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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02)
4 19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었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정치세력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됨과
동시에 대부분 일소되고 이승만 단독정부는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
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정치권의 부정
과 부패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4 19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4 19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권과 5 16군사정변을 일으킨 군
* 국가보훈처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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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력은 4 19의 뜻을 각자 자신들이 계승했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
10월 4월혁명청사편찬회에서 발간한 第二共和國樹立記念刊 民主韓
國 四月革命靑史 서문에 민의원 의장 郭尙勳이 四月民主革命靑史
編纂委員會에서 第二共和國 誕生記念事業으로 靑史를 발간하게 된 것
은 실로 민족정기 앙양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알고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중략) 이 책자가 순국학도들의 민주주의 사수정신
과 奮鬪氣魄을 천추만대에 빛냄은 물론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이를 본받을 좋은 標識가 될 것을 충심으로 믿고 바라는 바
이다. 더욱 錦上添花격으로 빛나는 것은 第二共和國 최초로 구성된 참
의원 의원 및 민의원 제공의 사진과 사업 행정부의 전 각료의 사진을
수록한 것은 그 의의의 큼을 느끼며 거듭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1)라고
썼다. 4 19혁명의 뜻이 곧 제2공화국의 탄생이었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 5 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세력 또한 4 19혁명의 뜻을 받
아들여 5 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962년 3월 한국군사혁명
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혁명재판사 의 간행사에서 혁명재판소장
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위원장인 육군소장 최영규가 國土의 分斷, 思想
의 錯綜, 民心의 離散, 赤魔의 侵略, 利權의 爭奪, 密輸의 跳

등등 이

같은 불가피적인 악조건의 중첩 연쇄와 함께 이 나라의 사회악은 자라
나고야 말았던 것이다.(중략) 그래서 마침내 民主의 旗幟를 들고 일어
선 것이 1960년 4 19학생봉기이었던 것이나, 다시 그 瞬間 靑年學徒들
의 情熱과 義氣를 純粹한 그대로 成功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或은 國際
的 策略이 틈을 엿보고 或은 思想的 跋扈가 때를 노리고 또 그 위에 政
黨的 暗躍이 채를 잡아서 도리어 民族正氣를 말살 마비시키려 했던,
보다 더 큰 惡을 敢行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또 한번 革命的 淨化作用
을 일으켜 비약적으로 方向을 轉換시키기에 果敢했던 것이니, 그것이
1) 四月革命靑史編纂會, 第二共和國樹立記念刊 民主韓國 四月革命靑史 , 성공사,
196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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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961년 5 6革命이었던 것이다 2)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상에서 4.19를
조명하였다. 시대에 따라 4 19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지만 틀
림없는 사실은 남한단독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일어난 민주화항쟁이
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4 19를 둘러싼 연구는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졌
다. 그러나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여전히 현상적인 연구 수준에 멈
추어 있는 부분이 많다. 초기 연구에서는 대체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척되었다.
역사학에서 4 19 연구를 시작한 것은 최근이었다. 그동안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한국사회변혁운동선상의 하나로 4 19를 연구하
였다. 그러나 세계 냉전체제의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이 현실화한 현재
변혁운동의 선상보다는 4 19를 역사적인 사실의 하나로서 보다 더 실
증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 그동안 4.19에 대해 각 시
대에서 요구하는 시대적인 과제의 해결선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료의 발굴이 미흡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에서 펴낸 4 19와 남북관계 에
서 이 분야에 대한 자료발굴과 더욱 학문적이고 실증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중략) 아직도 현대사 연구의 기본 연대기라 할 수 있는 신
문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섭렵한 연구가 드물다. 대부분 단편적인 자료
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해방직후사 연구에 비해 침
체해 있다. 최근 1960년대 초까지의 미국 자료들이 공개되고, 우리나
라의 외무부도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여러 차원으
로 자료의 공개와 수집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구자들이 여기에 능동적
2) 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 편, 韓國 革命 裁判記錄史 叢書 1권(국학자료원,
2002,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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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해 더욱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의 실증성을 높여야 한
다 3)고 지적한 바와 같이 4 19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알려져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자료 등의 구축 작업과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간된 4 19관련
자료집의 현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4 19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시대
적인 변화과정부터 정리한 후 자료집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4 19 연구의 시대적인 변화과정
4 19에 대해서는 항쟁 직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변화과
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시기
구분은 국내와 국외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첫째 1960년대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주로 1960년에 연구된 성과만
있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이후에는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시
기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김성태의 4 19 학생 봉기의 동인에 관한 연
구 일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1. 이날 학생들이 취한 집단활동의 양
상을 대체적으로 성격지어 볼려는 것이요. 2. 그 다음에 2월 이후 4월
19일의 학생 일제 봉기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일어난 학생들의 집단
활동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구호, 호소문, 삐라 벽보의 내용을 분석
하여 그 속에 담겨진 불만과 요망을 찾어 볼려는 것이요. 셋째로 4월
19일 일제봉기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통하여 참가하게
된 심경을 물어보아 그들의 주된 불만과 참가계기를 찾어 볼려는 것이
다 4)라는 문제 제기 하에 항쟁에 참여한 57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3)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 19와 남북관계 , 민연, 2001, 44쪽.
4) 김성태, 4 19 학생봉기의 동인에 관한 한 연구 , 논문집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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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월 19일의 학생봉기는 표출적 활동군중으로서 시위를 목적하고 활동하였
고 시위활동을 저지당함으로서 공격적 활동까지 나타내게 된 것이다.
2. 이 학생봉기에 참가한 학생은 어느 특수계층의 출신자들뿐이 아니라 각 계
층에서 나온 학생일반으로서 사회주의에 다 같이 궐기한 것이다.
3. 이 학생봉기의 동인으로는 누적된 부패 부정정치 특권층 경찰 폭력배가 농
단한 사회세태에 격분하여 자기들 학생만이 이를 匡正할 사람이라 단정내
리고 국내외의 성원을 얻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4. 이 학생봉기의 근인으로는 고대생이 깡패에 의해 습격된데 대하여 격분한
것과 동료나 타교생을 도울려고 한데 있다.
5. 이 학생봉기에 교수의 선동이나 학원의 부패에 대한 격분은 그다지 직접적
인 동인으로 작용되지는 못한 것 같다.5)

