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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우
포스텍석좌교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정당한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포퓰리즘’이다. 민주주

의는 다름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대중의 의사

를 반 하여 정권을 잡은 정부가 대중의 뜻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처럼 역설적인 말도 없을

것이다.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말이‘국민’임

에도 이 국민이 정작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꿔놓으려 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

험한‘대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최근 국민이 다시 한 번 정권교체의 주체로 등장한 사건을 경험하 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민심은 보수적인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고,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진행된 이 정치적 사건은 촛불집회로 상징된다고 할 수 있다. 최

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제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6

년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아홉 번 광화문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5월 10

일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촛불집회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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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수령이 되었던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에 촛불집회의 민

주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냉전 반공주의와 성장 보수주

의의 교묘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체제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 촛불집회의 역사적 경험을 지

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밑거름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의 주체인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시민’으로서의 국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촛불은 바로 민주주의

이다. 우리가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가장 많

이 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은 국

민을 민주공화국의 주체로 설정한다. 문제

는 대의 민주제에서 국민 전체가 직접 정치

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점이

다.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제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하라고 뽑힌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책무

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열중할 때, 국

민은 스스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다.

광장에 모인 국민은 물론 대중이고 군중

이다. 누군가에 의해 조직되고 동원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위해

모여 무리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군중이고,

어떤 방향과 형태로 발전할지를 미리 예측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이다. 이런 점에서

광장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이

며, 촛불집회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성

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는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대의 민주제가 비

생산적이고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득권으로 경직될 때, 시민들은 비로소 참

여의 촛불을 든다. 간단히 말해 의회가 끝나

는 곳에서 비로소 광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은 대중

이 갖고 있는 힘과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낀

다. 여기서 국민은 주체로서의 시민이기보

다는 단순한 객체로서의 대중이다. 이러한

시선은 광장에 모인 군중이 외부의 힘과 간

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

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기만 하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 있다. 누가 광장에 모인 국민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가? 광장 공포증을 가진 사람

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광장에 모인 사람

들에 의해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들, 즉 기

득권 세력이다. 기존의 특정한 가치관, 사회

관계, 법적 제도에 의해 이미 많은 것을 갖

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

되는 사회변동을 원치 않는다. 이들이 보수

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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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모인 국민이 한편으로는 정치적

으로 깨어 있는‘시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음험한‘대중’이기도 하다. 시민은

대중의 형식으로만 정치에 참여하고, 대중

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성을 유

지할 때만 정치적이다.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이중성을 적나라하

게 표출하 다. 이 말은 물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시위의 과정에서‘대중’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자원으로써 촛불집회가

가지는 의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대중으로 변질되

지 않도록 끝까지 평화를 유지했다는 점이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대중 속에

서 취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의 이중성은 그것이 또 다른 대

중을 광장으로 끌어들 다는 데 있다. 촛불

집회는 태극기 집회를 초래하 다. 최근 10

년간 시위 참가자 수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

했음에도 끝까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

회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을 광장으

로 모이게 한 것이다.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

동적 시위 지만 그 성격은 이 집회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낱말에서 뚜렷이 드러난

다. 그들의 주요 관심은‘안보’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안보를 훼손할‘변화’

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 안보와 사회 안

전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박정

희/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동일시

한다. 이들은 기꺼이 대중이 됨으로써 광화

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대중으로 착각한

다. 시민성을 상실한 대중은 폭력적이 된다

는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태극기 집회

의 끝은 폭력시위 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각각 국민의 이

중성을 대변한다. 우리는 여기서 촛불집회

와 태극기집회가 대변하는 정치적 이념과

입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두 가

지 근원적 원칙인 것처럼, 사회적 변화와 안

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조화를 이뤄

야 할 두 가지 방향이다.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의

이중성이다. 시민과 대중, 그것은 정치적 상

황에 따라 변화하는 국민의 두 모습이다. 국

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대신 모든

것을 기득권 세력에 위임하면 대중으로 변

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부의 향과

선동에 취약한‘대중’으로 변질되지 않고

깨어 있는‘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민주주

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직접 민주주의는 원

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함

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조건을 스스로 만들

어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

면이라고 할 수 있는‘포퓰리즘’과 맞닥뜨

리게 된다. 포퓰리즘(populism)은 어떤 정

책의 옳고 그름 또는 실행가능성을 따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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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대중에 합하는 정치방식을 가리

키는 용어로서 대체로 정치적 상대방을 비

방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포퓰리즘

은 본래 보통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엘리트

에 의해 이용된다는 전제 아래 부패한 기득

권 세력에 대항하여 부패하지 않은 단순한

보통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정치

적, 사회적 목표가 보통사람들의 직접적 참

여와 행위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포퓰리즘이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추구한

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사실 포퓰리즘적 경

향을 함축하고 있다. 국민의 진정한 욕구와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

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물은 배를 띄위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순자의 말처럼 국민은 시

민으로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고 대중

으로서 민주주의를 망치기도 한다. 정치인

들이 이러한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온

전히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

치이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치는가? 오늘날 우리의 눈을

어느 나라로 돌리든 포퓰리스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유럽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포퓰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대선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게 패배하 지만 여전히 상당한 향력을

갖고 있는 마린 르펜(Marine Le Pen) 프랑

스 국민전선 대표를 위시하여 곳곳에서 극

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들이 득세할수록“포퓰리즘은 최대의 위

험이다”라는 인식이 함께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포퓰리즘은 종종 극우 정치세력

과 연관해 파시즘과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포퓰리즘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대변하지

는 않는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대하는 또는

대변하는 정치적 방식과 관련이 있다. 우파

포퓰리즘이 있다면, 좌파 포퓰리즘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의

정치적 방향과 관계없이 포퓰리즘을 규명해

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많

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는 사실 무엇

보다 포퓰리즘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에 반대

하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기존 정치질서에서 소외된 국민

이 똑같이 엘리트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

은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판

하는모든언론을페이크뉴스로매도한다.

포퓰리즘의 핵심은 기득권 엘리트 세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저항이다. 포퓰리즘은 근

본적으로 반(反)엘리트적이다. 그렇지만 대

의 민주제가 불구가 되어 일반 국민의 의사

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은 시민으

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

득권 세력과 정치적 엘리트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

다. 포퓰리즘의 핵심은 반(反)다원주의이다.

포퓰리스트는 자신만이 오직 진정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으로서의 국민은

촛불집회의유산, ‘지속가능한민주주의’



_ 2017  2·28 08

항상 복수로 등장한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

한 국민이 국정농단에 똑같이 분노하여 정

치문화와 정치체제의 변화를 바랐다고 하더

라도, 그들이 모두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는

국민을 균일화된 동질적 대중으로 조직한

다. 왜냐하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진

정한 국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국민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단수가 아

니라 항상 복수로 출현한다. 복수의 시민들

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

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

주의이다.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성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독선적 주장은 진 논리

에 따라 정치를 양극화하고, 정치적 양극화

는 결국 포퓰리즘을 양산한다. 이렇게 포퓰

리즘은 다원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망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최선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민

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불안정한 차선의 정

치체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중성을 직접 경험하 다. 한

집회는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로, 그

리고 다른 집회는 포퓰리즘이 실패한 사례

로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너무나 사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포퓰리

즘은 직접 민주주의가 성공할 때 오히려 모

습을 드러낼 수 있다. 국민의 직접 참여에

놀란 정치인들은 서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

기 위해 경쟁하고, 이 경쟁과정에서‘자신들

만이’진정한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주장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 지속가능하려면 포퓰리즘이 대의 민주제

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정당도, 그리고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

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

도록 다원성을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것

이 촛불집회가 남겨놓은 과제이다. 이 과제

를 수행함으로써 촛불집회로 일깨워진 국민

의 정치의식이 성숙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

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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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2·28민주운동전국 짓기공모시상식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17회 짓

기 공모가 전국의 초(4학년 이상)·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원고 접수, 5월 26

일마감하여엄정한심사를거친후지난 6월 23일오후 4시에시상식을가졌다.

전국 30개교 674명이응모한이번공모전은대상(행자부장관상) 2명, 금상 18명(대구시

장상및대구교육감상각 9명), 은상 30명(대구지방보훈청장및 2·28공동의장상각 15명),

동상 및 입선(2·28공동의장상) 각 50명 등 모두 150명의 입상자를 비롯하여 단체상(대구

교육감상) 3개교와지도교사상(대구교육감상) 3명이선발되었다. 

대상(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자 단체상수상자

금상(대구시장상) 시상자한만수문화예술정책과장 금상(대구교육감상) 시상자박을규교육장

은상(대구지방보훈청장상) 시상이상순보훈과장 동상수상자들

2·28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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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인 2·28민주운동의

그 참뜻을 이해하고 그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17회 2·28민주운동기념 전국 초·중·고 학생

짓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우리 대구에서 독재와 부정에 맞서 불꽃처럼

일어난학생운동입니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은 대구의 역사와 시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의 발현으로

국채보상운동과더불어대구의시민정신입니다.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식과 학생

마라톤대회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이번 제17회 2·28민주운동 전국 초·중·고 학생 짓기 공모행사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학생들이공모에참가를하 습니다.

