화분과위원회」는긴

장완화와신뢰구축문제를논의하기로하 다. 그러

나 4자회담 참여국들간에 목표, 의제의 우선순위,

당사자자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는 한반도 평화·안보문제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 남북관계와 남북한과 대

주변국관계에서의변화가예상됨에따라한반도평

화체제전환의접근방식에있어서도변화가예상된

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평화체제로전환되는과정에서동북아지역차원의

안보협력 구상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안정과 평

화구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 한반도의 평화체제

도공고하게유지될수있을것이다. 한반도는지정

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동북

아안보와직접적인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 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동북

아안보협력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동북아안보환경

21세기의 동북아에서는 냉전시기에 지속되었던

긴장구조가 대폭 완화되고 있으나, 토분쟁과 강

대국간 향력확대경쟁및군비경쟁등잠재적갈

등요인이남아있다. 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동북

아정세는대체적으로완화되고있지만, 불안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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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잠재하고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에 중요하게

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긴장완화요인으로는①

역내질서의 다극화 ②경제 상호의존도 심화 등이

고, 잠재적갈등요인으로는①강대국간의이해대립

② 토분쟁 ③군비경쟁과 분단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각 요인에서 알 수 있는 각각의 요인

들은역내의관계국가간의첨예한이해관계의문제

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유지

한다고볼수있다.

역내질서의 다극화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일초

다강’(一超多强)체제를말한다. 이는미국의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자로

서의역할의지속성과일본의경제적위상과1996

년신미·일안보공동선언이후의미국과의동맹관

계강화와관련하여동아시아에서의군사적 향력

확대가능성의여지를말한다. 세계에서가장빠른

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중국은미국의대동아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재등

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현재 대내적

으로경제문제와정치·사회적불안으로역내에서

과거와같은 향력을행사하지는못하지만푸틴의

집권 이후 실리외교를 통해 향력 복원을 모색하

고있다. 이로써동북아질서는특정강대국에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강대국간 상호작용이

지역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다극화체제하에서는국가간우적개념(友的

槪念)이 불분명해지고, 역내국가들간에 이념적 대

립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역내 국가간 안보대화와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의존심화는경제협력의필요성증대를가져오

고이는지역분쟁발발가능성을감소시키고갈등

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는점이다.

잠재적 갈등요인으로서의 강대국간의 이해대립

문제는한반도주변4강국은동북아에서안정과평

화가유지되기를바라는한편, 동북아신질서가자

국에 유리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즉

신질서구축과정에가급적많은 향력을행사함으

로써 자국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뜻한다. 이러한점에서중·미관계가동북

아질서에 향을미칠가장큰변수로볼수있다.

양국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미국의 국가미

사일 방어체계 구축문제(MD) 등을 둘러싸고 갈등

을보이고있다. 즉중국은미국의미사일방어계획

의목적이중국에대한견제에있다고보고있다. 

동북아의두지역강대국인중·일간의관계도갈

등과협력이교차하는양상을드러내며전개되고있

다. 양국은경제발전과정치·군사대국화를모색하

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주도

권 확보경쟁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을 벌일 수밖

에없는상황이다. 중국은일본의평화헌법개정논

의 및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움직임을 경계하고,

반면에일본은중국의남중국해와조어도인근해역

에서의군사훈련강화를크게우려하고있다.

조어도 유권문제, 북방4개도서반환문제, 한·

중·일간배타적경제수역관할문제및중·러간국

경문제등도동북아질서안정에저해되는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토문제는 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애국주의와민족주의성향으로인해근본적으

로해결될기미는보이지않고있는실정이다. 군비

증강의문제는역내국가들의경제력증강에따른자

연스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질서가 그만큼

유동적이며전환기에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후 미국은 일

본과동아시아에서전역미사일방어체계로 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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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구상에대해강력히반발하고있다. 특히중국은미

국의 이러한 구상을‘작은 나토’를 구축하려는 의

도로극도의의구심을갖고있다. 한편중·일간의

역사적경쟁관계를고려할때, 중·일의군사력증

강은동북아안정에심각한위협요인이될수있다.

결론

현재국제질서의다극화와국가간상호의존도증

대에따라다자안보협력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

있다. 냉전체제붕괴이후대규모분쟁이발생할가

능성은줄어든반면소규모분쟁을야기할수있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다자간안보협력의필요성을제고시키고있다.

한반도문제의성격상, 한반도평화체제의보장방

안으로서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형성을고려

할수있다. 한반도평화를범지역적차원에서보장

하기위해서는한반도평화에직·간접적인이해관

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한국정부는1993년부터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제창설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왔다. 김대중대

통령도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를형성하여동북

아국가간신뢰구축조치, 초보적수준의군사적신

뢰구축 조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실천, 경제·과학기술·환경·인권·난민·마

약문제등을다룰것을제의하고주장해왔다.

그러나한반도를둘러싼주변강국의입장과지역

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자간안보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역내 국가들이 지역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상

호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의인식과현상

유지에이해를같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따

라서다자간안보협력방안은이를위한장기적인비

전과점진적추구가관건이될것이다.

또한한국이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형성을추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구상에주변의다

른 국가들이 한국처럼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이루기

는어렵다. 따라서이러한한국의구상이성공하기

위해서는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이역내국

가들의안보이익에도합치된다는점을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다자적인 방식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

결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

려도 있다. 다만 한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의형성과정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

러한 협력체가 한반도의 평화 공고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작용하도록전략적인사고와지속적인노

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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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정부의접근방식차이와한반도통일문제

남북한접근방식의의의

1948년 남북한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의 접

촉과대화는간헐적으로때로는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한의대화와접촉의빈도는이전시기와비교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남

북한의 접촉 빈도와 대화의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같이남북한정부의관계개선노력과다양

한 수준의 접촉과 대화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

고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

오지못하는근본적인이유는무엇인가? 민족의통

일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우리의 당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북 접근방

식은무엇인가? 등에대한물음이당면과제로떠오

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의 남북한의 접촉

과대화의전개과정과접근방식, 그리고그로인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은시대적상황에따라서상대에대한접근의목표

와방식에일정한변화를보여왔다. 이러한변화의

추세는 양 국가와 주변 국제정세의 힘의 역학관계

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접촉에서 추구하

는전략적목표는무엇이며, 그러한목표의달성을

위해서사용한접근방식은어떠하 는가를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결국 남북한의 상호 접촉

에대한이해관계는근본적인차이를갖고있는것

인지, 아니면접촉의방법과수준의변화에의해서

동질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로 귀

착될 것이다.

남북한의접근방식과전개과정

북한의 대남 목표와 접근방식

남과 북은 해방정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질적

인체제와이념을바탕으로상호경쟁을벌여왔다.

그 결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남북한의

무력 충돌과 분단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역학관계 등에 따라

서 변화되어 왔다. 남북한 접근방식과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1948년정부수립이후통일과한반도의

평화정착을지속적으로주창하고있으나, 시대별로

그 중요성의 우선 순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정부수립직후부터공격적인통일공

세를펼쳐왔다. 이것은공산주의정권을수립한북

한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로서‘대남혁명화 전략’에

따른것이며, 이러한전략적목표는공산체제가유

지되는 현재까지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에서 언

급하고있듯이민족해방론과인민민주주의혁명론

윤 여 상 박사 / 남대학교

기획특집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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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대남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추구하여 왔

으며, 전략 목표상의 우선 순위나 접근 방법에 대

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왔다.

한국전쟁은대남혁명화전략의가장큰산물이

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분단 상태

를적극적으로타파하려는공세적인통일정책을구

사하 으나,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평화정착과 통일을 병행하는 정

책을구사하게된다.1) 특히북한의‘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와주체사상과접목됨으로써더욱구체화되었

다. 이 시기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있으면서도한편으로는땅굴굴착, 판문점도

끼사건, 군사분계선인근지역에대한무장군인침

투등군사적행동을병행하 다. 또한남한과의직

접대화에서큰소득을얻을수없음을인식한북한

은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 등과 직접대화를 추구하

며 남한을 대화의 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방법을

동시에사용하게된다. 이와같은전술적접근은현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특히 1994년 김일성 사

망 전후 시기에 이르러서는 평화정착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려는 대남정책이 전면적으로 제기된다.2)

특히1990년대후반이후북한이주장하는한반도

의 평화정착은 민족통일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

미보다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

로 제기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1994년김일성사망으로북한의최고지도

자가된김정일은북한의외교적고립과심각한식

량난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한과 국제사

회와의대화에적극성을보이게된다. 그러나김정

일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서 남

한을배제한채미국과일본, 그리고유럽국가들과

의직접적인대화방법을채택하 다. 이와같은남

한 배제정책은 남한이 북한내부에 향력을 행사

할수있을정도로접근하는것을방지하려는의도

으며, 결국북한은남한정부와의접촉을최소화

하고 민간교류를 통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 달

성을추구하 다. 하지만남한의상호주의원칙제

시와 미국, 일본 등의 남북관계 개선 선행조건 제

시 때문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일련의 당국간

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북한은자신의경제난해결을위해남

한과국제사회에부분적인개방을하고있다. 그러

나 그 수준은 북한 체제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

을수준까지로동결하고있다. 이러한의지의표현

으로서 남한과 당국간 또는 민간차원의 대화와 접

근을추진하면서한편으로는잠수정침투, 해침

범 등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1990년대이후김일성사망과심각한경

제난, 그리고외교적고립으로국력이현격히위축

되자대남전략의최대목표를공산화통일에서자신

의체제유지로전환시킨것으로보인다. 그러나남

한에 대한 공산화 통일은 주체사상에 명시되어 있

으며, 북한사회주의의 혁명적 대의와 명분이기 때

문에완전히포기하 다기보다는잠복된것으로보

아야할것이다. 그러므로자신의체제변화를초래

하지않는수준에서의남한정부와의대화와지원을

희망하는 북한과 이를 통해서 결국 북한의 체제변

화를유도하려는남한정부의접근방식은상충될수

밖에없다. 이러한상황은김정일정권이정치적안

정을 이루고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지

속될 것이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 향력을

1) 1980년 10월 북한은 기존 연방제안을 수정하여‘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 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

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이러한 변화들은 1991년과 1994년 김일성 신년사, 1993년 4월 발표된‘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기 획
특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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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

다. 이것은결국북한을남북협상의테이블로나오

게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다.

남한의 대북 목표와 접근방식

남한은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의 통일방안을

제시하 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하는민족통일을제시하 다. 단각시기

별로선건설후통일, 흡수통일반대등의기조가발

표되었으나, 통일에 대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

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으로 접촉증대를 통한 신뢰

회복과통일기반조성을강조하는기능주의적접근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러한접근은김대중정부

의 대북포용정책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남북한은각기평화정착과통일을목소리높여주

창해왔다. 단각시기에따라그우선순위가결정

되었을 뿐이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

립 이후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반공과 적극

적인 통일론을 제창하 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으로말미암아실질적인대북접근을시도

할 수 없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등장한 장면

정부는‘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기

조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를 보 으

나 기본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변함이 없

었다.

군사정부 시기에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화정착을 당면 목

적으로 추진하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국제적으로냉전체제의조정이시작되자남북한은

1972년역사적인「7·4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기

에이르 으나, 이후군사적충돌과체제경쟁의가

속화로실질적인효과를거두지못했다. 1980년대

이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

선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하 으나,

1990년전후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권붕괴가가

속화되기 전까지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1992년「남북기본합의서」채택을 비롯

하여 1994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약속으로 이어지

면서 남북접촉은 큰 전기를 마련하 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천명하며북한에대한정치·경제·사회·문화각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본격화하며 대북접근의 기

회와수준을제고시켰다. 김대중정부는2000년남

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이산가

족 상호방문, 경의선 복원과 도로 연결 사업 합의,

경협증대등다양한분야에서의일정한성과를보

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김정일 답방 미이

행, 이산가족교환방문사업의답보, 남북경협사업

의 애로3), 경의선 복원·개성공단 추진 등 합의된

경협사업의 미이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면치못하고있다.  이와같이 문민정부시

기 이후 대북 접촉의 기회는 증가하 으나 여전히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상유지를 위한 평화정

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평화정착은분단된현재의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반면에 통일은 분단된 현 상태를 종식시키려는 현

상타파의 정책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살펴본다면남한정부의통일정책과대북접

근은 이승만 정부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통일보다

는 현 상태의 평화정착을 우선 순위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남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을 통일을 이루는 선행단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

문에 평화정착을 우선하 다는 것이 반드시 반통

3) 현재까지추진된남북한경제협력사업들은대부분사업추진업체에실질적인이익을가져다주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금강산

사업의적자폭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1998년이후부터 2001년 11월말까지삼성전자, 현대아산, 현대상선, 에이스침대등국

내기업들이 북한에 연불(延拂)수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1427만 달러에 달한다. (조선일보, 2001년 12월 5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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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분단의 고착화, 구 분단의 획책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5)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1970년 중

반에는 남북한 국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후 점차 남북간 국력 격차가 심화되었다. 특히 군사력 측면에서도 1990년

이후는 양적으로는 북한측 장비의 수가 많지만 질적으로는 남한이 우세한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000 통일

백서』(서울: 통일부, 2000), 20-21쪽.