곧 사회심리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학생스스로 부패집권층과 깡패
들의 고대생 습격에 격분하여 4 19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만 해도 4 19 발발 원인에 대해 현상적으로만 분석하고 있다.
부패집권층, 깡패들의 습격 등 나타난 현상만으로 4 19 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1970년대 연구를 들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학
생운동사의 하나로서 4 19를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상진, 한
국학생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 이론적 설명에의 시도- , 이해영,
한국학생운동의 사적 전개- 일제하에서부터 한일회담반대까지-

등

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여 학생운동사의
한 사례로서 4 19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공동체속 청년
의 위치를 역할의 권위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종이 기대되는
상황 6)으로 규정하고 학생집단에 대해 변동이 사회발전의 균형을 위
1960.12, 81쪽.
5) 위의 논문,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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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거나 깨뜨릴 때 특히 청년세대에게 접근이 용이한 갈등의 가능성
을 제공해줄 때 현실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학생집단이 문제의
소재를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파악 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대학생
은 1960년 이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줄곧 항의적 참여를 계
속하였다 7)고 보았다. 그러면서 4 19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후 국민
의 의사와 排離된 권력은 무용하다는 것, 국민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신념이 형성, 정치단위의 완전한 주권 획득을 요구, 민족통일

8)

등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한일회담반대운동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았다.9)
후자는 정치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4 19 학생운동이 발생한 배경
과 전개과정을 다루고 있다. 발생 배경으로는 국제정치적 조건과 국내
정치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국제정치적 조건은 이승만 정
권의 존립기반이 냉전체제, 즉 미국의 대한정책의 향방에 있었다는 것
은 곧 미국의 대한정책이 변경되면 자유당정권의 존립도 불가능해진다
는 것을 의미

10)

하는 것이며, 한국을 다시 일본에 결부시키려는 미

국의 정책이 이미 확정된 뒤이므로 완강한 반일노선을 취하는 이 정권
은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방해가 되는 반면에 당시 한국정치의 제2선
인 민주당은 이른바 지일파이니만큼 미국은 쉽게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공에 지원
을 해줬다

11)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정치적 조건으로는 냉전체제

6) 한상진, 한국학생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론적 설명에의 시도- ,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2, 7쪽.
7) 위의 논문, 21쪽.
8) 위의 논문, 77-78쪽.
9) 위의 논문, 79쪽.
10) 이해영, 한국학생운동의 사적 전개- 일제하에서부터 한일회담반대까지- , 성균
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72쪽.
11) 위의 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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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와 자유당정권의 반민주적 행적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어난 것
으로 파악하였다. 12) 4 19 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 신생활운동, 남북통
일운동 등 세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13)
1970년대의 연구에서 전자는 초기에, 후자는 후반에 연구된 것이다.
이 연구는 1960년대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학생들이 어떻게 혁명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항쟁 과
정에서 생긴 학생들의 신념이 이후 학생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다. 후자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4 19의 원인을 현체제
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적 조건과 국내
정치적 조건의 객관적인 배경을 분석하면서 그 배경 하에서 학생운동
이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시기는 서울의 봄, 5 18 광주민주화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는 1980년대 후반기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베네데토 크로체
(Benedettos Croce)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도 현대사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서술되는 사건이 비록 시대적으로
보아 아득한 옛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사실상 현재의 요구와 현
재의 상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14)는