짓기 공모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2·28민주운동의 중요성과 정신을 이해하면서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데큰 향을줄것으로확신합니다. 

또한, 선배들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후배인 미래세대가 가슴으로 느낀 열정을 로 표현함

으로써과거와현재를연결하고힘찬미래를향해나아가는데밑거름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짓기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지도 선생님,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심사숙고해 심사해주신 장호병 대구문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감사의말 을드립니다.

2·28민주운동 짓기공모전을 비롯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해주는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특히, 짓기공모전에좋은작품으로참여한모든학생들에게감사의말 을드리며, 여러분앞날에

행운과행복이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 진·노동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공동의장

짓기공모를통해미래의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데
큰 향을줄것으로확신

제17회 2·28 짓기 공모 시상식 인사말

2·28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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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2·28 짓기 공모 시상식 격려사

먼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인 제17회

2·28민주운동 짓기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학생 및 지도교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 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올해는 2·28민주운동이 일어난지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써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날 독재에 당당히 맞서서 저항한 우리 선배들의 희생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57년 전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을 통해 오늘날 재조명되고, 다시 살아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2·28민주운동이 지닌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을 통해

밝고 힘찬 미래를 엿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가난과 독재, 불의와 부정에 당당하게 맞선

2·28의 참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대구교육공동체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2·28민주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되살려 우리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8민주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제17회 2·28민주운동 짓기 공모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권 진·노동일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동 기
대구광역시교육감

나라사랑하는마음과올바른가치관을
확립하여올바른민주시민으로
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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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특집

57년 전 지역의 학생들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된 제17회‘2·28민주운동 짓기’공모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리며, 입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 을 드립니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지역의 학생들이 주도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향한,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교훈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의 시상식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어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2·28민주운동 짓기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유와 번 된 조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돌아보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 모두에게 2·28민주정신은 물론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2·28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

들을 잘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 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8민주정신이
지역과나라를사랑하는마음을

고취시키는계기가되기를

제17회 2·28 짓기 공모 시상식 축사

황 후 연
대구지방보훈청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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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2·28 짓기 공모 시상식 심사평

2·28민주운동은 4·19 학생의거에 불을 당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으로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다. 그 숭고한 정신은 이후 우리나라
의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켰다. 절차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2·28 민주운동 기념 짓기 공모
전을 실시한다. 이 사업이 우리 소년소녀들에게 진정한 민주시민의 꿈을
심어주는데크게기여하고있음을눈여겨보게된다.

쓴이는 독자에게 제대로 읽어 달라 주문하고, 독자는 제대로 쓴다면
기를 쓰고라도 읽겠다고 한다. 독자가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면 쓰기에도움이되리라.

독자는‘내눈’으로는 2·28의참모습을보는데한계가있다. 그래서‘네눈, 즉 쓴이의눈’을빌
어 2·28을 새롭게 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쓰는 이는 이제까지 알려진 지식을 통해 당연히 받아들
던 관념적 사실(sign)에서 벗어나(de-) 전과는 다른 깨우침(design)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깨우침이곧주제의식이된다.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기념사업회의 공모 목적이나 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의감과 그 자긍심을 되짚어보고, 대구 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나의 학교생활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미래로 나아
가는데학생인내가할수있는일은무엇인지도보여줄필요가있다.

의방향을잡았다면 에서각단락은주제를향하여일관되게달려야한다. 주제를향한긴 한단
락구성, 그다음단락까지의긴장을유지할수있는문장력을키우기바란다. 그리고국어의정확한사
용법에도신경을쓴다면독자들은작품에대한이해가빠를것이고 에대한만족도또한높을것이다.

을 짓는 데는 창의성과 끈기 있는 열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응모자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을
지어나가야한다.
앞사람의 에서나 뒷사람의 에서나 공통으로 드러나는 2·28에 대한 사실 위주는 심사위원은

물론독자들의관심을전혀끌수없다. 이미알고있는사실이라도새롭게접근할필요가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주제나 소재를 다루다보면 내용이 빈약해지기 쉽다. 쓰기는 부분을 묘사

하여 독자에게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 회를 거듭하면서 응모자들의 새로운 시도들
이 엿보이고 있다. 2·28에 대한 사실 위에 상상을 통하여, 그 때의 상황 속으로 독자들을 끌고 들어
가는창의적 쓰기기법이늘어나고있다는점은이공모전의큰성과라하겠다.
2·28, 4·19, 학생, 민주운동, 이승만, 자유당 정권, 독재, 부정선거 등이 주요 키워드들이다. 민주

운동참가학생들의 정의감을두드러지게나타내려다보니 초대대통령이승만을지나치게나쁘게또
는사실을벗어난무책임한분이라는이분법적사고의표현은바람직하지않다.
앞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시도와 감동이 담긴 작품들을 뽑으려고 노력하 다. 광

의 입상자들에는 축하의 박수를, 이번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애써 작품을 내준 학생들에게는 다음 차
례의입상을기대하는격려와위로의박수를보낸다.

장 호 병
심사위원장
대구문인협회장

창의적 쓰기기법돋보여



_ 2017  2·28 14

2·28특집

눈을 가리어 하늘이 없어질까
귀를 가리어 새는 울지 않을까
우리는 안다 진실을

보이지 않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모두에게 보이기 위해
밝은 여명을 밝히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하나 모여
모인 불씨는 불빛이 되고
모인 불빛은 여명이 된다

감은 이의 눈을 밝혀주고
들리지 않는 이에게 들려주고
가려진 진실을 긴 암묵 속에서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널리 전한다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원히 묻을 수는 없는 진실

우리가 여명으로 밝히리라

짊어지겠노라 무거운 무게를
걷어내겠노라 우리를 가리는 암묵을

여 명

김 용 운
경북공업등학교2학년

제17회 2·28민주운동 짓기 공모 대상 수상작(운문)- 행정자치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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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부터할아버지의빛바랜편지가자꾸만눈에띕니다.

박수열, 우리할아버지의이름입니다.

흑과 백으로만 보 던 1960년 대구 중앙통. 그곳에 불씨를 놓아 붉게 불붙인 우리 할아

버지, 박수열의머리도어느새잿더미처럼다시하얗게바래져가네요.

그날의 흥분과 아우성을 다시 상기시켜 보려는 듯 계속해서 바스락, 편지를 만지작거리

시는할아버지입니다. 궁금해진나는할아버지의손에서편지를조용히빼내옵니다.

다시타오르는불씨

서 윤 정
대구여자고등학교2학년

제17회 2·28민주운동 짓기 공모 대상 수상작(산문)- 행정자치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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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편지를 다 읽은 나는 왜인지 몸은 서늘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어딘

가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물레를 타고 엉키고 엉킨 응어리 같은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옵니다.

내 이 떨림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 달의 늦은 눈 때문일까요, 편지지의

바랜빛때문일까요.

아아, 드디어알겠습니다.

편지를들고있는내손뒤로언뜻보이는, 할아버지의잿가루같은회백색머리칼때문입

니다. 그잿가루속, 아직꺼지지않은작은불씨가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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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딴딴하고뜨겁게빛나는작은불씨가보입니다. 

학생 민식이의 편지 쓰던 앳된 손 지나, 사촌형 용호 다리 열바늘이나 꿰맨 상처를 지나.

여학생들의 치맛바람을 지나, 어머니 아버지 태극기 지나. 학생 박수열의 마음까지 번져온

작은불씨가보입니다.

지금내눈앞에, 혹은가슴에서아른거립니다.

이불씨는무엇입니까.

이불씨는불의에분노한학생들의, 모두의마음입니다.

이불씨는자유를위한우리모두의열망입니다.

이불씨는좀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한슬프나힘찬몸부림입니다.

이불씨는앞으로의세상이좀더나아질것이라는신호탄이기도합니다.

이불씨는, 민주주의그자체입니다.

작은 불씨가 나에게도 번져온 것일까요, 내 얼굴 위인가 가슴 언저리에 무언가 뜨거운 것

이흐릅니다. 나는뭔가깨달은듯작은불씨를받아품습니다. 

나는이불씨를내가슴깊은곳으로끌어옵니다.

나는그제야깊게알았습니다.