일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그 접근방식은

현 상태의 평화정착을 통일의 선행단계로 설정하

면서도북한에대한다양한접촉증대를통해서북

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

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기존 정부에서

제시되었던한반도평화정착방안들은한반도의평

화정착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는있었겠지만4) 북

한의 체제변화 유도를 통한 통일의 진전으로는 연

결되지못하는선언적수준에불과한것이었다. 그

러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목표와 접근방식은 기

존의 평화정착을 우선적 단계로 설정하여 기능주

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체제변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것은결

국 적극적인 통일전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통일전략은 결국 남

북한관계개선을위한협상과접촉의주체는남북

한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한의문제와합리적접근

남북한은상호이질적인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

으나단일민족이라는당위론적측면과정치세력들

의내외적인필요성때문에민족의통일에대한갈

망과노력은양체제에모두절대적가치로선언되

고있다. 그러나남북한에서제기된다양한통일방

안과 접근 노력들이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열정을

함축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공세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 으나, 1990년

대 이후 남북한 국력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현 상태의 평화보장을 더욱 적극

적으로제기하는변화를보이고있다. 반면에남한

은 이승만 정부 퇴진 이후 분단의 관리를 위한 현

상유지 성격의 대북정책을 실시하 으나, 1990년

대이후남북한국력의현격한격차를바탕으로하

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평화정착과 북한의 체제변

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왔

다. 이와같은남북한의상호접근방식과전략적목

표의차이와변화는결국남북한국력변화의추세

와궤를함께하고있음을알수있다.5) 남북한정

부는 각 정부의 대내외적 상황, 정권의 정통성, 국

제정세 등에 따라 부분적인 대북접근 방식과 목표

에차이가나타나고있으나, 궁극적인대북접근과

목표의설정은힘의우위를바탕으로한상대에대

한 자신감의 정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은 국제관계는 힘의

역학관계가 적용될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힘의논리로설명되는국제관계는전쟁과폭력으로

연결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

과함께지난1992년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에명

시되어 있듯이 남북관계는 민족내의 특수관계라는

시각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통일을절대적가치로추구하여야하지만실질적인

접근방식과 자세는 힘의 논리만이 아니라 민족 공

동의 미래의 이익을 논의하는 합리적인 자세와 접

근방식이요구된다고하겠다.



통일문제를둘러싼남남대화의합리적모색

김 진 향 박사 / 경북대학교

역대 정부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있어

서가장선명하고특징적인정책분야는한마

디로대북통일정책분야라고할수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Sunshine Policy)’혹은‘포용정책’으

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부의 평화주의적 남북관계

지향은 기존의 적대적 관계로 점철되어 온 남북한

의 분단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허물고자 한 역사적

시도 다고할수있다.

분명한것은김대중정부의평화주의적대북화해

정책이 일시적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분명한정책적일관성을가지고, 민족적차

원에서진일보한내용으로전개되어졌다는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전진적인 대북통일정책은

2000년6월의남북정상회담과6·15공동선언으로

그실천성이여실히드러났다고볼수있다. 

사실김대중-김정일두정상간의최초의남북정

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실로 반세기 동안 민족

적 비극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한의 소모적 적대관

계를 화해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새로이 정립시킬

수있는전기를마련하기에충분한것이었다.

이러한평화적남북관계조성은정상회담이후 6

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의 진행과 국방장관회담, 경

제분야 실무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 개성-문산간

도로건설, 각종사회·문화·체육·예술분야민간

단체간 교류 및 3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남북교류의 물꼬를

틔웠다.

그러나이러한전진적인대북정책의전개와전변

한 남북관계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기존의적대적북한인식에근거한

냉전적관점과급진적인통일운동세력간대립으로

인해의지가퇴색된것도사실이다.

즉화해협력의전진적대북통일정책에직면하여

‘북한불변론’1), ‘북한퍼주기론’2), ‘남북관계속도

조절론’, ‘상호주의’3), ‘철저한 검증론’등을 제기

하는 측과 이를 못마땅해 하는 측이 우리 사회 내

1) ‘북한불변론’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산물이다. ‘북한불변론’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

니라 오히려‘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대적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1998년 이후 2000년까지 3년간 정부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액은 비료, 식량 등을 포함하여 대략 1억 8천만달러로 산정된다.

똑같은 3년을 기준으로 김 삼 정부 시기의 북한지원액은 그보다 두 배가 넘는다. KEDO지원액을 합치면 10배가 훨씬 넘는

다. 더불어 노태우 정권 시기 소련에 제공한 차관 12억달러에 비하면 김대중 정부의 북한지원액은 그야말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맹목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발목잡기 위하여‘북한퍼주기론’을 유

포시키고 있다. 한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우리의 분단비용이 대략 20조원이라고 보았을 때, 같은 기간 정부 차원의 북한지

원액은 분단비용의 0.5%에 불과한 금액이다.

3)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상호주의’의 고전적 정의는‘비등가성, 비동시성,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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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평양4)에서열렸던2001년 8·15민족통

일대축전 행사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극심한 남남

갈등은 그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통일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

분이우리사회내부적차원에있음을극명하게보

여준사건이었다고할수있다.

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둘러싼남남갈등의양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2001 민족공동

행사 추진본부’5)에서 주최한“2001 민족통일대축

전”행사가지난8월15일부터16일까지서울과평

양에서각각진행되었으며, 평양행사에참가한337

명의 남측 대표단은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

면서 북측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경제인, 문화인등을만나계층별상봉과연대모임

들을가졌다.6)

분단이후처음으로남과북, 해외의동포들이한

자리에 모여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은 행사의 본

질적 내용만 본다면‘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

힌 기본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

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공동의 염원과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유한 통일행사

로자리매김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남과 북, 해외의 민간, 사회단

체 대표들은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

에서 6·15선언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민간차원

의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 으

며, 교류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

들의마음의통일을이룰수있는방향을제시함으

로써, 한반도평화정착의필요성을민간차원에서합

의하여 당국간 회담을 지원하는 민간의 역할을 확

인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7)

좀 더 구체적으로 남과 북, 해외의 대표들은 남

북공동선언을 새 세기 민족통일의 유일한 이정표

로,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으로 재확인하고, 통일문

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하기로 하 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

시키는데민간단체들이적극연대해나가기로하

다. 나아가8·15광복절57돌에는서울과평양에서

공동행사를개최하며서울행사에북측대표단이참

가하기로 결정하 다.8)

이러한 전체 남북, 해외대표단 차원에서 합의한

여러성과와더불어통일대축전행사기간동안평

양을 방문했던 각급 부문별 단체들의 활동과 성과

들도상당하 다. 

그러나이러한평양통일대축전의분명한성과들

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

어졌던평가와담론들은전혀다른차원이었다. 한

4)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측의 민간사회단체 대표 337명이

공동주최자의 입장을 가지고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관자 자격으로 방북하 던 것이다.

5) 추진본부는 남측의 민화협과 7대종단, 통일연대로 구성되었다. 이후 문제가 된 통일연대는 올해 3월 15일 전국연합, 민주노

총, 범민련남측본부, 한총련,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의 통일운동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

다. 이처럼 2001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국내의 거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최초의 기구가 되었다.

6) 이번 행사의 의의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망라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300여명의 남쪽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가시적인 교류·협력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향후 민족통일의 지향을 다짐한 행사 다.

7)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 『2001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자료집,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

동행사추진본부, 2001. 8. 30.

8)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 『2001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자료집,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

동행사추진본부, 200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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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평양축전방북단과관련한남한사회내부의

담론은 내부 인식의 공유가 얼마나 어렵고 관점의

괴리가얼마나엄청난지를뚜렷이드러내는계기가

되었다고할수있다.

연일대서특필된통일대축전평양방북단관련기

사들의주류는방북단이이루어낸소중한부문별-

단체별교류와협력의약속및협의내용들에대한

소개보다는행사장소문제를둘러싼성토 다. 구체

적으로 언론의 방북단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먼저『조선일보』는“대한민국 망신시킨‘평양축

전’”(8/16 사설), “방북단 행위는 매국행위”(8/17),

“통일의 싹 자른 통일세력”(8/19 사설), “6.15이후

대북교류 과속...혼란 자초“(8/20), “(서울도 이상했

다)정부 후원행사서‘미군철수’외쳐”(8/20)9), “통

일부‘친북인사 방북불허‘ 검찰의견 묵살”(8/20),

“집권세력까지 북에 보내 광란에 가담”(8/21), “방

북단 일부 북, 사전교신 가능성”(8/21), “통제불능

6박7일: 평양도착직후부터 남남갈등”(8/22), “분열

된우리사회상발가벗겨져”(8/23), “평양서철없는

행동”(8/24), “백두산서‘북찬양’방북단 인사 소

환”10)(8/26) 등으로 서술했다. 또한『중앙일보』는

“[평양 축전 파문] 남북 틈 더 벌려”(8/17), “[평양

축전 파행] 대북정책 재고를”(8/17), “ [평양 축전

이모저모]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8/18), “[불거지

는남남갈등] 대북관혼란”(8/18), “방북단중친북

인사 다수포함“(8/22) 등이었다. 

이외의주요신문들과기사들도주로방북단의이

모저모에대한관련기사들은대부분이친북이적성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논조를 폄으로써, 결국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참가한방북단전체의실제적교

류협력의성과들보다는방북단전체와방북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내용들을 확대재생산하

는데그쳤다.11)

하지만 방북단 일행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도

남한내부의다수로부터동의를구하기에는부족하

고서툰면이많았다. 심지어자칫독단적으로비쳐

질여지마저없지않았다. 예를들어, ‘조국통일3대

헌장기념탑’12)앞이라는장소문제로시작해서장소

문제로 끝난 당시의 사태는 진보집단의 지나친 감

성적 접근이 빚어낸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강정구교수의‘만경대정신’이라는방

명록내용역시우리사회내부의동의를신중하게

모아가기보다개인의신념을지나치게앞세우는과

정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

어쩌면축전에참가한남측대표단이평양에체류

하는 동안 발생했던 우리 사회의 반응들은 민간교

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지는 통일논의

의 합리적인 남남대화가 부족했던 우리 사회의 엄

연한현실적한계와조건으로부터결과될수밖에없

었던, 한번은 겪어야 했을 시행착오 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9) 이후 이 보도는“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남측)에 의해 왜곡보도라는 항의를 받았다. 

『2001민족통일대축전 보고대회』자료집,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2001. 8. 30. pp.39-41.

10) 이 기사도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측으로부터 왜곡보도라는 항의를 받았다.

11)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관련하여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은“8·15축전이 갖는 의의와 상징성을 가지려고 일부 참

가자들의 일탈행동이 마치 행사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진 데에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매우 큰 역할을 하 다”고 평가

한다. 정성장,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평가와 남북민간교류의 과제”, 「정세와 정책」2001-10(통권 62호), 세종연구소,

2001. 10, p.4.

12) ‘조국통일 3대 헌장’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이후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자주·평화·민족대단결’

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그리고‘전민족대10대강령’을 가리킨다.

기획특집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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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대화의합리적모색

남북이공히화해협력의평화적관계를지향함에

있어서, 남북 공히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의길을진정으로추구하고있다면먼저전체적관

점에서남북은상호존중과공존공 의자세를엄정

히견지하여야한다.

그것은분단56년의기간동안통일문제와관련하

여남북이합의한세번의역사적문서에도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상호 엄격한 체제존중과 공존공

의자세는규범적측면에서보면이미오래전부터

남북한정부간에합의되고공유되어온부분이다.

1972년‘7·4남북공동성명’과1991년의‘남북기

본합의서’, 그리고지난해‘6·15공동선언’의내용

에는 한결같이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할 것을 명기

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시기우

리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점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남한사회를 예로 들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가치합의 되고, 그것은

법·제도적으로규정되고뒷받침되었다.

이러한반공주의와적대적반북주의의전면화속

에서 그것은 전체 국민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최대

의 정치문화로 자리했으며, 북한·통일문제의 논의

체계는 반공적 통일이 주류적 정서로 자리잡아 왔

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반공주의에 대응하는 진보

적논리역시때때로배타적이고비타협적인자세를

유지함으로써합리적인대안으로자리잡지못했다.

중요한것은이러한남남갈등의근본적요체가지

난반세기동안의적대적남북관계를사회적으로, 이

념적으로전면화시켰던내부환경에서출발한다는것

이다. 그렇다면 냉전시기, 적대적 남북관계를 총체

적으로 규정해왔던 원칙들을 화해협력의 평화주의

적 남북관계 시기에 맞게끔 새로이 재편해야할 필

요성이제기된다고할수있다.

맹목적 극단주의를 화해협력의 평화주의로, 적대

적 북한인식을 평화공존적 북한인식으로, 무엇보다

그들을 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인 동포로서 인식할

수있는법·제도적, 사회·문화적노력들이필요한

것이다.

적대적 관계를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남북이 평

화적관계를 새로이정립시켜가는과정은남북공

히한 발씩양보하는입장에서야하는것은보편적

이치이다.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인간관계가상호작용의관계이듯이지

난 시기의 적대적 남북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

닌총체적인상호작용의관계 던것이다. 