주장처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차원에서 4 19혁명을 파악하려 하였다. 전철환은 4월 혁명의 사회경
제적 배경 에서 4 19는 (중략)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 조직
성과 자기운동방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 무능한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진보세력을 사회경제 및 정치적 운동의 기
수로 전환하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다시 말하면 4 19가 당시의
사회적 생산력을 증대하고 생산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식민지 반봉건성
12) 위의 논문, 79쪽.
13) 위의 논문, 83쪽.
14) Benedettos Croce, History as the Story of Liberty(translated in English, 1941),
p.19: 전철환, 4월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 , 4월혁명론 , 한길사, 1983,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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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진자본주의에의 종속적 매판성을 극복하는 사회경제적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는 실패함으로써 이 과제를 다음세대에게 남겨준 것

15)

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국 1980년대 시대적 과제가 식민지 반봉건성과
선진자본주의의 종속적 매판성의 극복이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냉전체제가 종식되는
1990년대 중반기까지이다. 이 기간은 198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
는 듯 한 시기였다. 그러나 결국 이 항쟁도 정치세력에게 이용되고 말
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4 19를 조명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왔
다. 예를 들어 김광식의 4 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정기영의 4월혁명의 주도세력
적, 경제사적 조명
시각에서

19) ,

18) ,

17) ,

박현채의 4 19와 5 16의 민족사

4 19 민주혁명과 이의 계승 - <민족민중론>의

김진균외 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

족민주운동으로서의 4 19시기 학생운동
격과 그 한계

22) ,

2 1) ,

24) ,

20) ,

김동춘의 민

4 19혁명의 역사적 성

이우재의 4월혁명과 농민운동

혁명의 정치사적 의미

16),

23),

고성국의 4월혁명의 이념

김일영의 4 19
25) ,

전기호의 4

15) 전철환, 4월혁명의 社會經濟的 배경 , 4월혁명론 , 한길사, 1983, 147쪽.
16) 김광식, 4 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 역사비평 , 역사비평사,
1988.
17) 정기영, 4월혁명의 주도세력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 한길사, 1990.
18) 박현채, 4 19와 5 16의 민족사적, 경제사적 조명 , 한국경제론 , 까치, 1987.
19) 박현채, 4 19 민주혁명과 이의 계승 - <민족민중론>의 시각에서 , 계간 사
상 , 봄, 1990.
20) 김진균외 한국사회변혁론과 4월혁명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 사월혁
명연구소, 1990.
21) 김동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 역사비평 , 역사비평사,
1988.
22) 김동춘, 4 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 , 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혁명 ,
태암, 1991.
23) 이우재, 4월혁명과 농민운동 , 한국농민운동사연구 , 한울, 1991.
24) 김일영, 4 19혁명의 정치사적 의미 ,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동아일보

4 19 관련 자료현황 447

월혁명과 노동운동

26) ,

이철국의 4 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27)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광식은 4 19시기 혁신세력은 지식인
중심이었으며 항쟁을 광범위한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제기되었던 민주화의 내용성 문제, 민중생
존권의 문제, 조국통일의 문제 등이 현재 과제로서 남아 있다고 지적
하였다.
정기영은 4월혁명은 신식민지적 지배논리가 관철된 분단구조의 모
순이 총체적으로 노정된 역사적인 계기 였다고 하면서 학생세력은
계급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기층민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표출하는 통
로이자 대변인이기도 하다. 학생세력의 이러한 성격은 4월혁명 이후 민
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28)고

평가했다.

박현채는 4 19가 역사에서 진보를 위한 확산의 과정이고 5 16이 역사
적 반동의 수렴과정이라 평가하고 현재 역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전진
을 위한 확산에서의 새로운 힘을 자기 모순속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하
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곧 4 19에 대한 반역사적인 대
응인 5 16은 오히려 민족, 민중적인 삶의 요구 앞에 무력하다는 것이
4 19의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4 19에서 5 16군사정변 직
전까지 혁신세력의 움직임, 사회경제학적인 분석, 4 19의 변혁론적인
의미, 구조적 분석을 통한 4 19의 이념, 그리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과의 관련성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들은 당대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4 19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사, 1991.
25) 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 한길사, 1990.
26) 전기호, 4월혁명과 노동운동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 한길사, 1990.
27) 이철국, 4 19 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 1950년대 한국사회와 4 19혁명 , 태
암, 1991.
28) 정기영, 앞의 논문,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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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부터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상에서 조금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
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4 19에 대해 대부분 정치학, 사
회학, 경제학 등의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하고 평가하였다. 초기 연구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4 19에 대해 현상적인 관점에서 평
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당대의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4 19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
로 삼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4 19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
보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것은 역사학자들의 참여로 가능해졌다. 엄
중한 사료의 토대위에 사건들을 연속성 있는 전 후관계 속에 배치하
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역사학의 접근방법이 필
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아직 역사학계에서는 시론적인 연구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이혜
영의 1960년 7 29총선거의 전개과정과 성격

29) ,

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노선과 갈등
중항쟁 시기의 남북협상론
통일노선과 통일정책

32) ,

31) ,

김지형의 4월 민중

30),

김보영의 4월 민

정창현의 4월 민중항쟁 전후 북한의

한모니까의 4월 민중항쟁 시기 북한의 남

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33)

등을 들 수 있다. 역사학에서 첫걸

음을 내딛고 있는 이 연구들도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기억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 이제는 이러한 옛 기억에서 벗어나 서론에서 지적한 바
29) 이혜영, 1960년 7 29총선거의 전개과정과 성격 , 4 19와 남북관계 , 민연, 2000.
30) 김지형, 4월 민중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노선과 갈등 , 4 19와 남북
관계 , 민연, 2000.
31) 김보영, 4월 민중항쟁 시기의 남북협상론 , 4 19와 남북관계 , 민연, 2000.
32) 정창현, 4월 민중항쟁 전후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 , 4 19와 남북관계 ,
민연, 2000.
33) 한모니까, 4월 민중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
4 19와 남북관계 , 민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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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4 19와 관련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연구
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 19 관련 자
료집의 구축이 절실하다.