학생 박수열의 불씨를 비로소 이어받은 나는, 바람이 우리를 찢고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언제든어깨동무하고광장으로나아갈준비가되어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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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서윤정

이다감
김예주
정수진
진수현
조규덕
김민정
김지
전대산
김민수

안혜림
김한진
이정민
정하람
장준원
이지훈
최재완
장지하
배민경

정이서
황나경
홍재현
김종희
나홍성
박해성
한시온
박지인
이소현
천경준
황종현
이원석

경북공업고 2년
대구여고 2년

대구강동초 4년
대구도원초 6년
성서중 3년
성광중 3년
강북고 1년
경북공업고 2년
대구여고 1년
목포마리아회고 2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명덕초 6년
탕정초(충남) 5년
동촌중 2년
상서중 3년
대구공업고 1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상원고 3년
대구여고 1년

대구명덕초 5년
동촌중 2년
강북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대구여고 1년
함덕고(제주) 3년
계성고 1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상원고 2년

여명
다시타오르는불씨

정의를가르쳐준2·28민주운동
2·28 그날의고등학생이되어…
그곳에서
두려움앞에서외치다
자유의시
누군가의
왜이리도꽃은지지않았는지
2·28 그날을기억하며
얼룩말은사자때문에…

세가지약속하기
형, 누나감사해요
이이팔나무
그날의함성을기억하는가
2·28운동으로가는길
2·28, 그정신의계승
첫시작
우리에게봄이왔습니까?
꽃은타지않는다

오늘의약속
하나보단둘, 둘보다는셋
날이었네
한걸음걸음
불꽃
매화
우리의함성
별
봄이오는골목어귀
학생들이만든역사
침묵에서피어난하나의작은불씨
대한민국의디딤돌

▣대상 -  행정자치부장관상

▣금상 -  대구광역시장상

▣금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은상 -  대구지방보훈청장상

제17회 2·28민주운동 전국 짓기 공모 입상자 명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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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나
오가언
최예원

김난하
최예준
임민주
김한겸
이승협
김민수
김시현
송서나
이지
장찬익
이원돈
김정록
박재용
장용민
김미강

박병우
김나예
변혜원
서희주
성민규
진자민
김도연
차희원
조현우
주예린
남정록
박재윤
김 건
박가은
성우진
여윤정
이 빈
이우탁
이지윤
전아현
정민채
하유진
현경린

대구여고 1년
대구여고 1년
대구여고 1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명덕초 6년
탕정초(충남) 5년
남대구초 4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명덕초 5년
동촌중학교 2년
성광중학교 3년
오성중학교 3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여고 1년

대구도원초 4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명덕초 4년
대구명덕초 5년
대구도원초 4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웅들의움직임
4·19혁명의전주곡, 2·28학생민주의거
민주화운동의출발점2·28 민주운동

용기있는외침
일요일
외친다
진정한 웅들
촛불시위를거슬러
역사는미래이자현재이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
용기와의지로얻은민주주의

‘나’라면
2·28 민주운동민주주의꽃
동심원을그리며
그대라는시
그들의울림
1960년2월27일 (맑음)
그날이있기에

2·28민주운동을기념하며
내마음의별
평화를위해
작은불씨
2·28민주운동

“부럽다”
2·28민주화운동
잊지마세요.
나의, 우리의2월28일
기억하여라, 2·28민주운동을……
아빠에게들은2·28민주운동
민주주의를위해희생을아끼지않은언니들, 오빠들에게
민주주의여 원하라.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하나의목적을위한모두의열정과함성
언니, 오빠들의함성
우리에게민주주의라는인연을안겨준2·28
잊지말아야하는우리들의민주주의힘
대구를빛낸언니, 오빠들
광야를태우는하나의작은불씨
살아있는민주주의의정의
위인전에나올만한언니, 오빠들
민주주의의기틀을마련한훌륭한언니, 오빠들

▣은상 -  2·28공동의장상

▣동상 -  2·28공동의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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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특집

홍정민
김민정
서재림
금성환
이명환
전대진
배형근
정임준
박성화
김수현
박민경
양준호
이대건
김 준
노선
윤서
류현우
김민재
표희라
하지수
이소
전현아
최혜정
남연수
서다현
정주리
김희진

강태규
이윤건
이채은
권지은
김도희
도현우
지예은
김나우
김태호
임소정
권한솔
김도은
김일권
김재현
박수민
박제민

대구도원초 6년
상서중 3년
성광중 3년
오성중 2년
오성중 2년
목포덕인중 3년
강북고 1년
강북고 1년
경북고 2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계성고 1년
대구공업고 1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상원고 3년
대구여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상원고 2년
대구상원고 2년
대구여고 1년
대구여고 1년
대구여고 1년
대구여고 2년
대구여고 2년
대구여고 2년
무산고(경주) 1년

대구도원초 4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명덕초 4년
대구명덕초 4년
대구명덕초 5년
대구범일초 6년
조종초(경기) 6년
대구도원초 4년
대구도원초 5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잘지켜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실천
샛별
우리는
2월의봄
자유를향한외침을들으며
들불이되자
2월28일, 겨울에서봄이되어가던그날을그려보며
대구2·28의별들
바뀔수없을까
민주주의의도화선
태동
어린별들
자랑
다시, 봄
동틀녘
바람
용감한학생들
매년2월28일, 여러분들은어디에서무엇을하고계셨습니까?
1960년2월28일
미래의당당한권리행사를위해노력한우리의조상들
바로그날
지금의우리라면?
목표를위한한걸음
용기가이끈첫발자국
대구, 1960년그날.
민주주의라는꽃을피우기위해

자랑스런2·28 운동
나라위한형들
2·28민주운동
학생들의시위
2·28 민주운동
2·28 민주운동
主人
민주주의를향한몸부림
민주운동에앞장선형, 누나들에게
동생들에게보내는편지
희망이되어준그날의언니오빠들에게
위대한용기
대구시민의함성, 지금까지이어지다
역사의이름앞에앞장선선배님들~
누나, 형들의민주주의는살아있다.
그들의함성

▣입선 -  2·28공동의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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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지도교사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박준혁
석정환
안도윤
이건명
이용호
이정민
이하정
정동준
정동현
최용준
최유환
황철민
최서윤
오서윤
윤가
정연정
김재훈
김민석
이호성
구민성
김나
장지한
이현우
박경민
김경모
신준우
이승현
장도현
정건아
김원균
박준현
시승헌
정기호
황재욱

장태식
박종필
김여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도원초 6년
대구명덕초 6년
대구범일초 4년
대구범일초 6년
동촌중 2년
상서중 3년
성광중 3년
성광중 3년
오성중 3년
조종중(경기) 1년
오성중 2년
강북고 1년
강북고 3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1년
경북공업고 2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공업고 2년
대구공업고 2
대구공업고 1

대구명덕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상원고등학교

대구도원초등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자랑스러운대구의청소년들
학생들의목소리가들리나!!- 내가2·28의고등학생이라면-
대구시민정신의표출
부정선거는물러가라
대구의엄청난역사
그들의슬픔우리는알지못한다.
대구시민으로서꼭알아야할그날의사건
18살의정의로운용사들
뜨거운겨울그리고봄
학생이일으킨불씨
우 차다! 그들의함성소리- 그날로돌아가보자! -
민주발전의초석
못살겠다갈아엎자!
민주주의를위해애썼던언니오빠들!
우리에게희망이있다면
하나의마음
그소리
하나의새싹
용기
그날의학생들
나라를위한마음 원하리
왜?
꽃봉오리
부끄러움
사춘기
228
2·28 민주화운동
자유를위해
가방을짊어진젊은 웅들
새
겨울은간다.
어느2월의별
잊지말라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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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론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문제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하기위해한국을방문한미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튜포틴저선임보좌관은이날외교부청

사에서기자들과만나“사드가논의됐느냐?”는질문에“폭넓은이슈를논의했다. 그것은자연스

러운일”이라고강조했다. 그는또한“부드럽게이뤄진한국의정권교체에감명받았다”고지적

하면서“조금질투날정도”라고말하기도했다. 이러한포틴저선임보좌관의말속에서“놀랄만

한우리나라의민주주의(民主主義) 성장을높이평가한다.”는사실을짐작할수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매주 각 100만 명이상이 참가하여 대치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위기(危機) 속에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몇 달 동안 소용돌이쳤던 사실

을생각하면정말우리국민들은성숙된민주의식으로세계일류민주국가(民主國家)로성장했

음을전세계에과시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렇다면이처럼성숙된민주의식(民主意識)의발로는언제, 어디서부터시작해서어떻게성

장하여완성된것일까? 우리나라민주화운동의시작은1960년 2월28일, 젊은피로불의(不義)

에 항거(抗拒)했던 대구 고등학생의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옛날 사회수업 시간에“젊음의 붉은 피로써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하라”고 힘주어 말 하시

던이발형선생님이생각나는것은어인일인고….