적대적북한인식이강요되어온반세기동안의흐

름 속에서 범국민적으로 가치합의되고 또 깊이 내

면화된 선과악적관점의이분법적흑백논리에근

거한 악의 화신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분명

대립지향의 논리 다. ‘휴전선의 남과 북에는 천사

도악마도 없다’는말처럼우리가절대선도아니고

북한이절대악도아니었다. 이는남한사회를바라보

는 북한의 자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

점이다.

무엇보다북한이우리와더불어평화통일의길에

서 화해협력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함께 일구어 가

야만 하는, 통일의 분명한 일주체임을 명확히 인식

한다면해답은간단하다. 우리는적극적으로그들을

적이아닌동포로서인식해야하며, 극복과배제의대

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을 해야한

다는것이다.

남남갈등은이러한북한에대한인식의차이로부

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우리

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남북간

의끝없는긴장관계를청산하고, 전쟁의위험성들을

한반도땅에서완전히제거함으로써우리가항구적

인평화를추구하기때문이라면, 나아가평화적인남

기 획
특집3



북관계의구축을통하여가장기본적으로는지금보

다는훨씬나은삶과훨씬풍요롭고행복한삶을살

아가고자 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러

한 통일(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포함하는)의 길에서

반드시만날수밖에없는북한을적이아닌동포로

써인식할수있을때통일논의의첫출발이가능해

진다는것이다. 

북한을 적으로써, 극복과 배제의 대상으로써, 맹

목적반공주의에사로잡혀전혀변함없이인식하고

자 하는 것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원히 가져가자

는논리일수밖에없다. 그것이얼마나엄청난민족

적 에너지의 낭비와 민족적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

는행위인지를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바로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분단체제를 극복

하고통일을왜해야만하는지에대한, 통일의필요

성에대한명확한가치합의가없기때문일것이다.

나아가서는구체적으로실현가능하고남북이합의

하고있는통일의명확한개념과과정에대한분명

한 사회적 가치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의 결과라고

볼수있다. 

무엇보다도먼저우리사회내부적차원에서남남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

논의의열린대화의광장, 즉남남대화가시급히필

요함을 절감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남남대화를 통

하여‘왜 통일이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하며’(통일

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인식), 나아가서는‘통일

의개념과과정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며’(현실적

으로실현가능한통일의개념과과정에대한가치

합의), ‘북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과학적 인식)가 우리 사회 내부적으

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가치합의되어야한다는것이다.

결국 북한·통일문제를 합리적이고 성과적으로

풀어가기위해서는남북대화와북미대화, 한미대화

에일희일비하기보다는우리사회내부적인주체적

통일환경 마련을 위한, 우리사회 내부적 차원에서

의 통일노력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한 우리사회 내부적 차원의 주체적인 통일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은 다름 아닌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합리적이고과학적인열린대화의공간을제

도적으로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다. 바로 보수와 진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인

정하는 가운데 의사소통하는 남남 내부의 포용적

접근이다.

나아가 그러한 공론화를 통해 화해협력의 평화

적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후에

는 지난 시기 적대적 남북관계를 법·제도적으로

규정해 온 법령과 제도들을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

기에맞게끔정비하고제도화해야할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강요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통일환경을 만들어가는 필수조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통일기본법 제정’, ‘남북교

류협력법의 개정’,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의실천성담보를위한국회비준등법·제도적차

원에서평화적남북관계를뒷받침할사안들이우선

대화와토론대상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기획특집3 19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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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경 / 계명대학교교수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전망되는 기대

이익은매우높다. 월드컵을통해11조4000

여억원의생산유발, 5조 3000여억원의부가가

치 증대, 35만 명의 고용창출(한국개발연구원,

2001) 등예상되는경제적효과외에도대회개최

도시들이세계에알려지면서늘어날것으로보이는

관광수익에다국가이미지를높여얻을수있는수

출증대, 국내스포츠관련산업의발전등그파급

효과는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기

반시설투자의경우월드컵이란이벤트를명목으로

각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던 혹은 계획중인 사업들

을미리앞당겨하는효과도있을것이다.

그러나국제적대규모스포츠행사를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압박 속에 과다한 시설투자를 함으

로써, 경기후시설물들을제대로이용하지못할경

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도

시의재정적부담을가중시키게될가능성이높다.

또한외국과우리나라월드컵경기장을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경우전경기장을신축하는것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아울러 전용 경기장의

비율이 너무 높고 경기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

무크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어바람직한사후활

용방안을모색하기가용이하지않다. 

총 공사비 1조 9500여 억 원을 들인 10개 경기

장을 월드컵 이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의 핵

심이다. 최근서울을비롯해전국10곳에건설될월

드컵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최소 1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이 소

요될 구장 유지운 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강구하고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저마다효

과적인수익사업을통해경기장의관리비를충당하

고, 나아가다양한이벤트행사를유치하여경기장

시설의수익성을높이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과대형공연등문화행사등을계획하고있으나기

업들이 구단 창단에 소극적이고 대형 공연도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

다．문화·체육인프라가비교적잘갖춰져있는서

울의경우도연40억원으로추산되는구장운 비

확보가 불투명한데, 사정이 서울보다 열악한 지방

의경우많은경비를투자하여건설한첨단경기장

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경기장을건설한도시들의월

드컵경기장시설활용계획과선진국들의경기장활

용실태를 개관해 보고 대구시 월드컵 경기장의 대

회이후시설물들을최대한유용하게활용할수있

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월드컵경기장은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

여 활용성을 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장의 수익·활용 측면에서 기존

경기장의이미지를탈피하여복합시설물개념으로

건설되었다고볼수있다. 다시말해서경기장에대

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전문식당및문화시설등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경기가 없을

시에도 시민들이 항시 애용하는 복합 문화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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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장내 수익시설의 유

치를위한법적·제도적제약요인을해소하기위한

도시계획시설관련법령을 3차례 개정(1998.7,

1999.12, 2000.8)함으로써경기장내수익시설유

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왔다. 아울러경기장수익시설입점자의안정적

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 제도상

공유재산임대기간이3~5년으로되어있는지방재

정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

장하는 법령을 개정하 다. 그리고 개최도시별 특

성에맞는활용프로그램개발과우수사업자가유

치될수있도록마케팅사업을활발히전개하고있

다. 뿐만아니라월드컵대회이후경기장의가동률

을높이고운 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및축구협

회등과협의하여지역연고프로축구팀의전용구

장으로운 하는방안을적극강구하고있다.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

시들이경기장내에대중적이고경쟁력있는다양한

수익시설의유치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 아직은기

업들이적극적인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경기장

주변의그린벨트해제와개발여건이조성되면입점

희망자가증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앞으로의월드컵경기장은우리의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첨단 건축공법으로 표현하는 한편

최신음향, 조명, 방송설비시스템과초고속정보통

신망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각종문화·예술이벤트가활발하게유치될

전망이다. 또한경기장에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전문식당 및 문화시설 등 각종 시민편의시설을 유

치한미래형복합시설물을조성함으로써지역의경

제·문화생활의 중심 역할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

고월드컵경기장은진입도로확·포장, 지하철건

설, 충분한주차공간확보등기반시설이정비된편

리한 교통여건과 도심 속의 넓은 녹지공간을 격조

높은휴식공원으로조성함으로써시민들이즐겨찾

는21세기형여가·레크리에이션거점공간이될것

이다.

해외의주요경기장활용방안을보면, 국요크

셔의상업시설과복합단지인Hudders Field, 전시

장, 컨벤션과의 복합단지인 미국 인디아나 폴리스

의Hoosier Dome, 호텔, 대형상업시설과의복합

단지인 일본 후쿠오카 Dome, 유희시설과의 복합

단지인 일본 도쿄 Dome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

의경우경기장에유치된시설이다양하며, 어린이

놀이공간의비중이커지고있다. 이는경기장이주

말나들이의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여스포

츠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계층까지도 경기장 시설

로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기존

경기장은축구클럽을중심으로활성화되어있으며,

최근 경기장의 활용성에 역점을 두고 현대적 추세

에 맞추어 각종 편의시설을 경기장에 유치하는 한

편경기장의운 도민간회사에양도하여운 하는

추세에있다. 

특히일본은최근경기장운 에민간경 기법의

도입을확대하고있으며, 현재건설된월드컵경기

장은대회이후지역연고프로축구단중심으로활

성화될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살펴본 우리나라와 해외 선

진국의월드컵경기장의 시설 활용실태와 계획을

<표 1> 국내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시설 설치 계획

지역 시 설 내 용 용도지역
·수 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헬스 자연녹지

서울 ·식당가, 테마레스토랑, 일반상가, 스포츠할인매장 (준 주거지로

·이벤트홀, 가변무대, 멀티시네마(16개관) 변경예정)

·롤러스케이트장, 각종 스포츠시설

부산 ·음식점, 레스토랑, 기념품점 자연녹지

·자동차극장, 교양강좌시설, 대형집회장

·에어로빅장, 체조장

인천 ·식당 및 근린판매시설 자연녹지

·다목적 이벤트홀, 예식장, 문화센터

·스쿼시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등 레포츠시설

대구 ·야외결혼식장, 자동차극장, 문화센터
개발제한구역,

·각종 기념공연장, 임대사무실
체육공원

·헬스, 에어로빅 등 레포츠시설

광주 ·음식점, 레스토랑 자연녹지

·공연장, 인형극장, 유스호스텔, 유치원

·스쿼시, 탁구, 에어로빅 등 레포츠시설

대전 ·스포츠갤러리 등 스포츠 전문매장 개발제한구역

·일반 사무실

자료 : 월드컵조직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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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대구월드컵경기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경기장 활용의 기본방향이다. 첫째, 개발철

학으로서의공익성과수익성의조화를이루어야한

다. 경기장건설을위한시설투자에소요된비용을

최대한회수한다거나사후운 경비보전에만비중

을 둔다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겠으

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물의 배치가 불합

리해질우려가있으므로개발철학으로서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

기적인수익성에과도하게집착하기보다는보다장

기적으로대구대공원개발과연계한복합공원으로

서의공익적인개발에도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둘째, 지역레저스포츠행사의중추적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과연계하여다양한레저스포츠를즐길수있는공

간을개발하고각종스포츠이벤트를개최할수있

는시설을유치해야할것이다. 레저스포츠공간으

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뿐 아니

라지역의전통과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문화공

간을 창출하고 축제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향후주5일제근무가정착되면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시민들은번잡한도심보다는문화예술행사

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야외형 레저 스포츠를 선호

할것이므로경기장과그주변공간을지역의레저

스포츠의중심공간으로개발해야한다.

셋째, 시민들이항상이용할수있는휴식공간으

로활용도를제고해야한다.

경기장과 주변지역은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경

기가 없을 때도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휴

식을취할수있는공간이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대구대공원과연계개발이모색

되고개발과시설관리에다양한시민단체와전문가

의참여가전제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스포츠경기장으로서의기능성

을발휘할수있도록해야한다. 대구종합경기장의

경우기존공설운동장의활용도와큰차이없을것

으로전망된다. 

특히 프로축구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

편과 스포츠산업의 대폭적 개편이 없이는 지방이

갖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점으로 월

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해당 자치단

체의노력, 프로축구활성화, 각종클럽대항전등으

로경기당관중수는다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에 따라 월드컵 경기장 중 축구전용경기장의 경

우에는연중약 30일수준으로예상됨으로써종합

경기장에 비하여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대구종합경기장의경우에

는축구를비롯한다양한메가이벤트를유치할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대구연고 프로축구팀이

창단될 경우, 이보다 약간 증가한 연중 40일 수준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월드컵이후유지관리비보전에필요한수

익시설의유치방안을마련해야한다. 기존경기장

의 수익시설은 연중 가동률이 60∼70일 미만인데

비하여, 월드컵경기장의경우1년연중운 이가

능하여 수익시설 설치는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있는요인이될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2002

년 월드컵 이후 유지관리비 보전을 위한 법적으로

가능하고경쟁력있는수익시설의유치방안을마련

해야한다. 물론이러한수익시설을유치하기위해

서는경기장주변지역의공원개발과그린벨트해제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한 수익성 높은 시설유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수익성측면을고려해볼때, 할인점, 야외예

식장, 자동차극장, 멀티플렉스 화관등의시설유

치가바람직하나단기적으로시설에필요한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공연장, 사

회체육시설, 문화공간, 박물관등의유치가바람직

하나지나치게수익성이낮은단점이있다. 따라서

장,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비교하여

시설유치전략을구축해야할것이다.

대구종합경기장의경우, 시설임대수입은시설의

종류, 면적등에따라차이가있으나100% 임대시

경기장운 ·관리비를충분히충당할수있는 25

∼30억원의수입이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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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포츠이벤트행사의유치및개발이다. 대

구종합경기장은 지붕 설치율이 50% 미만인 부분

개방형이다. 따라서 Dome 구장과 같이 다양한 목

적의이벤트개최를위해활용하는데는다소제약

이 있다. 기존 운동장의 경우, 스포츠 행사를 제외

한타용도로활용된사용일수는전국평균으로총

가동일의약20% 미만의수준이다. 따라서대구종

합경기장의 경우에도 이벤트 등의 다목적 활용은

전체경기장의활용에있어서제한적이고부분적인

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되어전체가동일수의 20

∼30% 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대구

시는아마추어와동호회를중심으로한스포츠이벤

트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드컵

경기장을최대한활용하여야할것이다. 또한타지

역의체육인이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스포츠이

벤트프로그램을개발하되참여형스포츠이벤트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초·중·

고등학교체육선수들또는대학팀을중심으로연수

형스포츠이벤트를개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지역 출신 또는 연고지 팀의 유명 스포츠 스타 또

는강사를 입하여스포츠교실을운 해야할것

이다. 