3. 4 19 관련 발간 자료집 현황
1)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자료집
4 19 관련 자료로 신문, 잡지, 증언, 회고록 및 전기 등이 있다. 당시
발간된 신문은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국일보 , 서울신문 , 서울
일일신문 , 경향신문 , 민국일보 , 민족일보 , 영남일보 , 부산일
보 , 연합뉴스 등과 잡지로는 사상계 , 새벽 , 세계 , 신동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지, 학보 등과 증
언, 회고록, 전기류 등이 있다. 증언으로는34) 김성숙, 한국현대사, 중
도좌파의 비극적 종말 ( 신동아 8월호, 1988), 김세원, 4월혁명 이
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 역사비평 겨울호, 199 1), 김재명, 장건상
선생의 파란의 역정 ( 정경문화

11월호, 1985), 문한영,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 - 민자통을 중심으로 한 증언 , 한국사회변혁운동
과 4월혁명 2(한길사, 1990), 송남헌·정태영, 고초로 점철된 혁신
계 50년 ( 역사비평 봄호, 1995), 유한종,

혁신계변혁 통일운동의

맥 ( 역사비평 여름호, 1989) 등이 있다.
회고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35) 김낙중, 민족통일을 위한
설계 (고려서당, 1988), 김세원, 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수기- 비트
상 하(일과놀이, 1993), 김영수, 옥중기 - 붉은 담 안의 4년 7개월
34) 위의 책, 252쪽.
35) 위의 책, 252-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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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대사, 1993), 김철, 한국혁신정당운동의 회고와 전망 ( 민족지
성 2월호, 1987), 박기출, 내일을 찾는 마음 (신서각, 1968),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윤길중,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호암출판사, 199 1), 윤보선,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1967), 이동화, 한국혁신정당운동의 인맥과 활동평가

민족지성 2월

호, 1987), 이상두, 해방 40년 혁신계 정당의 부침 ( 신동아 9월호,
1985), 이종률 저, 민인사연구회 엮음, 민족혁명론 (들샘, 1989), 장
건상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장면, 한 알
의 밀알이 죽지 않고는 - 장면박사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67) 등
이 있다.
전기류는36) 김민회,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1993), 김학준, 이
동화평전 (한길사, 1987), 언론인 김삼규간행위원회,

김삼규 (동경,

1989), 원희복,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5),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암장 (지리산, 1992) 등이 있다. 시대
적인 상황 때문에 증언, 회고록, 전기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이후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는 위와
같으며 민간차원에서 발간된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4 19의 첫 시발점이 된 2 28 자료집을 들 수 있다. 이 자료집
은 2000년 2월 28일 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에서 펴낸 2 28
민주운동사 이다. 기념사업회에서는 2 8 40주년을 맞아 이 책을 3
권으로 출판하였다. 이중 2권이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는 전반부에
2 28 당시 출간된 국내외 신문잡지 기사 등이, 후반부는 5 16 군사정
변 이후 2 28 기념사업회가 공식 결성되기까지 출간된 자료들을 싣고
있다.
이 책 전반부의 기사 내용은 영남일보 , 매일신문 , 대구일보 ,

36) 위의 책,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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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한국일보 등에 실려 있는 것이
다. 시기는 1960년 2월 10일부터 1966년 3월 1일까지의 기사 내용이
다. 1961년 5 16 군사정변 이후 관련 기사는 주로 4 19와 2 28을 기
념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후반부에 실린 것은 기념탑 비문,
세계 에 실린 2 28 진상, 기적과 환상 , 사상계 , 정경문화 , 1968
년, 1970년 영남일보 , 1970년 대구경제신문 과 매일신문 , 1989
년 경북일보 등에 실린 글, 결의문 등과 각 고등학교 교지와 교사에
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경북고등학교의 慶脈 7호, 대구고
등학교의 達近 창간호, 경대 사대부속고등학교 群星 , 경북중고등
학교 70년사 ,