최 진 호
부경대명예교수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에대한
역사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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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대구학생운동으로민주화의시작

1945년 독립을 쟁취한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이 땅에 민주화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2·28 대구고등학생민주화운동이다. 지난1960년3월15일제4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4선을

노리던이승만대통령의여당자유당과이를저지하겠다던야당민주당의대결이치열하게진행

되고있었다. 그런데이게무슨일인가? 야당대통령후보조병욱박사가갑자기서거하면서대통

령은 이승만이 사실상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부통령에 있었다. 민주

당은장면박사가부통령후보로나서고여당은이기붕이부통령후보로나섰다. 1960년 2월10

일자유당경북도당은대구지역의기관장과학교장을소집해서첫째, 2월 27일토요일오후1시

에 예정된 자유당 대통령 선거유세 때 가구당 1명씩 유세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12시까지 업무

와수업을끝내고둘째, 민주당유세날인2월28일일요일에는오후2시에시작되는유세가완전

히 끝날 때까지 동 및 직장 단위로 각종행사를 계속하고 셋째,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하므로

일요일에일제히등교시켜민주당유세장에나가지못하도록조치할것을강력히지시했다. 

강제등교의 목적이 학생들의 민주당 유세장 출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 고등학교학도호국단 학생간부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2월 27일 밤 대구

동인동 이대우(李大雨) 경북고등학교 학생부위원장 집에서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의 학

도호국단간부10명이회합을갖고2월28일일요일강제등교에대한항의시위를벌이기로결의

하고“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피가지금이순간에도뛰놀고있으며, 정의에배반되는불의(不義)를쳐부수기위해이목

숨다할때까지투쟁하는것이우리의기백이며정의감에입각한이성의호소인것이다”라는결

의문을채택했다.

2월 28일낮12시 50분경북고이대우학생부위원장이학교운동장조회단에올라결의문을

낭독하자 학생들은 이에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어 경북고학생 800여 명(사진 참조)이“학원의

자유를달라”, “학원을정치도구화하지말라”등의구호를외치며스크랩을짜고대구반월당을

거쳐경북도청으로향하고대구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학생1,500여명의고등학생들도시

위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경찰과 충

돌하면서 연행되기도 했지만 학생

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폭동을 우

려해서인지, 이어 연행학생들을 훈

방하고 연행을 중단하면서 2·28대

구고등학생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붉은

피의 횃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지않을수없다.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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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마산의거와4·19혁명으로민주화의전개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은이승만독재정권의연장을대구의피끓는젊은청년학도들이불

의에항거했던민주화운동의씨앗이새싹으로다시태어났는가하면불의(不義)에항거했던불

씨가정의의횃불처럼번져나가기시작했다. 필자도1960년대학에입학했고, 그후학생회장으

로서대구학생시민운동을계승·발전시켰던기억들이새로운회억(回憶)으로다가선다.

1960년 3월15일실시된정·부통령선거를앞두고자유당정권은정치깡패와반공청년단등

을 동원하여 야당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강탈, 기자에 대한 구타, 청중의 강제동원, 야당 입후보

자의 선거연설 방해, 유령유권자의 조작 등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1960년 3월 15일, 마

산의 학생·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이기 시작

했다. 경찰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발포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수의 시

민과 학생을 검거했다. 또한 4월 11일 1차 발포 때 행방불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체

가눈에최루탄이박힌참혹한모습으로바다에떠올랐으며이에격분한수많은학생·시민들이

노도처럼 려나오면서자유당정권을규탄했다.

이어서 마산시위를 통해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생시위를정권비호세력인반공청년단이습격하자, 4월 19

일 3만여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당일 서울에서만 130여 명이 죽었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대학교수들의 시위 동참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위물결 속에

미국으로부터의압력, 경찰력의붕괴, 여기에군부로부터의학생시위지지결정에직면하면서이

승만대통령은1960년4월26일사임을발표했고, 허정의과도정부가수립되었다.

■노태우의6·29선언으로민주화의완성

19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6·29민주화선언은 우리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항복인 동시

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완성했던 세계적인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6월 10일부터 시작

된 데모는 극에 달했고 수십만 군중들이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 다. 이제 무언가 일이 나겠구

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던 순간, 민정당 대표인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민주화선언을 통

해“데모군중의 모든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당시 외신은

노태우의 6·29민주화선언은 폭발직전의 정국을 급반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민주국가

를선언했다고평가하고있다. 관훈클럽토론에서“6·29선언은국민에항복한것이아니냐?”라

는 기자의 질문에 노태우 대표는“그렇습니다. 나는 국민에게 항복했습니다. 국민에게는 100번

이라도 항복할 것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민주화선

언의보상’으로노태우후보가제13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6·29민주화선언으로삼천리금수강산에민주주의를완성했다는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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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다. 1960년 2월 28일,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의 시작으로 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다음,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을 거쳐 19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척박한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말 자랑스럽

다. 불의에항거했던피끓는젊은대구의고등학생들이학업을제쳐두고불의에항거하면서이

땅에민주화운동의새싹을틔운지27년이란기나긴세월을거쳐대구사람노태우의 6·29선언

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완성됐다고하니정말대구(大邱)가자랑스럽게다가선다.

여기서졸시<천금같은은혜에감읍하며> 중에서

“…/ 하이얀머리띠에어깨겯고/ 독제타도소리높이외치면서/ 교문박차고반월당으로달려

갔던/ 그때의그용기가/ 끓는피의우 찬함성으로/ 오늘도달구벌판에메아리치는구나// 절

망속의 신장로* 따라/ 울부짖는 민주주의 만세소리/ 벅찬감격 속에 목 놓아 소리쳤던/ 그 때

의그함성이/ 말없는역사의수레바퀴따라/ 2·28에서4·19를지나6·29선언까지// 아우리

의 민주항쟁으로/ 끌려가며 짓밟혔던 발자국 마다/ 뚝뚝 선혈이 낭자한데/ 그 피를 먹고 척박

한환경에서도/ 이땅에민주주의싹을틔우고/ 꽃을피우더니드디어열매를맺었구나/ …”

읊고 나니 내 고향 대구(大邱)가 정말 자랑스럽게 다가선다(*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

통령후보를지칭).

■결론

1960년 2월 28일, 2·28대구학생민주화운동을시작으로민주화의씨앗을뿌렸고, 이것이마

산시민들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마산의거로 이어지더니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했던전국학생·시민들의4·19혁명으로이땅에민주화운동의봉오리를키우더니1987년

6월 29일, 노태우의 6·29민주화선언으로 척박한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면서 우리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되었다. 2·28대구학생 민주화운동은 독재와 부정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서 대구시민정신의 표출이었고,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을 일깨운 선구적 역할을

했던 자랑스러운 대구(大邱)의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100년 전 대구에서 일어나 일제의 경

제침탈에맞서전국민에게독립정신을고취시킨국채보상운동의반외세자주화정신과함께, 대

구· 남인의자랑스러운시대정신으로승화·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한림원(翰林院) 종신회원, 시인,
시집8권포함저서80여권,
한국문인협회대외협력위원장·해양문학위원장역임,
먹거리사랑·바다사랑·문학과학통섭포럼NGO대표,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초대작가및심사위원등



대구지역의제2세대유학자

대구지역은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 임하(林下) 정사철(鄭

師哲) 세분선생이제자들에게강학(講學: 교육)을실시함으로사승관계를형성하 으며, 이로

인하여 대구지역의 유학(儒學)은 제1, 2, 3세대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외에 매암(梅巖) 이숙량

(李叔樑)이 안동의 예안으로부터 대구지역에 이사를 하여 대구지역의 1세대 유학자와 함께 연

경서원을건립함으로써대구지역은보다체계적인교육이실시되었다. 이로인하여대구지역은

학술과문화의르네상스시대를맞이하게된다.

대구유학의 제1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세 분과 이숙량을 포함하고, 2세대는 이들 선생으로부

터 교육을 받은 낙재 서사원, 모당 손처눌, 괴헌 곽재겸, 연정 류요신, 낙애 정광천, 태암 이주를

들수있다. 제3세대는위의2세대로부터교육을받은137명에이른다.

본논고에서는대구유학의제2세대의생애와학문등에대하여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구 본 욱
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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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재서사원을봉안한이강서원(伊江書院: 달성군다사읍이천리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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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재서사원(1550∼1615)
서사원(徐思遠)은 1550년에 팔거(八 : 지금의 칠곡)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행보(行甫)이고 호는 낙재(樂齋)로 본관은 달성이다. 그의 부친은 경산전교 서흡(徐洽)이고 모

친은인천이씨이다. 7세에백부진사서형(徐 )의후사가되었다.

17세(명종 21, 1566)에 송담 채응린의 문하에 나아가 공부하 으며 후에 한강 선생에게 집

지하 다. 26세에 향시에 장원을 하 으며 30세에 이천정사(伊川精舍)를 지었다. 41세에 존재

(存齋) 곽준(郭 )과 더불어 안동의 도산으로 가서 퇴계 선생의 사당에 참배하 다. 이듬해 연

경서원에서퇴계선생의시에차운을하 다. 그의시는다음과같다.

道德吾東集大成 우리동방에도덕을집대성하셨는데

須知功力在窮經 모름지기그공력은경전을궁구한데있음을알수있네.

慇懃題跋留詩意 은근히지은발문에시의뜻이머물러있는데

醉夢昏昏 有醒 꿈속에취한듯어둡고어두운무리들을깨어나게하네.