넷째, 대구대공원 조성과 연계한 시민 문화, 레

저 공간으로의 개발이다. 경기장 주변 개발계획

으로 1991년 12월 공원지구로 지정된 대구 대공

원 일대(506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지역)는 그동

안개발의손길이미치지않아종합경기장외에다

른 시설물이나 도로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나,

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대구 공원 일대를 본격적

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대회

직전까지 경기장 주변에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

추고, 각종 편의시설, 레저단지, 공연장 등의 시민

휴식공간을조성해야한다. 대구시개발계획에의

하면 경기장 서쪽에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행사

를 할 수 있는 대구시립미술관, 조각공원을 건립

하고 2010년까지 민자를 유치해 경기장 부근에

예술문화지구(1,141,820㎡), 동물원지구

(737,220㎡), 노인휴양지구(378,640㎡), 자연학

습지구(183659㎡), 주변휴양지구(62,930㎡)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축구 창단의

재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연고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지 않을 경우 수익시설의 임대실적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 특히 대구종합경기장은 시 외곽에

위치하여상시적인임대시설수익을기대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프로축구단 창단과 같은

고정적 수요기반 확보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익

시설분양을순조롭게할것이며, 대구시에서계획

중인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 임대수입 증대와 경기장 활용

도제고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신설월드컵경기장은약1만평내외의수익시설

을설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수익시설의임

대및분양성과는월드컵경기및국내프로축구활

성화와매우관련이있을것이다. 지역연고프로축

구팀이없는대구의경우에는그만큼매력도가떨

어져수익시설의임대및분양가능성이매우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는 대구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이 주요 과제임을

알수있다. 

단기적으로 경기장시설 활용과 유지관리비 마련

에여러가지장애가따를것이지만, 장기적으로경

기장과주변지역의개발여건이조성되면그러한어

려움은 충분히 극복되리라 예상된다. 대구시 도시

계획측면에서볼때월드컵경기장과그주변지역

을지역특성이반 된복합공원으로개발하는것은

피할수없는선택이다. 이제시민은보다쾌적하고

질높은문화행사를원하고있다. 이러한시민의바

램을경기장사후활용방안에반 시켜야한다. 다

만단기적인시각에서수익성을높인다는명목으로

경기장내의 시설과 이벤트가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백화점식 아이템으로 결정되지는 말아야

할것이다. 대구시는경기장내유치시설결정과주

변지역개발과정에서반드시전문가의견해와다양

한주민의견을수렴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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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의지대한관심속에줄기차게추진되어

온 2002년 월드컵대회가 목전에 다가왔다.

월드컵대회는 두 말할 것 없이 지구촌 최대의 축

제이자 스포츠 이벤트로서 국가적으로 국민통합과

자긍심고취, 경제의활성화, 국제신인도제고등유

형 무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10개 개최 도시들은 월드컵을 통한 지역발

전이라는 큰 기대 속에 최신공법과 첨단시설은 물

론 고도의 조형미와 환경친화성을 갖춘 월드컵 경

기장을건설하 다. 그러나기대의이면에는적잖은

우려의시각도있다. 즉엄청난규모의투자가이루

어진 월드컵 경기장이 자칫 기대한 만큼의 돈값

(value for money)은다하지못하고, 가뜩이나열

악한 지방재정에 두고두고 부담을 안겨주는‘애물

단지’로전락하지나않을까하는점이다. 따라서이

들도시들은월드컵대회이후경기장시설을공공

성과수익성을조화시키는가운데효과적, 효율적으

로관리운 해야하는중대한과제에직면해있다.

월드컵경기장의관리운 문제는특정의지방정

부나 또는 공공부문만이 독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세계화

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기능의 변화가 이루

어지고있는오늘날, 정부에요구되는역할은소위

‘노젓기’가 아닌‘방향잡기’에 있다. 즉, 공공문제

의관리나시민요구의충족을위한모든활동을정

부기관이독점적으로수행하기보다는시장이나시

민사회 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는 다중추

적, 협력적통치방식또는공동체운 의방식등을

의미하는새로운거버넌스(governance)가모색되

고있으며, 정부기관은이러한거버넌스의한참여

자로서 방향잡기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주요도시의현안이되고있는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 문제도근본적으로이러한거버넌스의측

면에서조명될필요가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

회를위하여신규로건설된월드컵경기장은각개

최도시별로10개경기장이다. 이들중축구전용경

기장은 7개이며,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은 부산, 인

천과함께종합경기장으로서건설되었다. 이러한대

구월드컵경기장은전국월드컵경기장중에서최

대관중(70,140명)을수용할수있는종합경기장으

로, 소요된건설투자비(3,946억원) 또한전국최고

수준이다. 

신규로건설된월드컵경기장은과거의공설운동

장과는달리사후활용및운 수입증대를위한다

양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

침이 마련되었다. 즉, 1998년 개정된「도시계획시

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에 의해 신설 월드컵

경기장내에수익시설설치를허용함으로써수익시

설임대료를추가로확보할수있게되었을뿐만아

니라임대수입의100%가해당지방자치단체에귀

속되게된것이다. 또한기존경기장의수익시설은

연중 가동률이 60~70일 미만인데 비하여 월드컵

경기장의경우1년연중운 이가능하여수익시설

설치를통한경기장활용도가제고될수있다. 

대구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 과
거버넌스 전략

박 상 주 / 우석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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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대구종합경기장은지붕설치

율이50%미만인부분개방형으로, 돔(Dome)구장

과같이다양한목적의이벤트개최를위해활용하

는데는다소제약이있고, 지역연고프로축구팀이

없는 관계로 그 만큼 매력도가 떨어져 수익시설의

임대및분양가능성이낮을것으로전망되고있어

서, 프로축구팀및스포츠산업활성화를위한다양

한 제도개편이 없이는 지방의 경기장으로서 갖는

일정한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

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 경기장건설의 정

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

리운 의전략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일반적으로거버넌스1) 의측면에서월드컵경기

장의 관리운 문제에 접근할 경우 이론적으로 여

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는데, 그 핵심은 월드컵 경

기장의 관리운 에서 공공(정부)과 민간(시장), 그

리고 비 리부문 등에 걸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하는문제이다.

월드컵경기장관리운 의거버넌스와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거나 모색되어 온 주요 대안들을 볼

때, 경기장의 설립주체인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운

하는 방식과 자치단체 산하에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하여 관리운 하는 방식, 민간에 위탁하여 관

리운 하는방식, 또는소위제3섹터를설립하여관

리운 하는방식등이중심을이루고있다.

첫째, 월드컵 경기장을 전통적인 자치단체 직

방식(사업소 체제)으로 관리운 할 수 있다. 이는

경기장의공공성을유지하고책임관리가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낮은공무원근무인력이과다하게소요되

며, 서비스질의 저하, 만성적인 적자운 을 탈피하

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을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를 통해 관리운 할 수 있다.2) 이는 자치단체 직

방식에 비해 경 의 자율성, 전문성, 융통성 등

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현실을 볼 때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자율경 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감독관청의 통제와 규제가 심

하여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주요사항에 대

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암묵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

는등, 업무수행에서본래의설립취지인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신속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셋째, 월드컵 경기장을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

할수있다.3) 이러한민간위탁은특정한서비스

에대한부분적위탁이나경 전반에관한위탁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취지는 정부에 의해 독

점적으로공급되는서비스를민간주체들간의경쟁

에 기초하여 생산함으로써 독점적 공급에서 오는

비효율과비효과성등의폐단을불식시킨다는데있

다. 이는공공성과수익성의조화를이뤄인건비와

경비를 절감하고 직 에 비하여 관료제적 논리와

제약에서벗어날수있고,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

운 과전문적인프로그램의도입을도모할수있

1)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키를 잡다(to steer)’라는 의미를 지니며, 어떤 조직이 스스로 움직여가는 과

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거버넌스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양하

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협치, 국정관리, 통치양식, 지배구조, 공치(共治), 그리고 동반자적 통치 등 다양하게 번역

되고 있어 아직 개념에 대한 통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의미 속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정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2) 이들은 모두 정부주도형 지방공기업으로서 자율성을 갖는 법인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 성격은 차이가 있다. 지방공단은 자치

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라는 이유 때문에 설립하여 전담 대행케 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로 시설관리분야에서 설립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공사는 다분히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일종의 회사

로서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농수산물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어 왔다. 

3)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정부가주민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던부분에대해민간조직(기업또는비 리조직)을서비스생

산자로 지정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해당 조직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 입찰과정에서의많은시

간과비용, 책임성확보의어려움, 서비스가격인상

에따른이용자감소, 복잡한계약절차와부패의소

지와같은문제점을안고있다.

넷째, 월드컵 경기장을 제3섹터형 지방공기업을

통해 관리운 할 수 있다.4) 이는 민간자본을 유치

해재정부담을완화하고우수인력을흡수해역동적

이고 자율성 있는 경 을 보장하며 수익성을 확보

하고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제3섹터에 의한 관리 운 시스템은 관료

제적운 의폐해를방지하고, 유연하고참신한경

적발상을실천에옮기기가용이하다. 또한일반

행정기관과는달리빈번한인사이동을하지않으므

로전문가를양성할수있고, 예산단년도주의에서

융통성을가질수있으며, 인사의면에서도전문적

인 재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나 기

업성을강조하다보면공공성이무시되고채산성에

대한의존도를강화하면공익프로그램이배제될가

능성이있는등문제점을안고있다. 더욱이제3섹

터지방공기업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나쁜점만

을융합시킨조직이라는비판과함께지방공기업의

형태로는적절하지못하다는비판도있다.

위에서보듯이월드컵경기장의관리운 을위한

거버넌스의대안들은모두가장단점을내포하고있

다. 따라서 대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 관리운 을

위해서는 우선 경기장의 전체적 내 외 환경분석

(SWOT분석등)과함께개별스포츠시설물들의특

성분석을종합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분

담 유형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성 높은

최적안을선택하여야할것이다. 한가지분명한것

은 대구 종합경기장의 경우 향후 약 1만평 내외의

수익시설을설치할수있다고볼때완전한시직

방식은적절치못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수

익시설을 기반으로 공단 공사, 민간위탁, 제3섹터

등의대안이어떤식으로든활용되어야할것이다.

첫째, 지방공단에 의한 경기장 관리운 은 선행

사례에비추어상당히현실성높은대안이될수있

다. 지방공단은전술했듯이지방정부의업무중전

문성과기술성을요하는특정목적사업을대행하기

위한정부주도형지방공기업으로이미체육시설을

비롯한시설관리분야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다는

점에서, 대구종합경기장관리운 에적용하는데시

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대구의

경우 <표 1>에서 보듯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시

설관리지방공단의조직을보강하여법인화하거나

또는 신설 지방공단을 법인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따라서이경우양자의비용편익분석이필요할것

이다.

둘째, 대구 종합경기장 관리운 에서 민간위탁5)

을고려할경우, 그실현을위해서는여러가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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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단 체 수 단 체 별

광역(3 ) 서울, 부산, 대구

의정부, 안양, 부천, 화성군, 성남, 

파주, 강북구, 종로구, 강서구, 강남구, 
기초(19)

용인, 부평구, 속초, 과천, 계양구, 

양천구, 성북구, 연천군, 창원시

기초(2 ) 인천, 울산

기초(2 ) 춘천, 구미

환경관리 1 광역(1 ) 부산

시설관리 22

주차관리 4

4) 제3섹터형 지방공기업은 서비스공급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생산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

여 경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 형태는 지방정부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방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지방공사형 제3섹터와

지방정부가 50% 미만 출자한 주식회사형 제3섹터로 구분된다.

5) 체육시설 관리운 에서 민간과의 계약공급 대상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serveice) 역으로, 시설관리 서비스 전체

를 위탁하거나 또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기기 관리, 건축, 광고, 프로모션, 기획,

군중관리(티켓발매 접수, 안내, 경비 등), 건물개조, 조명관리, 청소, 유지보수(운동장, 잔디 등), 이벤트서비스 등이 있다. 장

비(eqipment) 역으로, 무대, 바리케이드, 전기장치 및 케이블, 스코어보드, 비디오스크린, AV장비 등이 있다. 조달(supply)

역으로, 종이류, 청소도구 및 세제류, 응급구호품, 유니폼, 음식 등이 있다.

<표 1> 지방공단 설립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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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요구된다. 일반적으로민간위탁을추진하

기위해서는해당사업전망등시장성평가가필요

하며, 대구종합경기장의시설운 으로기대되는장

래의 수입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민간과의 협상과

정에서유리한입장에서게된다. 또한민간위탁에

대한협상구조개발이요구되는데, 이때에는민간

과 공공부문의 책임, 비용, 위험, 수입 부담에 관한

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즉시장성, 민간과공공의

재원부담, 법적규제적문제, 재원조달수단, 실행일

정, 각부문의통제수준등이검토되어야한다. 이

상과 같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위

탁이진행되는경우는정부독점에서민간독점이라

는폐해가또다시이루어질수있으므로상기의문

제에대한제도적장치가면 히구축되어야한다. 