대고 30년사 ,

대륜 70년사 ,

대구농고 80년사 ,

경북대 사대부고 40년사 등에서 2 28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싣고
있다. 이 자료집은 고등학생들의 2 28 및 4 19 가담 내용들이 주로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4 19 의거 상이자회 경남지부에서 1992년에 발간한 3 15의
거 이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 3장, 4장, 6장 등
이 자료편이다. 1장은 3 15 전후사에 대한 내용이며, 5장은 3 15 관련
논문을 묶어 놓은 것이다.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는 김옥도, 김정
세, 김정희, 문채영, 박정명, 송정명, 이단희, 이명선, 이양수, 이장열,
이희규, 정경도, 진병렬, 권찬주, 김광렬, 김미령, 김형만, 노원자, 마산
공고교지편집동인, AP통신, 여진, 정효종, 태륜기, 한경득, 한성익, 허
종 등의 체험과 수기편이다.
3장은 국내·외 언론에 실린 사설편이다. 국내편으로는 조선일보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부산일보 , 한국일보 , 사상계 , 민족일
보 , 대학신문 등에 실린 사설들이고, 국외편 사설로는 워싱턴포스
트 , 뉴리퍼블릭 , AP통신 , 런던타임즈 , 타임즈 , 뉴스위크 ,
르몽드 , 크리스챤사이언스 , 뉴욕타임즈 , UPI통신 , 이코노미
스트 ,

워싱턴데일리뉴스 ,

시카고데일리뉴스 ,

세인트루이스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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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다스비치 등에 실린 것이다.
4장에는 3 15 관련 시들이 실려 있으며, 6장에는 마산발포사건 관련
자 판결문,37) 3 15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안38), 3 15의거 희생자 약전,
3 15의거 당시 부상자명단, 비문, 투쟁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세째, 일월서각 편집부에서 엮은 4 19 혁명론(자료편) II(일월서각,
1983)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미 4 19혁명론 I권을 낸 바 있다. 그 때 우리는 I권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희미해져가는 4 19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4 19 혁명 자체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 19
혁명이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 측면에서나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위대하고
도 길이 빛날 한 전환점을 이루었다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 19의 정신은 4 19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5 16을 일으
켰다고 운위하던 박정권에 의해서 축소되고 마멸되어 이제는 그 형체를 찾아
볼 길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3년간을 마치 벌초하지 않은 묘지처럼 황폐화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날의 모습을 생생히 되살려 앞으로 4 19혁명을 연구하
고 그 정신을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했으나 그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다. (중략)
여기에 한권의 책으로 묶은 4 19혁명론 II , 자료집 은 자료집으로서 어
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회의가 든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4 19혁명의 가
치를 극소화하려고 획책하던 박정권에 의해서 구성된 5 16군사혁명재판소의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중요 사건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노라면 그 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얼마나 사실대로를 진술했을까도 문제이고 5 16
군사혁명재판소라는 것이 정치적인 와중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니 만큼 과연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을는지도 의심스럽다. 훨씬 더 많
37)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편, 한국 혁명 재판 기록사 총서 4권에 마산발포사
건 판결문이 실려 있다.
38) 1960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37회 국회(參議院) 제 50차 회의에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안 제1회 讀會가 있었는데 白樂濬의 사회로 安浩相, 康慶玉, 沈
鍾錫의원 등이 질의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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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궁무진한 이면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나마의 자료로라도 그 때를 추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부분
적이나마 천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39)

이처럼 발간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자료집은 군사혁명재판소
의 제1심 판결문 중에서 중요 사건을 선별 발췌해서 싣고 있는데, 후
술할 예정인 한국 혁명 재판 기록사 총서 3권에서 9권까지의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제 I부는 법규편으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 처리법, 인신구속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을 다루고
있다. 제Ⅱ부에서는 부정선거 관계사건으로 내무부사건, 국무위원사
건, 자유당기획위원사건, 선거자금조달사건(교통부, 제일은행), 제 Ⅲ
부에서는 발포 및 깡패사건으로 고려대학생 데모대 습격사건, 경무대
앞 및 서울시 일원 발포사건, 마산발포사건, 화랑동지회사건, 명동깡패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제 Ⅳ부에서는 권력형 부정축재 및 군사독직사
건으로 부정축재로는 참의원, 치안국장, 대통령비서, 서울특별시장, 전
매청장, 사세청장, 수석부장판사, 해군참모총장, 제3군단장, 국방연구
원장 등이 있고 군사독직사건 관계로는 제6군단장, 육군공병감, 제2훈
련소장, 제6군 군단, 고등군법회의 행정과장, 독직사건으로 민의원 의
원, 주일대사, 재무부장관, 관재국, 국방부 정무차관, 특별검찰부 검찰
관, 부정축재 조사단 등이고 제 V부는 학생운동, 혁신계 관계사건으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사건, 경남 반민주 악법 반대 학생공동투쟁위
원회사건, 한국교원노동조합사건,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사건, 민족
자주통일방안 심의위원회사건, 민족일보사건, 혁신당사건, 중앙사회당
사건, 중앙사회대중당사건, 중앙통일사회당사건, 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등이다.
넷째로 들 수 있는 것이 1984년 학민사에서 발간한 사월혁명 자료
39) 일월서각 편집부 엮음, 엮은이의 말 , 4 19 혁명론(자료편) II, 일월서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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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 19의 민중사 이다. 이 자료집의 서문에서 엮은이는 우리는 오
늘 4월 혁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나의 일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만 취급하여 살과 피와 심줄을 발라내고 뼈대만을
맞추는 일만을 능사로 아는 창백한 아카데미즘으로는 살아 있는 4월
혁명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 그것을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로
규정하여, 그로부터 역사적 교훈만을 얻어내려 할 때 4월혁명은 이미
민족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깨뜨려 녹
여버리는 민족의 뜨거운 심장일 수가 없다. 4월혁명은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질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다. 우리는 4월혁명과 손을 맞잡고
그 뜨거움을 우리의 체온으로 느껴야 한다. 얼굴을 맞대고 그 거친 숨
결을 함께 호흡해야 하며, 가슴을 부여안고 그 힘찬 심장의 맥동이 바
로 나의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4월혁명과 어깨
를 나란히 광화문 네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며, 그들의 피묻은 손의 하
소연이 아니라 불의를 쳐부수는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좁은 묘역에 유폐된 4월혁명의 영혼이 수유리
를 뛰쳐나와 반도의 일년 열 두 달을 늘 새로이 시작하는 눈부신 진달
래의 4월로 만들 것이다