43세(선조25, 1592)에임진왜란이일어나자팔공산에서창의(倡義)하 다. 7월 6일에부인

사에서향회(鄕會)를열어대구지역의의병을결성하 다. 그는대구읍내7개의리(里)와해안,

수성, 하빈 3개에현(縣)을 20개지역으로분할하여향병장(鄕兵將), 유사(有司) 그리고의병대

장(義兵大將)을두어대구의전지역에의병을조직하 다.

처음에는 정사철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 는데, 정사철이 종환(腫患)으로 의병대장의 임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서사원이 승계하 다. 그는 <초집향병문(初集鄕兵文)>을 지어 인근의

고을에 돌렸으며 동화사의 관군과 협력하여 왜적과 전투를 하 다. 그러나 8월에 승중손(承重

孫)으로조모상을당하여임무를수행하지못하 다.

46세(선조 28, 1595)에 청안현감(淸安縣監)에 임명되었는데 그는“국가가 환란에 처하 는

데 은거만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한양으로 가서 사은(謝恩)하고

임지에 부임하 다. 그는 부임하

여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학교를 다시 세우고 강학을 열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돌

아와 생업에 종사하게 하 다.

또 정유년(1597)에는 모속차사

원(募粟差使員)으로 청도의 오

례산성으로군량을운반하 다. 이강서원(伊江書院)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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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란이종결되자이듬해50세(선조 32, 1599)에고향으로돌아와하빈의이천(伊川)에집

을짓고미락재(彌樂齋)라하 다. 미락재는‘주자(朱子)가동안(同安)에서돌아와그도(道: 儒

學)를 더욱 즐겼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그 뒤에‘미(彌)’자를 버리고 다만 낙재(樂齋)라 하

고자호(自號)로삼았다. 

52세(선조 34, 1601)에 선사재를 중건하여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 1605년에 달성(達城)으

로 이건하 던 향교를 다시 교동으로 이건하 는데, 이때 그는 <성묘부천고유문(聖廟復遷告由

文)>을지었다. 같은해겨울에손처눌, 곽재겸, 류요신등과월강(月講)의규칙을정하고연경서

원과선사재등에서통강을실시하 다. 이통강은그가타계하기 2년전인 1613년까지지속되

었는데 대구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는『주자서』와『퇴계집』을 즐겨 읽었다.

65세(광해군 6, 1614)에 한강 선생이 노곡에서 사양(泗陽)으로 이거하 는데 그는 선생이 사

는곳과가까움을기쁘게여겨종년에이르도록왕래하 다.

1615년(광해군7) 4월 9일에타계하니향년은66세 다. 처음에는이천의선 하(先塋下)에

묘소를 드렸다가 수환(水患)이 있어 그해 9월에 파산으로 이장하 다. 1639년(인조 17)에 이

강서원(伊江書院)에봉안되었다. 『낙재집』과『낙재일기』가있다.

2. 모당손처눌(1553~1634)
손처눌(孫處訥)은 1553년(명종 8) 대구의 수성현(현재의 상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기

도(幾道)이고 호는 모당(慕堂)이며 본관은 일직이다. 조부 손치운(孫致雲)은 효행으로 천거되

어 동(永同)과 비안(比安) 두 고을의 현감을 역임하 다. 부친은 선무랑(宣務郞) 손수(孫遂)

이고모친은한산이씨이다. 

14세에 부친의 명으로 계동 전경창의 문하에 나아가 공부하 다. 15세에 향시(鄕試)에 합격

하 으며, 21세에 또 향시에 합격하 으나 한성시(대과)에 낙방하 다. 이때 손처눌은 한 수의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본디 득실(得失)이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얻었다고 어찌 기뻐하

며 잃었다고 어찌 슬퍼하랴.”라는 귀가 있었다. 이때 계동이 급제신언(及第新恩)으로 고향에

와서이 귀를보고그의부친에게모당을과거로서기약하지말것을당부하 다. 이후에그는

과거를포기하고위기지학(爲己之學)에전념하 다.

40세(선조 25,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정산으로 피난을 하 는데 선조가 행재소에

서 내린 교서를 보고 아우와 함께 창의를 결심하 다. 7월 6일에 이르러 팔공산 부인사에서 향

회(鄕會)를 열어 대구지역의 의병을 결성하 는데 이때 손처눌은 수성현 4면(面)의 대장을 맡

았다. 8월 29일에 서사원이 승중손(承重孫)으로 조모상을 당하자 손처눌은 의병대장직을 승계

하게되었다. 그는난중(亂中)에양친을여의었는데종전후부모님의산소아래집을지어 모

당(永慕堂)이라이름하고난중에상장(喪葬)의예를다하지못한것을한으로여겨종신토록시

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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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살이하는 뜻을 붙 다. 이로서

사람들이 모당 선생(慕堂先生)

이라고하 다.

48세(선조 33, 1600) 1월 1

일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

하여 종년에 이르기까지 썼는데,

이 일기는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림과 유학을 볼 수 있는 귀중

한 자료이다. 52세에 이르러 한

강 선생에게 집지하고 평생토록

왕래하며가르침을받았다.

53세(선조 38, 1605)에는 서사원, 곽재겸, 류요신, 채몽연 등과 더불어 통강(通講)의 규정

을 정하여 향내의 유림들과 통강을 하 는데, 이 통강은 연경서원과 선사재(仙査齋), 모당

(永慕堂) 등에서 30년간 행하 다. 이로써 대구지역 유학의 르네상스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통강에서 손처눌은 서사원과 함께 강장(講長)이 되어 문생들을 지도하 다. 1615년 서사원

이 타계하자 장소를 모당으로 옮겨 종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20년간 통강을 실시하 다. 손

처눌이 모당에서 행한 통강을 기록한『 모당 통강제자록(永慕堂 通講諸子錄)』에는 202

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문과에 급제한 이가 16명, 사마시에 합격한 이가 16명, 무과

에 2명으로 모두 34명이다. 또 서원에 배향된 이가 15명, 사당에 배향된 이가 3명으로 모두

18명이다.

82세(인조12, 1634) 6월초하루에자신의죽음을예감하고선대의묘소에성묘를하고제생

(諸生)들과 강학을 하고“이런 좋은 일을 이제 다시 하기 어렵겠다. 원컨대 제군은 각자 부지런

히힘써라.”라고하 다. 그리고자만(自輓) 1수를쓰고15일에아침에일찍일어나의관을바르

게하고자리곁에붙인잠계(箴戒)의 을읽고방을쓸게한뒤, 다시자리와이불을바르게하

고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구 수성 황천동(황금동) 선 하(先塋下)에 안장하 다. 1694

년(숙종20)에청호서원(靑湖書院)에봉안되었다. 『모당집』과『모당일기』가있다.

3. 괴헌곽재겸(1547~1615)
곽재겸(郭再謙)은 1547년(명종 2)에 달성군 현풍의 솔례리(率禮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

(字)는 익보(益甫)이고 호(號)는 괴헌(槐軒)으로 본관은 현풍이다. 부친은 곽초(郭超)이고 모

친은 전주 이씨이다. 곽재우는 그의 종제이다. 그는 괘편당 이 (李榮)의 손서(孫壻)로 봉사손

(奉祀孫)으로현풍에서대구의도동이 의옛집으로이거하 다.

대구지역의제2세대유학자

모당손처눌을봉안한청호서원(靑湖書院: 수성구황금동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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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명종 21, 1566)에계동전경창께나아가뵈었는데계동께서『근사록(近思錄)』한부를

주며 말하기를“이 책은 진실로 그대가 공부할 책이다.”라고 하 다. 30세(선조 9, 1576)에 회

연서당(檜淵書堂)으로가서한강선생을찾아뵙고『중용(中庸)』, 『대학(大學)』을강론하 는데

한강 선생이 감탄하며“나의 이로운 벗[益友]이다.”라고 말하 다. 한강 선생은 그를 죽마고우

(竹馬故友)로 대하 지마는 곽재겸은 제자의 예를 행하 다. 34세에 송담 채응린을 모시고 류

요신과함께도산서원으로가서퇴계선생사당에참배하 다.

46세(선조25, 1592)에임진왜란이일어나자팔공산에서창의하 는데그는해안현5면(面)

도대장(都大將)을맡았다.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이동화사에도착하자찾아뵙고병사

(兵事)와장정의모집, 양식을모으는것에대하여말하 다. 그는금호강북쪽의요충지에여러

가지의방략(方略)을마련하 는데이로인하여적이감히가벼이침범하지못하 다. 곽재겸은

임진란의공적으로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穰衛副護軍)에제수되었다.

59세(선조38, 1605) 겨울에서사원, 손처눌, 류요신등과더불어통강의규정을마련하고강

학하 다. 이강학은연경서원과선사재등에서행하 다.