셋째, 대구 종합경기장의 관리운 에서 제3섹터

방식도유력한대안이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문화회관등의관리운 에서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이나 제3섹터를 설립하여 경 하는 경우

가 나타나고 있다. 제3섹터는 곧 민 관공동출자기

업을의미하므로일반주식회사에적용되는상법에

의해설립되는것이원칙이나, 우리의경우민법에

의해재단법인의형태로설립될수도있다. 민관공

동출자기업은지방정부와사기업또는개인과의공

동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공동으로출자할수있다. 이러한민관공동출자기

업은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일반행

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받지않는다. 그러나우리의경우는감사원

법의적용을받게되어있다.

중요한것은, 위에서본대구종합경기장의민간

위탁이나제3섹터법인화의문제는비단경제적측

면이 아니라 그 기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관리 운 하는 도서관, 수 장, 동물원 등

문화스포츠시설들은거의대부분이공무원의퇴근

시간에문을닫는다. 또한화려한시설은만들면서

도그시설을활용할인간은만들지못한다. 체육행

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순환보직으로

잠시 거쳐가는 자리일 뿐이다. 대구 종합경기장의

위탁관리는단순히시장원리를도입하기위한것이

라기보다는관료적경 의폐해를극복하는포괄적

수단의 하나로서 도입되어야 하며, 따라서 엄격한

기준과확고한원칙하에서실천되어야한다. 

끝으로, 월드컵 경기장의 관리운 에 있어서 지

역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조직들과의네트워크형

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기장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를하고참여하는프로구단이나관련경기단체

와의협력관계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대구

의경우현재지역연고프로축구단이없으나, 종합

경기장으로서축구이외의스포츠가가능하다는이

점이있다. 향후프로축구단(창단될경우), 또는그

밖의 경기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은 민과 관의 파

트너십을 통해 경기장의 효율적 관리운 은 물론

지역스포츠발전을도모할수있다. 예컨대경기단

체에게 연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기장의 우선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지역사회에 기여활동

(스포츠교실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존재하는각종체육단

체, 시민봉사단체, 주민조직, 각급학교등과의관계

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이들의 활동 사업에 협력

하고, 경기나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동개최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에 착한 활동을 펴는 것

도중요하다. 요컨대행정프로구단경기단체체육

단체기업시민등이손을잡고지역내스포츠자원

의총역량을결집함으로써대구종합경기장의효과

적, 효율적 관리운 은 물론 지역사회의 스포츠복

지향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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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뉴 레니엄 시대 들어 처음으로

세계적인이벤트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를 개최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가장큰국제규모의스포츠대회로서일본과공동으

로 아시아 대륙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회로 세계

적인찬란한금자탑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서울이라고 하는 한

정된곳으로서개최된서울올림픽대회와는달리전

국10개도시에서우리나라의찬란한반만년전통

과 문화, 역사, 풍습, 지리적 우수성을 전 지구촌에

홍보할수있는알찬기회가될것이다. 특히각도

시의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적인문화와전통양식을가미해미래지향적최첨단

기법으로지어졌다.

월드컵경기장은세계적추세인공공성이벤트와

함께수익성이벤트도공유할수있는최신식시설

로서환경친화적건축기법으로건설되었다. 국가적

으로볼때각월드컵경기장은미개발, 낙후·혐오

시설지역을국가적으로지원하는도시개발전략의

일환으로주변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는데주안점

을두고있다. 특히사회간접시설을확충하고테마

파크, 근린공원을조성함으로써이용자의접근성제

고와환경쾌적성향상에최우선과제를두었다. 따

라서각월드컵경기장은사후에스포츠·관광·문

화이벤트의복합공간으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우선공공성이벤트로는국내외시민들에게스포

츠와 여가, 놀이공간, 문화공간 등의 레크레이션 욕

구를충족시킬수있는복합공간으로제공될수있

을것이다. 

다음으로, 수익성 이벤트로는 국내외 시민과 관

광객을 위한 대형할인점과 마트, 쇼핑몰, 대형애니

메이션공간, 관광상품, 스포츠몰, 다양한 식당몰과

문화공간, 로쥬(loges)시설과 사무공간, 휴식공간,

만남의공간등다목적컴플렉스로특화시킬수있

을것이다. 

대구종합경기장은좌석수와사업비규모에서볼

때우리나라월드컵경기장중에서가장규모가크

다고할수있겠다. 또한사업비측면에서도비용규

모가 상대적으로 타 경기장을 앞선다. 우선 타 경

기장과시설규모를비교해보면 <표 1>과같다. 

다음으로, 대구종합경기장과 타 도시 월드컵 경

기장 사이의 재원조달 분담계획 비교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끝으로, 대구종합경기장과 타 도시 월드컵 경기

장의사후활용계획은<표 3>에나타난바와같다.

대구종합경기장은 세계적인 섬유공업도시로 도

약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대구종합경기장 이벤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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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개최하는10개도시중

에서도가장뛰어난신소재건축공법과최첨단기법

으로건설되었고, 사업비는물론이거니와시설측면

에서도규모가엄청나다. 

특히 대구종합경기장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

의 건설특징인“복합경기장시설”, “복합상업시설”,

“복합인지시설”등복합체적다기능공간, 특화공간

의성격을띠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세가지기

능이 상호보완적인 동반효과(spillover effect)와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합리적인스포츠이벤트전략을구축하

여야할것이다.

대구종합경기장의 스포츠이벤트 특화전략은 두

가지측면에서설정하여야한다. 

<표 2> 월드컵 경기장건설 재원조달 분담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좌석수

서 울 216,712 155,788 64,677

부 산 330,578 94,045 54,534

대 구 512,479 141,579 70,140

인 천 441,628 244,197 50,256

광 주 329,225 87,436 42,880

대 전 172,378 100,662 40,407

울 산 912,310 82,781 43,512

수 원 425,000 66,595 43,138

전 주 627,432 90,667 42,477

제 주 134,122 75,967 42,256

총 계 4,101,864 1,139,717 494,277

2,060 600 300 - 660 500

민자 500

서 울 (축구협회 250, 

분양금 등 250)

부 산 2,233 670 - - 1,563 -
지방채 807, 

재특융자 639

대 구 2,946 721 - - 2,225 -
지방채 537, 

공자기금융자 300 등

인 천 2,488 418 - 2,070 -

1,561 341 - - 1,220 -

지방채 350, 

광 주 재특융자 400, 

공자기금 200 등

대 전 1,478 382 - - 1,096 -
대물변제 350, 

재특융자 400

울 산 1,514 - 346 - 1,168 -
재특융자 540, 

공자기금 70

수 원 2,522 - 440 1,080 720 282
지역개발기금 200, 

공자기금융자(경기) 800

전 주 1,450 - 314 454 682 -

1,251 - 285 345 621 -
기채 390, 재산매각 100, 

서귀포 가용재원 90, 

경산비절감 41

총계 19,503 2,714 2,103 1,879 12,025 782
정부자금융자 3,799억원

(재특 2,279, 공자 1,520)

자료제공：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표 3> 각 도시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경기장 부대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이벤트유형 비교우위

서울월드컵 상업시설, 문화시설,
수익성이벤트우위경기장 체육시설 등

부산월드컵 레포츠 및 사무공간, 
수익성이벤트우위

경기장 관광·문화자원공간 등

대구월드컵 스포츠 및 문화이벤트, 수익성이벤트우위경기장 패션이벤트공간 등

인천월드컵 복합문화·스포츠 및
수익성이벤트우위

경기장 교육이벤트공간 등

광주월드컵 스포츠 및 문화센터, 
수익성=공공성이벤트경기장 각종 판매공간 등

대전월드컵 상업시설, 문화시설, 
수익성=공공성이벤트경기장 체육시설 등

울산월드컵 스포츠 및 문화시설, 
수익성=공공성이벤트

경기장 각종 판매공간 등

수원월드컵 컨벤션룸, 사무공간, 
수익성이벤트우위

경기장 이벤트카페, 상가 등

전주월드컵 만남의NN 광장, 도민화합공원, 
공공성이벤트우위

경기장 월드컵홍보관 등

서귀포월드컵 스포츠·문화·관광이벤트공간, 
공공성이벤트우위경기장 가변무대 등

종 합 스포츠·문화·관광이벤트
수익성·공공성이벤트등의 특화시설

<표 1> 대구종합경기장과 타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교현황
(단위 : ㎡, 억원)

자료제공：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개최
도시 국고

보조
기금
보조

자체
예산 민자

광역
단체
보조

사업비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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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경기장의활용증대를목적으로수익성이벤

트뿐만 아니라 공익성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을 활

성화하고활용도를증대시킬수있는마스터플랜을

개발해야할것이다.

둘째, 수익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경로를 최

대화시키는범위에서전략을종합적으로수립할필

요가있다.

위와같은접근이제대로이루어진후반드시고

려해야할것이있다면이용극대화전략과수익극

대화전략수립이다.

일단 스포츠이벤트 전략도출이 마련되고 파급효

과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스포츠이벤트 아이템

찾기에나서야한다.

다행히 주변환경상황은 로벌적인 스포츠마케

팅마스터플랜을마련하기에유리하다.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성구 내

신도시형대단위주거지역에인접하고, 학생수약

11만 명의 경산학원도시가 배후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주목해야한다.  반경 5㎞내에약 12만세대

의대단위거주지와약31만여명의인구가 집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치적합성이 올바로 평가받

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현대화와 대형화, 시설환

경의복합성과규모의이용성등마케팅전략적측

면에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종합이

벤트전략을수립해야한다. 

둘째, 월드컵경기장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시

켜 스포츠, 레져, 관광, 문화, 쇼핑, 외식, 휴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 스포츠마케팅전략을 추구

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구종합경기장과 연계된 주

변지역을복합적이고, 환경친화적인공간구성전략

을도모함으로써명실상부한 남권의복합이벤트

시설로서기능을강화할수있으며, 또한대구시에

△ 스포츠이벤트의 유형분류
△ 스포츠이벤트의 관리조직
△ 경기장이벤트 SWOT분석

△ 국내외 스포츠이벤트 프로그램 조사
△ 국내외 주요 경기장 운 실태 파악

△ 국내외 경기장 운 실태 조사
△ 국내외 경기장 운 실태 분석
△ 스포츠이벤트전략과 수지분석

△ 스포츠이벤트 유치계획수립
△ 스포츠이벤트 관리조직수립

△ 경기장 단기 수지효과 산출
△ 경기장 단기 고용효과 산출
△ 중장기 수지·고용효과 산출

△ 스포츠이벤트 중장기 프로그램 설정
△수익성이벤트및공공성이벤트실행

스포츠이벤트 유형
(사전적 단계)

국내외 주요경기장
사례분석

국내외 기존경기장
운 실태 분석

이벤트유치계획

경기장이벤트
파급효과 예측

이벤트 실행
(사후적 단계)

<그림 1> 스포츠이벤트 전략도출

종합경기장의 환경분석·이벤트 전략 수립
수익성 이벤트 시행에 따른 수지효과 분석
공공성 이벤트 시행에 따른 편익효과 분석

지역산업의 직접 파급효과
(생산유발, 고용창출, 소득유발 등)

산업연관에 의한 간접 파급효과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

1차 파급효과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

2차 파급효과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

n차 파급효과
(생산유발, 고용유발, 소득유발 등)

(1)

(2) 

(3) 

(4)

n, ..., n

<그림 2> 스포츠이벤트에 따른 파급효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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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제적동반효과와시너지효과를부가적으로창

출이가능할것이다.

셋째,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자동차 산업

벨트 조성, 패션어페럴밸리타운·디지털밸리타운

조성,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동대구역 역세권 개

발 등과 연계한 종합적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설정

하여야한다.

예를들면스포츠와패션, 스포츠와정보기술이어

우러진 테마이벤트, 판매이벤트, 축제이벤트, 관광

이벤트, 문화이벤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전략은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넷째, 대구종합경기장을 테마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마케팅전략을추진하여야한다.

즉, 종합경기장 주변지역에 생활창조의 공간, 쇼핑

및휴식공간, 감동의공간, 공연예술의공간, 가치창

조의 공간, 출발과 만남의 공간, 화합의 공간, 체험

의 공간, 자유의 공간, 물의 공간, 꽃의 공간 등 각

각의공간에테마를부여하고, 이에맞는스포츠, 관

광, 문화이벤트전략을수립한다.

다섯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국제섬유전시

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계기로 국

제규모의대형스포츠와테마이벤트유치에초점을

맞춘 인지도 극대화 전략과 마케팅전략을 집약화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대구종합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이벤트 전

략은 국가 스포츠 발전도모, 대구시를 국제도시로

서의 위상확립, 시민의 복지환경 향상, 국제교류의

다양화촉진등국내외의공공성이벤트전략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인프라구축을도모하는로컬· 로

벌 스포츠이벤트를전략화하여야할것이다. 

한편스포츠뿐만아니라각종공연및다양한행

사를 수용하여 스포츠·관광·문화이벤트로서의

지역문화발전도모, 시민생활체육등의레저문화의

선도처로서 로컬적인 스포츠마케팅 마스터플랜에

의한전략도출이요구된다.