40)라며

4 19가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민사 편집실에서 자료집을 간행하였다. 이 자료집
에 수록된 내용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 사월혁명의 발자취에
서는 4월혁명일지와 혁명과정에 외친 구호 및 플래카드가 수록되어
있다. 4월혁명일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1958년 8월
7일부터 제2공화국이 출범한 1960년 8월까지의 일지이다. Ⅱ부 격전
의 장 : 4월혁명의 기록문에서는 이승만정권하에서, 민주당 유세날인
1960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4 19 등으로 구분하여 교정에서,
거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성명서, 결의문, 벽보를 비롯한 이승만정권의
담화문, 포고문, 서한 등을 수록하고 있다. Ⅲ부 투쟁의 길 : 중고등학
40) 학민사 편집실,

사월혁명 자료집 4 19의 민중사 , 학민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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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에서는 대구 2 28 데모사건을 비롯하여 마산 의거, 오산고등
학교의 데모, 4월 19일 항쟁 등의 기록을 다루고 있다. Ⅳ부 투쟁에의
길 : 대학생 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학생들의 거사로부터 4월 19일
경무대 입구 시위, 4월 25일 교수단 데모,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방
송을 하기까지 9일간의 항쟁 기록을 담고 있다. V부 내 한몸 조국에
바치고에서는 4월항쟁 부상자의 병상일기와 유가족의 기록 등을 싣고
있으며, Ⅵ부 세계속의 사월혁명에서는 3 15전 한국정세, 3 15 부정
선거와 마산사건, 4 19 사태의 폭발, 혁명 한국의 미래, 4월혁명에 대
한 각국의 반응 등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Ⅶ부 민주제단의 피
거름에서는 204명의 4월혁명 희생자 약전과 4월혁명 기념탑 비문을
싣고 있다.
다섯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 혁명 재판 기록사 총서 16권(국학자료원 영인, 2002년)을 들
수 있다. 간행사에서 국토의 분단, 사상의 착종, 민심의 이산, 赤魔의
침략, 이권의 쟁탈, 밀수의 跳粱 등 이같은 불가피적인 악조건의 중첩
연쇄와 함께 이 나라의 사회악은 자라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민족 본유의 성상도 아닌 것이며 또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도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요 부분적이요 표면적이요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한 부정불의가 대한민국의 근본
체 내지 한국민족의 근본생명을 손상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타 일면에 있어서 그러한 부정불의가 민족행진사상에 일대손실을 招
致한 것만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므로 민족양심과 사회정의는 필경 그
것을 오래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민주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것이 1940년 4 19 학생봉기이었던 것이나 다시 그 순간
청년학도들의 정열과 의기를 순수한 그대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거기
에 혹은 국제적 침략이 틈을 엿보고 혹은 사상적 발호가 때를 노리고
또 그 위에 정당적 암약이 채를 잡아서 도리어 민족정기를 말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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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 했던, 보다 더 큰 악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또 한번 혁
명적 정화작용을 일으켜 비약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기에 과감했던
것이니, 그것이 바로 1961년 5 16군사혁명이었던 것이다. (중략) 역사
의 폐허 위에 오직 우리 본유의 민족정기를 도로 찾아 세우고 또 오직
자주 민주의 새로운 조국재건에 국민일치의 대협화 총력량을 결집하
여 반공전선의 최후승리를 획득함으로써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빛
내게 하자는 것이 본서를 편찬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1권에는 5 16 군사혁명의 유래, 자유당의 부정과 부패, 4 19혁명,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 10 8 판결 등이 실려 있다. 2권에는 특별재판
과 5 16 군사혁명 곧 군사혁명의 태동, 5 16 군사혁명의 발발, 혁명정
부의 수립, 혁명과업의 수행, 혁명 제2년의 전망 등이 수록되어 있고
3권부터 9권까지에는 혁명재판이 실려 있다. 혁명재판으로는 부정선
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 선거에 관련된 살인상해 방화 손괴 등 사
건, 특수 반국가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특수밀수사건, 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사건, 부정축재처리법위반사건, 단체적 폭력행위사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9권 일부에 부록으로 법령이 실려 있다. 10권에
판결자, 영구미제피고인, 보석신청허가자, 이송사건처리결과 등의 일
람, 혁명검찰부통계, 혁명재판소통계, 혁명재판일지, 정치활동정화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11권부터 14권까지는 5 16 군사혁명에 대한 전
반적인 설명, 업적, 문헌, 국내외일지, 국내외주요통계 등이 담겨 있다.
15권에는 민주 한국청사가 실려 있으며, 16권에 민주한국 4월혁명청
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5 16혁명의 배경으로서 4 19를 설명하고 있다. 혁명재
판은 1961년 5월 16일부터 시작되어 1962년 5월 16일에 마감되었다.
이 자료집에는 5 16 군사정변 이전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
되어 있다. 물론 군사정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사실들도 있지
만 그 사실들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자료집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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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사단법인 4월회에서 2000년에 발간한
4 19혁명 자료 목록집 이다. 이 책에는 4 19와 관련된 모든 글의 목
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선언문, 성명서, 결의문, 호소문, 격문,
구호, 메시지, 전단, 건의안, 담화문, 추도사, 비문 등이 실려 있다.