1613년(광해군 5)에 풍비(風痺)의 병을 얻어 2년 후 1615년 5월 29일에 타계하시니 향년

69세 다. 임종에 임하여 한강 선생께서 문병을 왔는데 그의 손을 잡고“우리의 도(道)가 외롭

다.”라고 하셨다. 대구의 북쪽 팔공산의 둔기동에 안장(安葬)하 다. 1784년(정조 8)에 채응린

과함께유호서원(柳湖書院)에봉안되었다. 문집으로『괴헌집』이있다.

4. 연정류요신(1550~1618)
류요신(柳堯臣)은 1550년(명종 5) 대구의 해안현 삼태동(三台洞: 지금의 도동)에서 태어났

다. 그의 자(字)는 성유(聖兪)이고 호는 연정(蓮亭)으로 본관은 문화이다. 조부 류보(柳 )는

참봉이고부친류연양(柳延陽)은침랑(寢郞)이다. 그의외조부는회재(晦齋) 이언적과 <태극무

극노론변(太極無極論辨)>을한망기당(忘機堂) 조한보(曺漢輔)이다.

28세(선조 10, 1577)에 곽재겸이 현풍 솔례에서 해안의 하향리(지금의 도동) 처조부(妻祖

父) 이 (李榮)의 옛집으로 이거하 는데, 류요신은 그의 아들 시번(時藩: 1569~1640)을 보

내 가르침을 받게 하 다. 류시번은 후에 황청동 모당(永慕堂)으로 가서 손처눌에게 수업을

받았다.

31세(선조 13, 1580)에 송담 채응린을 모시고 괴헌 곽재겸과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고 도

산으로 가서 퇴계 선생의 사당에 참배하고 돌아왔다. 37세에 동면(同面)의 신기동으로 이거

하여 못을 파서 연(蓮)을 심고 정자를 지어 애련정(愛蓮亭)이라 하 으니 북송(北宋) 주렴

계(周濂溪)의 애련설(愛蓮說)에서 취한 것이다. 그의 자호 연정(蓮亭) 또한 여기에서 유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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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선조 25,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공산에서 창의하 는데 그는 해안현의 북

촌 의병장을 맡아 왜적과 싸웠다. 그는 임진란 때 왜적을 막은 공적으로 통정대부에 제수(除

授)되었다.

50세(선조 32, 1599)에는 향리의 사우들과 함께 임진란으로 소실된 향교를 달성(지금의 달

성공원)으로이건(移建)하 다. 56세겨울에서사원, 곽재겸, 손처눌등과논의하여월강(月講)

의규정을정하 다. 그리고연경서원과선사재, 대구향교, 달성에서지역의인사들과통강을실

시하 다. 이통강에류요신은그의아들시번(時藩)과손자종언(宗彦), 종경(宗慶)과함께3대

가참여하 다. 

류요신은 퇴계학을 추구하 는데 이것은 그가 67세 9월에 아들에게 주려는 유서(遺書)를 가

지고손처눌에게문의한것에서알수있다. 이때류요신은퇴계선생이<권경수에게답한편지>

로써그증거로삼으려고하 다. 

1618년(광해군 10) 12월 18일에 타계하니 향연 69세 다. 칠곡 인동 유학산에 안장하 다.

팔공산산하오암사(梧巖祠)에제향되었다.

5. 낙애정광천(1553~1594)
정광천(鄭光天)은 1553년(명종 8) 대구의 하빈현 동곡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자회(子

晦)이고호(號)는낙애(洛涯)로본관은동래이다. 부친은임하정사철이고모친은성주이씨이다.

그는부친께공부하여가학(家學)을계승하 으며계동전경창을사숙(私淑)하 다. 그는계동이

타계하 을때장문(長文)의만사(輓詞)를지어추모하 다. 그일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前略) 저 소자로 말하자면, 비록 기운을 탁하게 타고났으나, 오히려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매양자상하게배움을권면하셨습니다. 아! 나의정성이깊지못하여, 경전을가지

고배움을청하지못하 습니다. …나라에부름을받아가신후로, 항상그청덕(淸德)을사

모하 습니다. 고향으로내려오신다는말 을듣고는, 수레가오기를손꼽아기다렸습니다.

장차돌아오시면의지하여질문을하면서, 시골에거(居)하며장구(杖 )를받들려고하

더니, 홀연히부음(訃音)이여기에이르니, 저가놀라슬픔을감추지못하 습니다. 천리먼

곳에서오시는의형(儀形: 運柩)을생각하며, 북풍을향하여통곡을하 습니다. 끝나버렸습

니다. 나라를경 하시던큰뜻은, 장차구원(九原: 泉裏, 무덤) 속에묻혀버릴것입니다. …

위의 에의하면정광천은전경창을공경하며매우사모하 음을알수있다. 

정광천은 또 회연으로 한강 선생을 찾아뵙고 문인이 되었는데 그는 37세(선조 22, 1589)에

부친을모시고회연서당(檜淵書堂)을찾아다음과같은시를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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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茅屋兩三間 푸른시내가에초가집두세칸을지어셨네.

淹留更做淸沂會 맑은기수(沂水)의모임을오래도록거듭지으니

得得吟風弄月還 득의(得意)하고득의하여달밤에시를읊조리며돌아오네.

위의 시에 의하면 이때 정광천은 한강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매우 흡족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34세(선조 19, 1586)에 부친을 모시고 아금암(牙琴巖)으로 이거하 는데 아금암은 낙동강

가에 있는 바위이다. 그는 이곳에 집을 짓고 거쳐하며 부친을 모셨다. 이듬해 부친께서 선사에

서당을짓고강학하 는데그는이곳에서대구지역의우인들과더불어강학하 다.

40세(선조 25,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공산 부인사에서 대구지역의 의병이 결성되

었는데, 이때 그는 하빈현 남면(南面)의 의병장이 되었다. 그러나 왜적이 낙동강에 이르자 그는

부친을모시고피난을하 는데부친께서는이듬해피난지거창에서여병으로타계하 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군무(軍務)에 종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 으나 1594년(선조 27) 3월 25

일에 병으로 하빈에서 타계하 으니 42세 다. 대구 달성군 다사면 연화산 선 하(先塋下)에

안장하 다.

정광천은 문학적이 자질이 뛰어나 그의 문집에는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임진란 이

전의 작품이다.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인하여 서사원과 여매촌(呂梅村) 등이 연경서

원에서 강학하며 유(遊)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1799년(순조 23)에 금암서원(琴巖書院)에 배

향되었다. 『낙애집』과『낙애일기』가있다.

6. 태암이주(1556∼1604)

이주(李 )는 1556년(명종 11)에 대구의 수성 파잠(파동)에서 출생하 다. 11세에 부친의

명으로계동전경창의문하에나아가공부하 다. 15세에대구의북쪽무태리로이거하 다. 그

는금호강북쪽에환성정(喚惺亭)을건립하 다. 

33세(선조 22, 1588) 때 연경서원의 화암(畵巖)에서 노닐면서 퇴계 선생이 지은 시를 차운

(次韻)하 는데그시는다음과같다.

奇巖如畵自天成 기암이그린듯천연으로이루어졌으니

削立層空幾劫經 하늘향해깎아지른듯서서몇겁의세월지냈는가?

憶昔退陶夫子訓 옛적퇴계선생의가르침을생각하니

剩敎醉夢各醒醒 취하고꿈꾸는사람들일깨우기에충분하네.

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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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선조 23, 1589)에는 회연으로 한강 선생을 찾아뵙고 문인이 되었다. 이듬해에 서사원

과함께안동의청량산을유람하기로하 으나몸이아파함께가지못하 다.

37세(선조 25, 1592)에 임진란이 일어나자 팔공산으로 피난하 는데 5월 28일에 처음으로

창의(倡義)의논의를발하 다. 7월 6일에부인사에서대구지역의향회(鄕會)를열어의병대장

(義兵大將)과 각 지역의 향병장(鄕兵將), 유사(有司)를 선정하 는데 그는 이때 공사원(公事

員)을맡았다.

임진란이종결되자44세(선조 33, 1599)에대구향교를달성으로이건할때 <이건상량문(移

建上樑文)>을 지었다. 46세에는 손처눌, 서사원, 곽재겸, 류요신, 채몽연 등과 더불어 연경서원

을중건하 다. 그이듬해낙성식에서관찰사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서원의벽에중수

의사실을다음과같이기록하 다.

이서원은가정갑자년에창건되어강학한지거의30여년이되었는데불행히임진왜란

의 병화에 불 타버렸다. 읍(邑)의 노유(老儒) 이주공(李 公)이 제생(諸生)과 더불어 연

당의 옛터에 몇 칸의 집짓기를 도모하 는데, 지금 이미 낙성의 고유를 하 다. 장차 이로

인하여 옛날의 담장과 서원이 복구되어 사문(斯文이 일신(日新)되기를 기약하노라. 훗날

에 이 서원을 찾는 사람들이 흥폐(興廢)의 고사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삼가 쓴다.(書院

創于嘉靖甲子, 藏焉修焉, 殆三十年, 不幸爲壬辰兵火所焚. 邑之老儒李公 , 與諸生謨構數

椽于蓮堂之舊址, 今已告成. 將因此而復昔日之宮墻也, 院之復舊, 其斯文鼎新之期乎. 懼後之

尋斯院者, 不知廢興之故, 謹志之.)