첫째, 대구종합경기장을대구대공원및체육공원

개발 등 자연 및 인공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환경친

화적공공성이벤트와수익성이벤트등의복합스포

츠마케팅공간을조성한다는전략이다.

둘째,  민간자본또는외국인자본등을복합적으

로 유치하여 종합경기장 및 수변건물, 보조경기장,

옥외주차장등을이용한프리미엄식의리셉션홀, 체

육도장, 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스포츠테마 기획

홀 또는 바(bar), 각종 회의장 등과 헬스센터, 에어

로빅장, 기타레포츠시설, 사무실등생활환경및사

회생활 창조형 공공성 이벤트와 수익성 이벤트 등

복합스포츠마케팅공간의조성전략이다.

셋째, 대구종합경기장을 경기장시설로서의 경

제·사회적활용제고를위하여다양한각종행사개

최및수익시설, 테마시설등의설치로야외무대, 시

민광장, 야외결혼식장, 수변광장, 기타시설을 이용

한공공성이벤트와수익성이벤트등으로국가적인

주 5일근무제와고령화시대에대비한복합스포츠

마케팅공간으로의조성전략이다.

대구종합경기장의 스포츠이벤트 사후활용 대안

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스포츠마케팅중점전략

은 스포츠 및 문화이벤트, 패션이벤트공간 등으로

서공공성이벤트보다는재정확충측면에서의수익

성이벤트에비교우위를두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프랑스,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등선

진외국에서는월드컵경기장의스포츠이벤트전략

을 스포츠에 국한시키지 않고, 판매, 쇼(show), 축

제, 연수, 교육, 테마기획, 모험, 지역친선, 관광, 종

교, 정치, 자선등다양화시키는마케팅운 전략으

로 공격적인 소비자 유인정책전략(incentive policy

strategy)을통한“이용최대화전략”뿐만아니라“수

익구조최대화경 전략”으로경기장의경 수익과

재정확충에최우선정책을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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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스포츠경기장시설은과학적인스포츠

마케팅과스포츠이벤트전략분석을통하여집적투

자와집적이용단지로운 형태를전략화하여사회

후생을증진시키고있다. 따라서대구종합경기장도

외국의대형스포츠경기장시설에서와같이수익성

이벤트와공공성이벤트로구분하여시민의스포츠

복지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스포츠마케팅전략을

수립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대구종합경기장은 주변·자연환경, 사

회·경제환경등을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조사하

고, 분석하여 경기장시설 운 이 이용자를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정책(incentive policy)의 마케

팅운용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운용전

략은“경기장운 의 효율화”, “경기장운 의 대중

화”, “경기장운 의선진화”, “경기장운용의상용화”

등에 의한 합리적인“시민의 스포츠복지인프라구

축”에기여하는전략이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구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고급화,

다양화된 스포츠패션문화시대에 부응한 스포츠마

케팅전략과 새로운 레저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하다

면, 스포츠·관광·문화유인 마케팅전략으로 스포

츠복지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즉, 대구광역

시시민들의『쾌적환경(amenity environment)』을통

한『쾌적한삶』과『삶의질』을동시에향상시켜“시

민의스포츠복지인프라구축”의중추적인역할을수

행할수있을것이다.



실향민 박씨의 말

이 하 석

우표는 얼마든지 붙일테니, 

내 고향에 이 편지 좀 부쳐주시라우요*

라는 말에 또 마음이 동하여

붉은 색 칠하든 푸른 색 칠하든

내 고향은 거기 여전히 밭 가는 곳

그 하늘은 깊고 땅은 누렇소

고령 골짝에 내려와 반백년

내가 뿌린 눈물 싹이 터서

꿈엔 호박넝쿨처럼 휴전선 넘소

결코 그 싹 자르지 마소

우리 똥으로 푸릇푸릇해진 땅 위

넝쿨 타고 내려오는‘안녕하시라요’라는 말

내 귀에 들리오

*한 실향민의 하소연

.................................
약력 / 1948년경북고령출생. 시집『투명한속』『금요일엔먼데를본다』『녹』등다수.

김수 문학상, 김달진문학상등수상. 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장, 남일보논설위원.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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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탐방

대구여성회는 1988년 1월 23일 30여명의 여성들이 모여 대구지역의 여성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자 창립했다.
여성 노동자, 주부, 빈민여성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고 차별 받는 모든 계층의 여성

들과 함께 성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관습 등으로 왜곡된 여성상에서 벗어나, 이를 대

신할 건강한 여성상을 생산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 생존권이 위협받는 노
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99년부터 여성노동센타를 꾸려가고 있다. 
또한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열린 교육의 지평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인류 공동의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일상생활에서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
자치 시대의 지역살림을 여성 관점에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노동사업> 여성취업관련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개발을 위한 토론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의사회보장을위한전문가좌담회, 여성노동관련법개정활동, 여성고용평등을위한결혼퇴직제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심포지움, 여성인권과 고용에 대한 한 일 공동 심포지움, 직장여성학교.
<지방자치사업> 대구광역시여성정책평가회, 대구시장후보자여성정책실행여부에대한공개질
의및여성정책개혁과제발표, 대구지역여성들이바라는여성복지정책에관한여론조사, 대구광
역시 여성관련 예산분석.
<교육사업> 강사은행제실시, 부모역할훈련교육, 부부들의정체성을찾기프로그램부부캠프, 부
모역할 훈련교육, 내고장알기 어린이 현장학교.
<환경사업>자원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환경만들기 범여성캠페인-재활용의류 공모전 및 발표회,
재활용작품 공모전 및 발표회.
<성평등문화사업> 호주제폐지운동, 대안적 가족문화창출등 가부장적법과제도를 개혁하기위
한 활동.
<홍보사업> 회지발간. 
<회원사업> 회원의 날 매월 1회, 회원워크샵, 회원수련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은 대구여성회 내 6개 위원회(성과 인권위, 정책위, 조직위, 편집위, 환경

위, 평화위)와 여성노동센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600여명의 회원(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대구지역의 여성운

동단체로서여성의문제를적극적이면서도대안있는운동으로발전시키고자힘껏노력하고있다.

상담전화:(053) 427-4577

홈페이지:http://www.daeguwomen21.or.kr

〈자료제공 : 이 희 / 조직위원장〉

대대대대 구구구구 여여여여 성성성성 회회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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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극히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다. 성을 제대로 다루고 표현하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뜻하

지 않은 어려움을 맞는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선 여

성단체 가운데 하나가 대구성폭력상담소이다. 

대구성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 한국가족복지연구소 부설로 운 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대상

관계이론을 중요시하는 한국가족복지연구소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린지는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가족복지연구소가 꾸준하게 강조한 것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양육자의 태도, 가정과 어

머니의 역할이었다. 

한편 금년 9월 개소한 대구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치료적 상담을 주로 한

다. 그 이유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 탓에 더 힘들어 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구성폭력상담소는모든가정이성폭력피해여성을질책하지않으면서바람직한치유공간으로자

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자 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은 구성원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함

께 나누고, 새 삶을 움트게 하는 보금자리이다. 대구성폭력상담소는 여기에 믿음을 둔다. 

성폭력상담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다. 만일 상담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대구성폭력상담소의 경우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김순천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상담에 나서고 있어 우

려할 바가 없다.

최근대구성폭력상담소에서는여성피해자를위한법률서비스제공기반을갖추고, 경찰, 병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 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직접적인 상담

개입도 시도하고 있다. 또 어린이 성교육이 폭력예방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신념으로 학

교, 유치원 대상 강의를 강화하고,「부모가 먼저 알아야 하는 성교육」프로그램까지 개발·운 중

이다. 단지 순결위주의 성교육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를 일깨우는「자기 성 자기가 가꾸기」실천운동에 나선 것이다.

상담전화:(053) 764-3033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sexadvocacy

〈자료제공 : 이동엽 / 상담원〉

((((사사사사))))한한한한국국국국가가가가족족족족복복복복지지지지연연연연구구구구소소소소 대대대대구구구구성성성성폭폭폭폭력력력력상상상상담담담담소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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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우리의

과거 이승만 자유당정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선봉에 섰던 2·28

기념사업회 손진홍 이사가 지난 11

월 2일 별세했다. 

손진홍 이사는 1960년 2월 28일

대구고교 학생위원장으로서 학원

탄압에 항거하며 시위에 앞장섰던

2·28민주운동의 주역으로, 그동

안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해 왔다. 손 이사는 고

향인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352번지에서 태어나 대구고, 성균

관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필진통상(주)을 설립,

지역과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

지해 왔다. 손진홍 이사는 고향 근

처 비약산이 바라보이는 신광 뒷동

산에 고히 잠들었다.

2·28의주역
손진홍(孫晋洪) 이사별세

당신을우리의
孫晋洪仁兄!

孫兄이떠나버린여의도거리는겨울을재촉하는

가을비가을씨년스럽게아스팔트를적시고있소.

길건너저쪽먹자빌딩안에서도

술먹은다음날

쓰린속을풀어주던「수협」건물의해물탕집에서도

孫兄의흔적은찾아볼수가없소이다.

孫兄은지금어디에있소.

지금도孫兄은어디선가빙그레웃으면서

날지켜보고있을것만같구려. 

孫兄은지금어디에있소.

한참후에야나는지금孫兄이어디에있다는것을

알았소이다.

孫兄은지금우리의가슴깊숙한곳에자리잡고앉아

孫兄특유의웃음을보내고있다는것을

이제야알았소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고교 교정에서“학원은 이미 정치도구화

되었다. 학우들이여나가자”라는孫兄의외침은독재를타도하기

위한절규 고, 어둡게잠든대지를일깨우기위한진동이었다오.

그 진동은 마산(3·15)에서 서울(4·19)에서 큰 불기둥이 되어

마침내독재정권을역사의제단앞에무릎꿇게하 소. 돌이켜보

면孫兄께서이세상에서남긴뜻보다더값지고소중한것이어

디또있으리오.

2·28일날아침

대구고와경북고를오르내리며2·28의거사를반드시결행하

겠다는 소년 손진홍의 신념에 찬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오.

장하고도장하오.

1970년중반

정치가유신때문에꽁꽁얼어붙고재야의목소리는모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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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묻었소이다.
보다더가냘프게들려올무렵.

孫兄은김상현(전국회의원), 윤형수(범우사대표), 임헌 (문학평론가) 등과함께「다리」에

서 민주와 자유의 목소리를 실어보내기 위하여 어둠을 헤쳐가고 있었소이다. 그때도 孫兄과

나는종종전날퍼마신술때문에몹시도쓰린배속을내수동「고향집」에서시원한대구탕한

그릇으로 쓰다듬던 일들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당신

께서제일힘들었던시절이었다고생각되오.

술, 참 좋지. 술은 우정을 잇는 가교이기도 하고, 술은 우정을 데우는 화로이기도 하며, 술

은우정을싹트게하는햇살이기도하다오. 그러나그것은반드시절제가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당신을떠나보낸후에야비로소알게되었소.

참으로 孫兄과 나는 바보 소. 아니 바보라기보다 무모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오. 생각하면

아쉽고안타까울뿐이오.

창밖에는 아직도 가을비가 서 피 내리고 있소이다. 어제 孫兄을 우리들 가슴에 묻고나서

내린오늘비는분명孫兄을잃은하늘의슬픔이었소.

문득이제부터孫兄을 원히볼수없다는생각이들자가슴깊은곳에서울컥치 어오

른슬픔이또한차례나를울리려고하네그려.

나는이제이한줄의 을띄우면서당신을여의도하늘위로떠나보내고자하오. 

잘가시오. 孫晋洪仁兄.

“헤어지는 그날이 있으리라 그리고

가슴 속에 핀 우정이 울음우리라

이다지도 서 픈 가슴을 껴안고

너 친구여 이름 부르오니

차라리 너와 나는

눈물 맺힌 서러움에 자라 다.

꼭 밤이 어둠을 기다려

매일 같이 잠자는 소년아.”

2001. 11. 5 오후

小弟 김 풍 삼 드림

가슴에묻었소이다.



38 2·28의횃불 2001. 12 

손진홍 형!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늘 일상에 쫓기면서 남 안 하는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지내다가 형이 꽤 오랫

동안 병원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서울 동문에게 근황을 물어보니 요번에는 심상치 않다는

얘기에 한번 올라가 뵈야지 뵈야지 하다가 끝내 형의 마지막 모습을 뵙지 못해 죄송하기 그지없었습

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도 형이 저 멀리 우리 곁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멍멍하기만

한데 2·28모임에서 굳이 저에게 형을 기리는 얘기를 하라니 이것은 아마 평소에 형을 잘 모시지 못

한 저를 질책하는 소리 같아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손 진홍 형!