2)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집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2005년 발간한
4 19혁명 자료집 이 있다. 이 자료집은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발간
하는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집은 CD로 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의 4 19혁명 자료집 발간 목적의 첫째 이유는 4.19 혁
명 공로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에서 이들을 포상하기 시작
한 것은 1962년부터이다. 보건사회부에서 1962년 희생자 186명, 1963
년 문교부에서 부상자 180명, 지도자 171명 모두 351명을 포상했으
며, 1970년 부상자 60명, 1971년 7명을 포상했다.
2001년 7월부터 4.19 건국포상자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4 19관련 단체나 개인이 추가 포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에 대한 포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
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문헌자료
만을 주된 거증자료로 채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서 4 19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자료수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민간 연구기
관에 용역을 의뢰, 4 19혁명 관련 사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자료 수
집의 목적은 4 19 혁명 유공 포상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 4 19 혁명
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정신을 선양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4 19 혁명사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주로 4 19 혁명 유공 포상에 필요
한 인물정보가 수록된 사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대상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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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 19혁명 관련 피검과 구류 등 행형사실이 기재된 사료, 각종 일간
신문과 대학신문 및 잡지, 중 고 대학교지와 시지, 군지 등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간행된 자료, 회고록, 수기, 인터뷰, 사진, 일기류 등 4 19
혁명관련자 개인 기록물, 미국 등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외교문서 및 외신 보도 자료 등이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는 단행본, 주요잡지 곧 신동아 ,

월간조

선 , 새벽 , 기독교사상 , 사상계 등에 수록된 4 19 관련의 글, 도
시 군지 자료, 대학 및 고등학교 출판 자료,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등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4 19혁명 자료집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 4 19 혁명 관련 신문기사
(가) 동아일보

1960년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관련 기사들이다. 동아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고등학생 시위, 마산사건의 진상, 대학생
들의 시위 참여, 시민들의 시위 참여 등 정치적인 흐름보다는 시위
대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1960년 3월 1일부
터 3월 15일 마산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구학생들의 시위를 비
롯한 각지 고등학생들의 시위 움직임, 부상자 및 희생자 명단이 주요
기사 내용이며, 3월 15일부터 3월 3 1일까지는 마산발포사건의 진상과
시위대의 움직임을 많이 다루고 있다. 4월 1일부터 마산사건과 부정선
거 사건에 대한 시위대의 움직임을 많이 싣고 있다.
(나) 경향신문

1960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수록된 기사이다. 주요 기사로
는 이기붕 관련 기사, 이승만 박사 경무대 작별, 불법 부패 일소 결의,
최인규 관련 기사,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의 이야기, 이박사 하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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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한 이룩, 혼란틈타 날뛰는 간첩들, 4 19정신 지켜라, 홍진기와
도 상의 등이다.
(다) 조선일보

1960년 2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록된 기사이다. 민주당 관련
기사, 데모 관련기사, 광산사건, 3 15선거, 투표상황, 투표 이후의 상
황, 장면박사와 언커크와의 회담, 김주열 관련 기사 등 많은 관련 기사
가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와 흐름은 유사하나 주로 정치적인 움직
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위대의 움직임보다는 민주당과 자
유당의 선거전,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들의 반응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2) 신문 교지 등 대학 및 고등학교 출판자료
여기서는 서울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고등학교 관련 자료
목록 등으로 구분해서 수록하였다.
서울 경기권으로는 경대학보(경기대, 1960. 5.15, 12호), 고대신보
(고려대, 1960. 5. 3,