1604년(선조 37) 2월 27일에 타계하니 향년 49세 다. 묘소는 대구 북쪽 연경동 청석골에

있다. 1806년(순조6)에서계서원(西溪書院)에배향되었다. 문집으로『태암집』이있다.

1960년대구생
계명대학교철학과졸업
남대학교대학원졸철학박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연구위원
대구교육박물관설립전문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역사교육과산학협력교수

대구지역의제2세대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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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보수주의자의독백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이 마무리 된 것

이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떠나 착

잡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총의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국가적 노력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물거품이 됐고 극심한 갈등과 대결구조라는 부산물

을남겼기때문이다. 

원칙과 약속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로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는 탄핵이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당당함은커녕 사실을 감추고 뒤로 숨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저런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맡겼

다니대경실색할지경’이라고한탄했다.

보수세력은 지난 몇 십년간 한국사회의 주류 다. 6·25전쟁을 이겨냈고 산업화를 이끌며

절대빈곤의 그늘에서 대한민국을 탈출시켰다는 자부심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부국강병만이 우

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통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념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왔던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보수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 려나고 있다. 오랫동안 보

수가한국사회의주류임을당연하게받아들 던보수세력은당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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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태가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와서 그 많던 정치적 자산을 송두리째 훔쳐간 것

이 당황스럽고 어디에서부터 이 위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그 단서를 찾지 못해 당황스러

운것이다.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는 사실을 사실로써 인정하고 바라

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수진 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위기탈출의출구는찾기어렵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위기는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탄핵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보수의 가치는 뿌리부터

썩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누명론이나 음모론 같은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감정적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생명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보수정치세력의 모습을 국민들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제 보수정치세력은 관성에 의해 움직일 뿐인 동력이 다한 자전거와 같다. 이대로 두면 스스

로쓰러질것이다.

정당은 같은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결사체다. 이념과 가치는 무엇이 정치의 대의명

분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나침반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까지 보수

정치는이익을위해뭉쳤는가아니면이념과가치를위해뭉쳤는가?

보수정치세력이 이념과 가치의 지향을 위해 결합했다면 오늘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의와 명분 없는 정치는 생명력이 없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보수정

치는근본적인자기성찰이부족하다.

보수정치 위기의 실체는 탄핵사태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권위와 형식에 길

들여져 오면서 쌓인 내면의 두려움과 패배의식이다. 위로부터의 권위에 길들여져 주체성이 상

실된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 그저 출세하고 싶어 망나니 칼춤 출 때 따라 추는 어리석은 몸짓

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다. 지난 대선기간 중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오락가락하며 한 편

의 블랙코미디를 보여준 13인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있다.

새로운 진보정권 아래에서 보수의 생존공간은 더 협소해 질 것이다. 또 보수가 혁명적으로

혁신되지 않는다면 진보의 집권은 길어질 것이다.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기부정에 가까운 혁신밖에 없다. 보수혁신은 국민의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들의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TK지역 정서에 기대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에 미련을 두는 아둔한 생각은 보수정치를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결기와 기백이 세상을

바꾼다.

어느보수주의자의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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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 소통의 행보는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정치가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각성하게 하

는 보수진 머리 위에 내리치는 벼락과도 같다. 정치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경쟁자다. 경쟁

자에게배우지못하는정치는미래가없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조급함과 경박함을 제어하고 비판할 줄 아는 건강한 보수세력의 존재 또

한 우리 시대의 요구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이 희는‘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이 희는 진보의 정치 환경이 보수에 비해 불리하고 한국사회

에서 진보세력이 생존하기 어려움을 강변하기 위해 이 말을 썼지만 이제는 보수가 불리한 정

치 환경과 좌우 균형론을 읍소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건강하고 강력한 보수가 제대로 견제하

지 못하면 진보정권은 내부적 모순을 노출하며 스스로 타락할 수 있다. 진보의 타락은 보수의

탄핵만큼이나 국민들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의로운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의 치열

한 토론과 경쟁이야말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수

준 높은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보수정치는 반드시 복원되

어야한다. 건강한보수의근본가치는법치와상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아이러니하

게도이말은박근혜의말이다.

지금 보수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어둠과 절망은 고통과 두려움이

지만 인간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절망적인 어둠을 통과할 때

인간의내면은겸손과강인함으로채워질수있다.

그러므로새벽의신선함을갈구하는자는어둠을두려워하거나회피하지않는다.

오히려 지금, 보수는 앉아서 두려움을 기다리기보다 어둠 속으로 두려움을 마중 나가야

할 때이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지점이 비로소 희망의 여명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하기 때

문이다.

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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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 식당에는 미루나무가 있다
그 아래 개울이 있고
미루나무 우듬지로도
한 줄기 푸른 강이 흘러
징검돌로 놓인 까치집과
오가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깍, 깍, 호객하는 까치가 있다
미루나무 식당에는
소주 백세주 동동주 산머루주에
요강 뚫는 복분자주
자주 몽롱해지는 안개주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 파전에
매미소리로 무친 도토리 묵채
개울물 소리로 다갈다갈 볶은
닭찜이 나온다
저녁이면 배고픈 별들 모여드는
미루나무 식당에는
언제든 따르릉 전화가 있고
불 켜진 간판의 그림닭이
낮에 죽은 닭들을 대신해 한 번씩 꼬끼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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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 식당

1985년부터무크지『일꾼의땅』과『민의』『실천문학』등에시를발표하며등단.
2001년『아동문학평론』에동화, 『아동문예』에동시당선. 동시집으로『참새의한자공부』, 『머릿속에

사는생쥐』, 『참좋은풍경』, 『날아오르는발자국』, 『바다를끌고온정어리』, 『하느님은힘이세다』, 『박
방희동시선집』, 우화동시집『가장좋은일은누가하나요?』등이있다.
푸른문학상, 새벗문학상당선, 방정환문학상,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을수상했다.

박 방 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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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땅의 접경 저 도저한 아무르 강

갈대 우는 수풀 속을 꿈틀대는 육필 원고

경계도 분노도 사라진 땅 돌아오라, 어서 오라

엇비슷한 낯빛끼리 놓친 손을 되잡고

가깝고도 먼 거리 애끓는 기억 속을

화알 활 타오르거라 불꽃이여, 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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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 연해주

2004년동아일보신춘문예시조부문당선
시집『고요한둘레』『더듬이를세우다』
제5회이 도시조문학상신인상수상
한국시조시인협회《시조미학》편집장
한결동인

김 미 정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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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청량산淸凉山을 찾았다. 이십여 년을 벼르고 벼른 끝에 비로소 밟아 보는 봉화 땅이

다. 청량사를 품에 안고서 병풍처럼 둘러쳐진 빼어난 산세며 골골을 감돌아 흐르는 무형의 기

운이 그쪽으로는 완전히 까막눈인 사람의 눈에도 범상치가 않아 보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말이 여기서만은 맞지 않는 소리 같다. 옹기종기 이마

맞대고앉아있는대가람의전각들을발아래굽어보며천천한걸음으로등반길에오른다.

깊이 팬 골짜기를 건너고 가파른 등성이를 넘으며 팍팍한 걸음을 타박거리길 약 한 시간 반

가량 지났을까. 8부 능선쯤에 이르자 군락을 이룬 소나무 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꽉 쥐어짜면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뚝뚝 들을 것처럼 빛깔이 청청하다. 온갖 공해에 찌들대로 찌들어 생기

를 잃어버린 대도시 변두리의 푸르죽죽한 소나무들과는 한눈에도 그 품격부터가 완연히 달라

보인다.

그것은, 그러나크나큰착각이었다. 가까이다가서는순간두눈을의심하지않을수없었다.

몸피가 어른 허리통 굵기만 하다 싶은 그루들은 온전한 걸 찾기가 힘들만큼 하나같이 밑둥치

에 커다란 상처 자국을 안고 서 있질 않은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구불구불 외틀어진 형상이

마치 뇌성마비 장애자 같다. 세월의 풍상에도 질긴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애처롭기

까지하다.

곽 흥 렬
수필가

2·28 문예광장 /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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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 탓이다. 그들은 사람한테는 물론이고 애꿎은

나무에게마저이렇게씻을수없는생채기를안겨놓았다. 그들이이땅에서쫓겨간지가올해

로 어언 반세기하고도 다시 이십여 년, 강산이 예닐곱 차례나 바뀔 만큼 기나긴 시간이 흘 건

만 아직도 그때의 상흔은 여기저기에 옹이처럼 박혀 그 참혹했던 민족의 비극을 말없이 증언

해준다. 살아있는역사교과서라고나할까.