정말 참 세월은 빠르군요.  어쩌다 저희들이 내일 모레면 갑년을 맞는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들 보다

삼사년이 수상인 형은 벌써 갑년 잔치를 조촐히 하셨다는 소식을 풍문에 듣고 남의 일처럼 귓전으로

흘 는데 이렇게 쉽게 가실 줄 알았으면 뒤늦은 축하인사라도 드릴 것을 하는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보다 한참 수상인 형과의 가까운 만남은 저 세상에 가셔도 잊지 못할 그 좋아하는 대

구고등학교에 이학년 재학 중 학생위원장 선거를 치를 때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 별

다른 연고도 없는 데다 또 그렇게 세련된(?) 모습이 아닌 형께서 불쑥 저를 찾아와 학생위원장에 출마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학년 때 선거에 패배한 후 학생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때인데 형의 우직하고 성실

한 모습이 좋아 쾌히 승낙하고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찬조연설 하던 기억이 아스럼합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 가깝게 지내면서 이웃 경북고등과 경대사대부고, 대구상고 등의 학생회 간부들과도 교분

을 쌓으면서 당시 자유당 정권의 패정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 습니다.

이런 까까머리 젊은 청소년들의 만남이 뒷날 우리 나라 민주화 역사의 한 장을 여는 2·28이란 운

동의 작은 계기가 되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1960년 들어 자유당 정권은 두 차례의 집권에도 만

족하지 못하고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삼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나라안이 온통 들끓

기 시작하 습니다.

마침내 부정선거의 마수가 순수한 학원에까지 뻗쳐 1960년 2월 27일은 토요일인데 여당인 자유

당의 연설회에 부모님들이 가면 집을 보라고 단축수업까지 하고, 다음날 28일은 일요일인데도 불구

손진홍 형 전에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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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야당인 민주당의 연설회가 있는 날로 토끼사냥, 기말시험, 졸업예행 연습 등 온갖 해괴망측한 이

유를 달아 등교하라고 하니 가뜩이나 삼인조다 구인조다 하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어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차에 완전히 기름에다 불을 댕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유당의 2월 28일 일요일 등교지시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다른 학교의 친구들 입으로도 건네 지

면서 삽시간에 한자리하여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애국자들(?)은 하얗게 밤을 지새우면서 학원에까지 어닥친 이 엄청난 부정과 막상 싸우기로 결

정하고 나니 갑자기 앞으로 다가올 신변의 위협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형은 격려를 아끼지 않

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2월 28일 새 아침은 밝고 저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에 등교하여 서로 다

른 학교와 연락을 취하면서 일제히 반월당 네거리에 모여“학원에 자유를 달라”“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고 외치기로 했는데 어찌된 문인지 다른 학교에 연락을 하니 종문소식이라 급기야 형은

“내가 다른 학교에 가봐야겠다, 우리 학교는 네가 맡아라”고 하곤 떠났습니다.

손진홍 형!

그렇게 떠나고 난 뒤 우리 모두가 교정을 뛰쳐나가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

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둘이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할 때는 형의 존재를 그렇게 크게 느끼

지 못했는데 막상 큰 일을 앞에 두고 불안해하는 동문들과 궁금해하는 후배들에게 펴놓고 얘기는 하

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 형과 함께 갔던 동문 하나가 달려와 다른 학교들은 사정이 있어

오늘 힘들겠다는 소리에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싶어 괘씸하기도 하고 야속해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생님들이 교무회의를 마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킬 때 바람과 같이 교문에 형

이 나타나“가자! 가자!”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회대 위로 뛰어 올라가 선언문을 낭독하다

가 선생님들에게 붙잡혀 교무실로 끌려가면서 문을 몰라 하는 후배들에게 뛰쳐나가라고 고함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 습니다.

손진홍 형!

왜 이렇게 지난 일을 좁쌀처럼 되새김질하느냐고 나무랄지 모르나 형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누구보다 고민하며 우리 대구고등학교가 민주화 대열에 참여했는데 다른 학교와 동등하

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하는 형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성큼 동의하지 못한 저의 마음도

읽어 주십사 하는 뒤늦은 후회 때문입니다.

손진홍 형!

솔직히 전들 왜 우리 대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더 먼저 더 높게 불리어지는 것 싫어하겠습니

까?  그런데 2·28, 3·15, 4·19라는 민주화의 이 거창한 도정이 감히 어느 누가 어느 학교가 아니 어

느 정파가 주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까? 이름 없는 민초들이 말없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행동해서 오늘 우리 다 함께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눈치 안보고 말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누구보다 인정하면서도 유독“대구고등학교”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엇보

다 우선하시는 형의 모교 사랑은 가히 신앙에 가까워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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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모교사랑과는 달리 언제나 자신의 이름은 극히 낮추어 2·28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

면서도 가슴 저 깊은 곳에 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데모가 무언지도 모르고 오직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 하나로 교정을 뛰쳐나간 뒤끝은 역시 어

린 생각에도 걱정한대로 학교와 집의 부모님들이 여기 저기 불려 다니면서 곤욕을 치 는데 특히 학

교에서 불온학생이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개할 때 형은 학교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어른 같

은 소리가 당시에는 그렇게 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몇 차례 뵈온 적이 있는 형의 엄친께서 여러 군데서 못들을 얘기를 듣고서도 한

마디 내색 없이“사나이로 장한 일을 했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기억하지 말고 이제 그

가까이도 가지 말고 고이 묻어 두어라”고 하시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냥 그 소리려니 했는

데 지금 생각하니 비록 시골에 계시는 노인네이지만 진정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큰 어른이시라는 생각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손진홍 형!

이런 인연들로 누구보다 형과 가까이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대학이 달라 서로 한 동안 소

원하다가 제가 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또 다시 어울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독재정권

과 싸워 나라를 말아먹을 작당(?)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번화가이지만 당시는 변두리 던

4·19묘지 뒤 수유리에 위치한 형의 하숙집에 모여 나라 걱정을 하던 우국 청년들(?)이 이제는 장년을

넘어 초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형은 늘 우리들의 맏형으로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낯색

한 번 안 내시고 즐거워하며 그 좋아하는 소주를 그때도 그렇게 많이 마시더니 끝내 그놈의 소주바람

에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 습니까?  

손진홍 형! 

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정말 술이 그렇게 좋습디까?  몇 차례나 술 때문에 저와 다투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좋아하는 술을 기분 좋게 자시도록

비위를 맞추어 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군요.

손진홍 형!

이렇게 뒤돌아보니 모든 게 후회스럽고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착하디 착한 형수를 생각

해서라도 조금만 조심하여 건강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일찍 떠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왜

자주 만나 싸우지 않았나 싶어 또 다른 후회가 앞섭니다.

이제는 모든 게 소용없는 일, 

형의 육십 평생에 그래도 젊은 시절 사나이로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 칠 때 함께 했던 많은 친우

들이 머나먼 여행길에 오른 형의 전에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주막들이 있거든 잘 익은 술로 목을 축이시면서 편안히 가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001.   11.  

장 주 효



21세기는 도시와 도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경쟁하는 로벌시대이자, 시민과 시민단체

가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시대이다. 또한 지역민 스스로 고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

방화시대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1996년부터 민·관협력의 대

구사랑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요청

받았다.

정부나 타지역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대구사랑운동의 추진배경과 역사적 의

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은 대단히 감동적이며 체계적이다.

우리 대구는 옛부터 가야와 신라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에 걸쳐 숱한 국난을 극복하

는데 앞장서 왔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자긍심 높은 고장이다. 특히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남학파의 근거지 고, 근대에 들어서는 국채보상운동, 2·28학생운동을 통해 민족의

진운을 선두에서 개척해 왔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당시 우리 대구는 도시발전 기반과 경쟁력이 타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시민적 구심력마저 약화되는 등 도시전체 분위기가 활력을 잃

고 있었다. 이에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하루 속히 일신하고 갈등에서 화합으로, 좌절에서 희망

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우리 대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며, 21세기 위대한 대구를 건설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투자보다도 주민이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96년 1월 3일 문희갑 시장께서 신년

사를 통하여 대구사랑운동을 주창하 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 왔

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재건국민운동,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80년 사회정화운동,

1990년대 새질서 새생활운동, 문민정부 출범이후 생활개혁운동,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제2

의 건국운동을 펼쳐왔으나,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은 퇴색하고, 지

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민운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

기보다는 관 주도적인 수준에 머물 을 따름이다. 종합적인 추진전략이나 치 한 계획없이 임

기응변식 사업추진과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관

심부족, 그리고 국민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의 미약까지 겹쳐 진정한 민간운동으로 뿌

리내리지 못하 다. 대구사랑운동은 과거와 같은 관 주도 운동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펼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이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구사랑운동이 경쟁력을 갖춘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자면, 관 주도 대신 민간자율로 추진되

어야 실효성 있고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결코 실천이 쉽지 않았으며, 이

는 추진속도에 큰 향을 미쳤다.

권 오 곤 /  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장

민·관협력의 대구사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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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랑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폐쇄적일 수

없었다. 

19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에는 각계전문가 82명으로 대구사랑운동추진기획

단이 구성되어 추진체계와 실천과제를 마련하 고, 같은 해 10월 22일 1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를 창립하 다.(현재는 135개 기관·단체로 늘어남)

나아가 대구사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

적으로 뒷받침하고자 1999년 6월 21일 사단법인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넉넉

하고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마련하 다.  

그동안 대구사랑운동이 보여준 성과를 보면, 1997년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전국 1위, 달성

과 IMF 환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장롱속 금 모으기운동, 토요알뜰장터운 , 이웃사

랑창구개설,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추진, 내집앞 쓸고 가로수 물주기운동, 산과 자연에 토끼방

사운동 등 다양하다. 이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한 범시민적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

해 온 결과 다.

대구사랑운동의추진체계로는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계, 대학교, 언론계, 행정기관등 135

개 회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26개 주요 기관 단체대표로 구성된 상

임위원회, 시민단체 사무처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대구사랑운

동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대구사랑운동의 실천과제로는 ① 역사와 전통 지키기, ② 문화와 예술 사랑하기, ③ 녹색도

시 가꾸기, ④ 지역경제 키우기, ⑤ 지역사회 일꾼 키우기 등 5대 과제 25개 실천항목을 선정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마다 슬로건과 선도과제를 선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푸른대구 힘찬미래, 시민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가꾸기”를 선도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천과제별로 수립한 금년도 계획은 회원단체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것

으로써 회원단체가 실천 가능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선정하 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으며 실

천가능성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구사랑운동의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회원단체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총회 등 하의상달형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연대성을 잘 조화하는 방

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업추진 방법은 민간 주도로 하되 독자적으로나 상호연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

진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도과제나 범시민 결의 다짐대회 등을 통해 시민

총력 참여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넷째, 대구사랑시민아카데미,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이웃사랑창구 개설, 토요알뜰장터 운 ,

시정현장 확인의 날 운 , 대구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등 월별기획 사업을 통해 대구사랑운동

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하고 있다.

대구사랑운동을 통해 이룩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민·관이 대구사랑운동이라는 공

동의 목표 아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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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제3섹터 사업에서나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를 보아왔으나, 시민운동분야에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구사랑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도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2002년도

교육부 검정 사회과 교과서(인간사회와 환경)에도 실리게 되었다.  

둘째, 지방정부나시민사회에서대두되는각종지역현안들에대해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를통

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민·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종전에는 소위 국민운동단체나 시민단체가 독자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구심력이 이완되고 시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구사랑, 대구발전이라

는 큰 틀 속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구심체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또한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내집앞 쓸고 가로수 물주기, 신

천사랑 캠페인, 자연생태계 보존노력 등 가시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

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적 저력을 대구사랑운동의 원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하겠다.

대구사랑운동의 추진방향은 대구지역이 지닌 역사와 전통, 대구문화가 지닌 잠재력과 창의,

대구사람이 지닌 심성과 예절을 지키는데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며 격조높은 문화와 예술을 창달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풍요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일류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대구사랑운동을 주창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변

혁 속에서도 대구사랑운동은 결코 흔들림 없이 대구를 지키고, 키워 나가는 중심축이 되어 경

쟁력 있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시가 행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대구사랑운동의 싹을 틔우고 진정한 시민

운동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단계 다. 

그러나 앞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설립목적과 행동양식이 다른 회원단체 상호간

에 친교 및 의사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더 큰 발전이 있으리

라 본다. 시민운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현

재 시에서 맡고 있는 사무국 기능을 시민단체에서 맡아 이끌어 나갈 때 대구사랑운동은 비로

소 진정한 시민운동으로서의 연착륙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단체가 독자적으로 펼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원단체

와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우리 대구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힐 수 있는 2002년 월드컵대회, 국제섬유박람회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

지금까지 21세기 위대한 대구건설을 위한 대구사랑운동 추진을 되돌아 보았지만, 대구사랑

운동 성공의 관건은 특정단체나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단체

가 중심이 되어 250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마다 우리고장의 풀한포기, 돌하나라도 아끼고 사

랑하는 시민정신을 일깨워 나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시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으며, 시민

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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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문

대한제국이 쓰러져가던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발단한 의병활동으로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50년에 걸쳐 항일독립운동에 몸바친 우리 선열들은 약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허위, 정환직 같은 지사분들이 기울어지려는 나라를 세우려

고 남을 근거지로 삼아 전국을 무대로 의혈을 뿌리셨고, 전국에 퍼져나갔던 대중 독립운

동의 국채보상운동 진원지도 대구이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이후엔 독립운동사에 우뚝솟은 채기중, 박상진 지사 같은 분들의

주도로 최초의 조직적인 무장단체로 항일운동을 벌 던 광복회가 이곳 대구를 중심으로 활

동하 고, 한편 중국 동삼성 일대로 독립운동의 무대를 옮겨 민족의 실력으로 광복을 기약

하면서 무력충실에 인생을 걸었던 이상용, 김동삼 지사 같은 분도 우리 고장 출신의 위대

한 선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불꽃으로 우리 대구·경북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지사들이 피를 뿌

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민족정기는 이어져 왔고 연면한 그 기운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독립

운동의 열도가 지속되던 중 광복을 맞이하 던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우리 민족역사는 고통과 광과 분열과 희망이 교차한 진통의 세월이었습

니다.