5.14, 5.2 1,

1961. 4.15, 4.22, 1962. 4.18,

1963. 4.20), 단대학보(단국대, 1960. 5. 1, 6.11, 1961. 4.2 1), 대학신
문(서울대, 1960. 5. 2, 5. 9, 5.23, 1961. 4.10, 4.17, 4.20, 5.25, 1962.
4.16, 4.23), 동대시보(동국대, 1960. 4.30, 5. 7, 5.14, 5.2 1, 6. 4, 7. 2,
1961. 4.17, 4.24), 연세춘추(연세대, 1960. 4.27, 5. 2, 5. 9, 5.23, 7.
11, 1961. 4.10, 1962. 4. 2), 이대학보(이화여대, 1960. 5. 9, 1961.
4.17), 주간성대(성균관대 1960. 5. 4, 5.11, 5.18, 5.25, 1961. 4.18,
4.25, 1962. 4.17, 4.24), 중대학보(중앙대, 1960. 5.11, 5.2 1, 1961.
4.20), 한양대학보(한양대, 1960. 5. 1, 6. 1, 1961. 4.20, 1962. 4.2 1),
홍대주보(홍익대, 1960. 5.19, 1961. 3.3 1, 1966. 4.15), 인하학보(인하
대, 1960. 5. 5) 등에 수록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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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에서는 동아대학보(동아대, 1960. 5. 1, 5.15, 6.15, 1961.
4.15, 5.15, 1963. 5. 1), 청구춘추(영남대, 1960. 4.20, 5.51, 6.15,
1961. 4.20), 부산대학교학보(부산대, 1960. 6.16), 호남권에서는 전남
대학(전남대, 1960. 5.20, 5. 5, 5.15, 6. 5, 1963. 4. 8), 전북대학보(전
북대, 1960. 5.13, 8.15, 1962. 4.25, 1963. 4.19), 충청권에서는 청주대
학교사( 청석70년사- 청주대학교사 ,

1994), 충남대학보(충남대1960.

5.31, 1961. 4.20, 1962. 4.16), 충북대학(충북대, 1963. 4.25) 등에 수록
된 내용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관련 자료로는 동래고등학교
80년사 (1978)에 나타난 4.19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3) 4월혁명 일지
1983년에 출간된

4 19의 민중사 의 4월혁명일지에는 시기가

1958년 8월 7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1960년
4월 27일 이승만이 하야한 시점까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사건내용
만 기술되어 있는 데 반해 국가보훈처 발행 4 19혁명 자료집 은
1959년 6월 29일 제4대 정, 부통령 후보로 이승만, 이기붕을 선출한
시점부터 정리하였다. 마지막 시점은 1961년 8월 14일 5 16 군사정변
후 군부세력들이 혁명검찰부장 박창암, 3 15 부정선거 당시 치안국장
이강학의 죄상에 대해 발표한 시기까지이다. 이 기사의 발표내용에는
4 19관련자들을 탄압했던 사실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4월혁명 일지
는 국가보훈처의 4 19 포상과 관련하여 일시, 사건명, 사건내용, 관련
자, 광역지역, 지역, 부문, 출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4) 인명색인
4 19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1,587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름, 주
소, 소속, 나이, 사건개요, 출처, 게재일자, 기사명, 참고 등으로 구분하
여 한 개인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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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표이름
한글이름
주
소
나
이
사건개요
출
처
게재일자
기사명
참
고

4. 결

감광훈
감광풍
동성동 1가 5
21
3 15 부상자명단
홍중조, 3 15 의거 , 4.19의거 부상자회 경남지부,
1992.
1960. 4. 15
3 15 의거
없음

론

이 장에서는 4 19관련 자료집의 발간에 대한 향후 과제를 살핌으로
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4 19 관련 자료집으로는 첫째, 증언집의
발간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회고록, 전기, 증언 자료 등이 출판되거나
잡지나 신문 등에 실려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료
는 대부분 흩어져 있어 이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두 발굴하여 증언집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직접 4 19에 참여했거나, 4 19를 전후로 활동했던 핵심적인 인
사들의 증언 채록 작업과 동시에 증언집이 발간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 등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외교문서 및 외
신 보도 자료집이다. 미국 등을 비롯한 열강들이 한국의 사회를 바라
보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고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한 하나의
토대가 된 것이 이러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4 19에 참여한 학교 기록 등의 자료집이 간행되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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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국가보훈처 4 19혁명 자료집에 학교 자료 등을 수록하기는 했으나
빠진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집이 필요하다.
넷째, 4 19를 전후한 시기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 자료집이 필요하
다. 국가보훈처에서 신문 자료를 수록하기는 했으나 시기가 1960년 2
월 29일부터 1960년 4월 28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4 19의 발발배
경 혹은 4 19 이후 혁신세력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4 19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1950년대부터 1961년 군사정변
발발 전까지의 신문, 잡지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집의 간
행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한국근현대사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해석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인 것
은 사료 수집이다. 제대로 된 사료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사료 해석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4 19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국근현대사 사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국가기관에서 4 19 관련 사
료의 수집과 발굴 그리고 자료집의 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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