절통한만행의현장에잠시할말을잃는다. 이높고험악한곳까지……. 만일불행히도그들

의 수중手中에서 한 세기 가량만 흘 더라면 이 강토, 이 산하의 숲이란 숲은 아예 회복이 불가

능할 정도로 깡그리 망가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그들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를 왜곡하는가 하면 독도를 자기네 토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뻔뻔스

러움의끝이도대체어디까지란말인가.

제2차세계대전이막바지로치달을무렵, 일제의발악은극에달했다. 총알을만든다며우물

가의 세숫대야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밥숟가락에 이르기까지 놋쇠란 놋쇠는 모조리 어갔는

가 하면, 전투기 연료로 사용한답시고 소나무란 소나무에는 닥치는 대로 씻을 수 없는 생채기

를 내어 놓았다. 송진을 정제하여 비행기 기름을 뽑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던 모양이다.

참으로애석하게도끝끝내알지못했어야좋았을기술을.

이 산중턱의 소나무들도 그들의 손아귀를 피해 가지는 못했던가 보다. 밑둥치마다 하나같이

V자형의 빗살무늬 선명한 톱날 자국이 낙인처럼 찍혀 있다. 그 볼썽사나운 모습에 부르르 치

가 떨리고 와락 분기가 솟구친다. 왜 송진은 품고 있어 그리 학대를 받아야 했던가. 거기서 기

름이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병아리 눈물만 한 양에 지나지 않았을 송진 기름으로 버티면

얼마를더버티겠다고. 덕분에입이없어말못하는그불쌍한것들이깊디깊은산중에서쓰라

린아픔에오죽괴로웠을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불현듯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절이 떠오른

다. 문도 모르고 느닷없이, 혹은 징용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 차마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모진 핍박과 학대와 멸시에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던 가엾은 조상들, 제대로 자라지 못해

비틀리고 외틀어진 소나무들은 바로 그 시절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닌가. 꽃다운 청

춘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저들의 흉포한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으니……. 그 원

통함, 그 분노, 그 한스러움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나무마다에 고스란히 새겨져 상기도 울먹

이고있는듯하다.

수많은 종류의 수목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소나무가 그처럼 수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만일 우연이었다면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매가 찰 노릇이

다. 아니, 아니다.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2·28 문예광장 /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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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이렇게 불리는 애국가의 가사에서처럼, 우리 한민족이 예부터 소나

무를 정신적 표상으로 삼아 오고 있음을 생각하면, 유독 소나무만을 골라서 괴롭힌 데에는 은

연중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저들의 내 한 흉계도 깔리어 있었음이 분명하리라. 이

철천지원수들! 용서할 수없는오랑캐들! 비분한 심사로허공에다 대고울분을 토하며불끈종

주먹을날린다.

그러다가 다시 찬찬히 살핀다. 용케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하늘 높이 죽죽 뻗은 젊고 푸르른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눈에 들어온다. 이 소나무들의 우람찬 기상을 보면서 한 점 구김살 없이

자라나는 우리의 이세들을 떠올린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

갈 대들보가 아닌가. 우리가 비록 문명개화에 한 발 늦었던 탓으로 한때는 일제의 가혹한 채찍

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설움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한류 열풍을 불러일

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신세대들로부터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

도결코뒤지지않을충분한자질과역량을읽는다. 이꿈나무들이있어우리는오늘의밝은희

망을말할수있으리라. 내일의부푼기대를가질수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자 조금 전까지 울울하던 기분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한 술에라도 취한 듯 마

음이흥그러워온다. 내딛는발걸음이한결가볍다.

경북고령출생
경북대국문과, 같은대학대학원졸업
1991년≪수필문학≫으로등단
교원문학상, 중봉조헌문학상, 성호문학상등수상
수필집『가슴으로주운언어들』, 『빼빼장구의자기위안』,

『빛깔연한꽃이향기가짙다』, 『우시장의오후』
한국문인협회, 대구문인협회, 대구수필가협회, 남수필문학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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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2·28워크숍개최

6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에서 회원 및 시민 약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워크숍이 학술행사로 개최되었다. 우리 사업회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국제정치

학회와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동아시아 해양 토 문제와

평화」라는 주제아래“한·일 관계와 독도”, “중·일 해양 토 분쟁과 지역패권”, “남중국해 분

쟁과 중·미 갈등”, “러·일의 북방 토 문제와 교과서 서술”이라는 알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내용을3시간여취급하 다.

각과제별로발표와열띤토론이이어져우리나라를비롯한주변국들의 토다툼과그역사적,

지정학적 배경 등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여 우리 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토와 주권이

가지는의미를새삼새기는기회가되었다.

[ 내용 ]

구 분 출연자 역 할 과 제 프로필

제1세션

제2세션

홍 종 흠

송 휘

이 기 완

김 태 완

박 병 구

최 용 호

이 정 태

변 학

최 덕 규

정 희 석

사회 전매일신문논설주간

남대교수

창원대교수

동의대교수

경북대교수

경북대명예교수

경북대교수

대구가톨릭대교수

동북아역사재단연구원

경북대교수

제1과제발표 독도문제와한일관계

토론

제2과제발표 중·일해양 토분쟁과지역패권

남중국해분쟁과미·중갈등

러·일 토문제와역사교과서서술

토론

사회

제3과제발표

토론

제4과제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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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전임의장) 및임원연석간담회개최

4월 21일 11:00 본회고문(전임의장) 및임원연석간담회가한식당비원에서개최되었다.

정일수 사무총장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노동일 공동의장이 국가기념일

지정추진현황과2·28기념중앙공원앞인도위에임시설치되어있는“평화의소녀상”을공원

안으로의이전을요구하고있는관련단체의상황에대하여보고하 다.

이에대하여대다수원로들은소녀상의설치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고공감하나2·28공원의

설립취지, 발생시대 등을 감안할 때 공원 내 소녀상의 설치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같이하 다.

노동일의장은앞으로도이런토론의장을자주갖도록노력할것이라약속하고참석자15명

모두는의미있는시간이었음을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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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민주혁명회2·28기념탑참배

4월 28일(금) 14:00 4·19민주혁명회(회장 문승주) 회원들이 2·28학생의거기념탑을 참배

하 다.

서울, 부산, 마산에서각출발한150여명의4·19민주혁명회회원들은문승주회장의헌화에

이어묵념과간단한상호인사를마친후대구문화예술회관달구벌홀로자리를옮겨“나라사랑

및2·28민주운동에서4·19혁명”이라는주제의노동일공동의장의특강을청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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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57주년기념

제8회고교생마라톤대회
4월 8일(토) 오전 10시두류공원야구장일대에서 2·28 민주정신을기리고계승하기위한‘2·28

민주운동57주년기념제8회고교생마라톤대회’가대구지역7개고등학교학생약1,200명이참여한

가운데성대히개최되었다.

노동일공동의장과주관자인대구일보의이후혁사장, 우동기대구시교육감, 정풍 대구시문화

체육관광국장및황후연대구지방보훈청장직무대리의격려가있는가운데참가학생들은화창한봄

날씨와더불어한껏밝은표정으로마라톤행사를즐겼다.

노동일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그

역사적의미가깊은만큼학생들역시이러한2·28 민주정신을이어받아민주주의를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는어려운것이아니다. 친구와사이좋게지내는것도민주주의를실천하는

것이다.”라고말했다.

우동기대구시교육감은“2·28학생마라톤대회에는당시주역으로참여한2·28 민주운동선배들도

함께참가하고있다며, 한걸음한걸음발걸음을옮길때마다선배들의숭고한정신을기리는계기가

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

또한 정풍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2·28

민주운동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이자 전 국민

민주주의운동을이끌어낸효시”라며“매년열리는

시민주간행사에 학생들도 참가해 자긍심을 높여

나가길바란다.”고당부했다.

이날 대회 남자부 우승은 경북대사대부고 2학년

유선우군이, 여자부는경북여고1학년이조은양이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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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작년에는 당시 주역들께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행진하 으나 올해는 주체 8개교 중

5개학교에서자원한45명의학생들이교복을착용하고현수막과외쳤던구호를적은피켓을들

고전단을뿌리면서행진하여가로의수많은관중들로부터박수갈채를받았다. 특히이번행진은

2·28국가기념일추진분위기확산과대구시민정신의고취를위한뜻깊은자리이기도했다.

5월27일(토), 작년에이어올해도컬러풀축제퍼레이드에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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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제4차이사회개최
지난5월30일오후2시본회기념회관세미나실에서금년제4차이사회가개최되었다.
대구시에서여건이성립된다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운 (현재대구시가대구시설공단에위탁

관리운 중)을 본 기념사업회가운 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도있다는전언을듣고이의방침
결정과, 또한장래적으로 2·28민주운동기념식을실내행사위주의행사로실시하자는내용의토론이
있었다.

2·28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