이 시기 전반기의 독립운동사는 식민질곡의 시대 지만 민족의 생명이 살아 있었다는 표

징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현대사의 정사(正史)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맞는 벽두에서 20세기의 민족정사를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분단조국의 아

픔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 민족자유독립정신을 견지하라는 명제요, 50년

을 넘긴 분단조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라는 민족적 과제를 푸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난 한세기를 마감하면서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의 기념탑을 세워 우리 국민기

상의 표징으로 함과 동시에 후세를 가르치고자 함도 이런 뜻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본 기

념탑건립 발기인 일동은 사단법인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위원회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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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독립운동기념탑건립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명단〉

위 원 장 : 權俊豪

사무국장 : 金明煥

총무위원 : 申成求 趙聖泰 金泰權 李源奭
金炯逵 朴正用 吳奕元

재무위원 : 禹大鉉 安賢輯 金贊圭 裵光燮
申鉉培 宋眞一 鄭英培 崔聖邱
金英漢 朴英宰

섭외위원 : 安秉輯 李鍾舜 姜漢潤 柳錫浩
朴東旭 安昌洙

위 원 : 金慶華 金明天 金聖權 金勝基
金永河 金正鎭 金弼煥 裵善斗
申吉雨 吳連根 李甲相 李仁述
鄭基福 鄭一洙 趙東聖 崔東植
申聖均 安宗禮 權泰甲 金基鉉
金甫蓮 金崇鍾 金玉仁 金貞煥
盧 節 盧華鉉 南相範 南永熙
南重學 朴魯美 朴京德 朴世東
朴수현 朴英根 宋俊一 申白雨
安大明 吳妙蓮 禹聖伊 尹鍾華
李福童 李銖永 李愛善 李雲鎬
李用高 李貞信 李鍾信 張來政
張炳元 張承鎬 趙永煥 崔華烈
韓경희 許敬誠 鄭喜永

그 의지를 강호에 표시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이 기념탑 건립을 위하여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의 깊은 성찰로 뜨거운 애정과 적극

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열망하는 바입니다.

2000年 8 月 5 日

사단법인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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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야당인들의발자취를그린대구경북야당사(草靡의바람)에이

어 화보집(민주화의 발자취)을 펴낸 것이 지난 10월 25일이었다. 광복후

서상일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구자들의 행적에서부터 현존 야당인들에 이르기까

지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짚어 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새겨보는 책들이었다.

근래「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로부터 출판작업의 한 부분인 화보집 제작

을 의뢰받은 처지라 지난 날 대구의 역사가 되돌아 보임은 자연스런 일이다.

2·28민주의거는 기념사업회에서 충분히 사료들을 모았고 또 토론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아직도 발굴해야 할 자료나 확립해야 할 이

념의 역은 그 여지가 넓다는 것이 우선 드는 생각이다.

기념사업회가 모은 여러 가지 사료들을 일람하면서 추후 2·28민주의거가 역

사적으로 깊이 그리고 길이 평가받기 위해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본다.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 형성

됐던 순도(純度)높은 민주화 의지와 야당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저항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가 크게

고무돼 있지 않기에 짚어지는 부분이다.

기념사업회가 문화방송의 협조로 만든 다큐(documentary)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에서 부분적으로 그

분위기를 다루긴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 전달엔 소극적이라는 감을 숨기기 어렵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

때문일 것이다.

2·28 민주의거가 일어난 그 날, 나아가 그 해의 정치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2·28 민주의거는 쉽게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며 따라서 이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 알려져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2·28민주의거가 일어난 1960년 그 해는 3·15 정부통령선거가 치러진 해 다. 제4대 대통령선거 다. 물론

이 선거는 후일 무효로 결정돼 헌정사에서 지워진 부분이다. 

이 무렵 이승만 정권의 실정(失政)이 계속되면서 높아진 반정(反政) 분위기를 집권 자유당이 모를 리 없었다.

때마침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조병옥 선생이 가료 차 떠난 미국 워싱턴의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급사

(2월 15일 오후 10시 20분)함에 따라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맞은 자유당은 민주야당의 선거유세를 막는데 주

저함이 없었다.

5월에 선거를 치루는 관례에 따라 일찌감치 5월 15일로 잡아두었던 선거일조차 조병옥 후보가 도미한 직후인

2월 3일, 두 달이나 앞당기는 파렴치를 저지른 여당으로선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서거했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필승해야 한다는 투지가 넘쳐 났던 민주당은 이른바 야도(野都)

로 불리어진 대구에 대선 유세의 총력전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유세 장소는 당시 전국 최고의 유세장소 중 하

나로 알려진 수성천변이었다. 사실 2·28 민주의거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2월 27일엔 여당의 유세가 같은 장소

에서 있었다.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화보집제작에앞서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화보집제작에앞서



조병옥 후보의 서거는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고 어떻게든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국민들 사

이에 넓게 퍼져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미 28일로 잡혀 있는 민주당의 유세가 설 하게 끝나도록 온갖 꾀를 만

들어 내게 되었다. 더욱이 2월 28일은 조병옥 박사의 삼우제(三虞祭)가 있은 다음 날이었으므로 애도 분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자유당으로선 더욱 절박한 입장이었다.

2월 25일부터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일요일 등교를 지시한 당국도 설마 고교생들이 의거의 시위를

당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2·28 민주의거 다. 2·28 민주의거에서 응집된 의거 기운은 곧

장 마산 서울 등지로 나갔으니 이에 더욱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야도 대구. 대구는 왜 야도로 불리어졌을까. 이는 2·28민주의거를 풀어보는 화두가 될 수 있으며 후일 꼼꼼

히 새겨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당시대구는전국에서유일하게야당사를지니고있었다. 중구대안동에소재하고있는이야당사는지금도동

아일보대구지사건물로사용되고있다. 당사는대구의야당선구자인서상일선생을비롯, 도규계(刀圭界) 및언

론계 인사 등 당시 지식인들로 포진한 야당인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건물이었다.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의 각 지부가 당사 건물이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여당조차도 소유한 당사건물

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구 야당인의 기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야당인의정서는바로대구를야도로만들어낸분위기와다르지않았다. 그만큼대구시민은야성에길

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피어올랐던 2·28 민주의거 다.

이제 대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한‘(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와 학생들의 민주화의거를 기리는‘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란 두 단체가 있어 달구벌 지역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근래 정치불신의 시대에 민주화에 대한 평가

가 유보되거나 퇴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말 제대로 하고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민주화운동이 결실 맺은 세계임

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나아가 2·28기념탑은 2·28민주의거가 빚어낸 하나의 결실이지만 기념탑을 아끼고 가꾸며 면면히 그 정신을

기려온 이면에는 그야말로 야당인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며 당시의 상황을 보다 리얼하게 전달해야 할 2·28 민주의거 화보집 제작은 그만큼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어쨌든 2·28민주의거 42주년이 되는 2002년 2월 28일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숭고한 고교생들의, 투쟁의 역

사를 화보집으로 재구성한다는 사실에 사뭇 흥분되는 마음을 속이기 어렵다. 이젠 모두 이순(耳順)에 이른 그 때

의 고교생들이 사 십년 전의 일들을 회상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 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진은 근래 발간한‘민주화의 발자취’> 

2001년 12월

박 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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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일지사단
법인 2001

2001. 9. 24 홍종흠 공동의장 한·중 예술교류 협의차 중국 남경 방문
10.  15 2·28화보집 발간 준비회의
10.  18 홍종흠 공동의장 대구민주보존회 예방
10.  29 의장단 2·28기념사업 현안 논의
11.    2 제1회 2·28 짓기공모전 보고서 제출(대구시 교육청)
11.    6 의장단 및 감사회의(대구문화예술회관)

11.    7 2·28의 횃불 4호 편집지도(한국미디어 교육센타)
11.  20 여소야대 정부 효율적 운 방안 심포지엄(4월회)
11.  22 제2회 2·28민주포럼을 위한 학술분과위원회 개최
11.  22 학술분과위원회 개최(사무처)
11.  22 2·28의 횃불 4호 발간 협조 요청( 남대학교)
11.  30 제2회 2·28민주포럼 개최(창조적 지역문화의 내일을 위해)
12.    6 2차 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길)개최
12.    7 각급학교 교장 임원 간담회 개최
12.  17 최만기 이사 (산학경 기술연구원장) 제3회 자랑스런 대경인상 대상 수상

서상호 이사 (매일신문주필) 제3회 자랑스런 대경인상 언론인상 수상
12.  19 전시용 2·28사진판넬 제작(25개)
12. 21 문희갑 공동의장(대구광역시장)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총회에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01. 10. 12 김인상 대구공고 총동문회장 별세
11. 3 손진홍 이사 별세

2001. 10. 13 신순철 이사 장녀 결혼
10. 14 장주효 고문 장녀 결혼
12. 2 김수길 이사 따님 결혼
12. 16 최규태 회장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 11. 6, 2·28기념사업회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사업과 2002
년도 사업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 사단법인 2·28대구민
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는옛, 2·28대구학생민
주운동 사진 25개를 선
정, 이젤 전시용 판넬을
제작하여 각종 홍보전시
용으로활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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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회 2·28민주포럼모둠회의개최

2·28민주학생운동 정신의 미래지향적 계승을 위해

창조적지역문화와예술의내일을위해

사단법인2·28기념사업회에서는 2002 월

드컵과 2003 유니버시아드대회등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난 11월 30일 대구그랜드

호텔에서두번째민주포럼을개최하 다. “창조

적 지역 문화와 예술의 내일을 위해”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모둠포럼은 관심있는 시민, 학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28민주포럼홍종흠대표는인사말을통해

자칫지방몰락을촉진하고민주주의발전에장

애물이될수있는자치제도의현실과중앙-지

방간 지식·정보·예술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창조적 지역 문화와 예술의 내일을 위해”라는 주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 다. 

경북대 이상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남일보 이하석 논설위원은 지역 문화의 예술적 정체성

에 대해 고착된 행정주의와 과시적인 허례를 벗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과단성, 지역민의 신명을 고양시키는 과격성까지 담아

내는 보다 민주적인 문화체계 및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박기성 경북대 교수는 지역사회의 원만한 문화 성숙은 문화행정, 문화생산자, 대중매체의 역할 재

설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로 시민의 편에 서기보다 행정기관의 홍보매체 역할

을 하고 있는 지역 대중매체가 앞선 사례를 벤치마킹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주문하 다.

제3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김덕규 교수는 인터넷 보급에 따른 지역문화의 변화와 정보화 역기능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합

리적인 대응방안을 자세하고 심도있게 제시하 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락 시인과 공재성 대구 MBC 편성부장 등 11명은 발제자의 발표에 관해 열띤 질의응답을 주고 받

았다. 특히 남대 김태일 교수는 2002 월드컵, 2003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를 맞아 의례적으로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것이 아니라, 축제인만큼 축제답게「난장판축제」이어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실질적인 축제 한마당이

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강조 다. 이날 포럼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6월 제1회 2·28 짓기 공모전에서 입

상한 김기황(경북고), 김민지(정화중), 이선민(아양초교)양 등이 참석하여 수상작품을 낭송함으로써 새삼 2·28대구민주운동 정

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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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가입 안내말

대구시민여러분! 그리고출향인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60년 2월 28일 일어났던 대구학생 민주의거는 광복이후 최초로 독

재정권에항거한민주화운동이었으며, 4·19혁명의진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2·28 기념사업회에서는 당시의 숭고한 민주운동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해왔습니다.

지난해 40주년에는김대중대통령내외분을모시고기념식을성대히거행하

고, 「2·28 민주운동사」출판, 국제학술대회개최등다양한특별기념사업

들을펼친바있습니다. 또 올해는 41주년을맞아 (가칭)2·28 공원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본 사업회에서는 2·28 민주운동정신을 대구정신의 한 주류로 원히

이어가고, 21세기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승화시키고자 1차로 22,800명의 회

원모집과함께「2·28 공원조성」, 「2·28의 횃불」책자발행, 초·중·고생들

의「2·28 민주운동 짓기공모전」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28 기금조성사업에 적

극동참하여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일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문 희 갑·홍 종 흠

본법인에납부하시는회비및협찬금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의거귀사의기부금으로손금처리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재정경제부공고제2001-54호).



선진공업기술의 명문 대공(大工)

50,000여 동문들은 선진공업기술의 현장에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공업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1번지(대구공고 내)

www.daegugonggo.com  ☎ 053)957-0551~2  FAX 053)957-0553



21세기 최우량 지역전문은행- 대구은행
강하고 튼튼한 지역의 대표은행입니다.

우리고장 우리은행

대구. 경북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