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억압이다 
 

그간 서울시립대 학생서비스센터는 학내에 게시물을 부착하

는 학생들에게 ‘허가 도장’을 받으라고 해왔는데, 최근 이보

다 요건을 더 강화했다.  

원래는 부착물의 핵심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됐는데, 이

제 부착 부수와 장소까지 밝히라고 한다.  

가령, 11월 초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시립대 등록금 인상 주장을 규탄하고, 등

록금 인상 여지를 계속 남겨 온 학교 당국도 비판하는 내용

의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했다.(‘서울시의회 반값등록금 폐지 

시도(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youth.workerssolidarity.org/a/10627) 그런데 며칠 뒤 학생서

비스센터는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에 전

화해 ‘대자보를 몇 장, 어디 어디 붙였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학교 당국은 “효율적인 게시물 관리를 위해”(서울시립대신문 

12월 6일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학교 당국의 ‘관리’에는 편리한 조처일지 몰라도, 학

생들 사이의 민주적 토론과 의사 표현을 독려하는 조처일까? 

본디 민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한 게 아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애초에 학교 측의 부착 승인 도장을 받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여러 대학

들에서 이런 조처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

시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도입돼 왔다.  

“관리”는 학생들이 알아서 오래된 것을 철거하고 새 것을 부

착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게시판이 애초에 너무 적거나 구

석에만 있는 게 문제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건물을 리모

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게시판을 없애거나 안 만든다.  

심지어 학생서비스센터 안에 부착돼 있는 안내문에는 (홍보 

포스터가 아닌) ‘대자보’에 한해 따로 내용 확인을 한 뒤 도

장을 찍어 주겠다고 쓰여 있다. 내용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

이다. 

실제로 이미 학교 측은 여러 차례 내용을 이유로 게시물 부

착을 허가하지 않았다. 가령, 지난해 6월 문재인의 박근혜 

석방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려 할 때, 학생서비

스센터는 지방선거 기간이라며 허가해 주지 않았다.  

최근의 다른 사례도 있다. 11월 28일, 중앙도서관 관리자는 

노동자연대 서울시립대모임 측에 전화해 “왜 게시물 도장을 

받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정치적 게시물이라서 껄끄럽다

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윤석열 퇴진 운동 지지자

는 민주당 2중대 아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관리자가 좌파

적인 게시물에 대한 불편함을 실토한 것이다. 기업들의 온갖 

이벤트와 공모전 홍보물은 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윤석

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안 된다는 것

인가? 윤석열이 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권위주의적 조처

들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학내에 부착되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학교측은 ‘정치적’이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 정

치적인 토론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정치 행위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한 번 검열을 거치게 되는 

이런 행태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나 서울시를 비판하는 주장

을 자유롭게 펼 수나 있겠는가?  

더욱 유감스럽게도, 최근 학보사 서울시립대신문은 ‘교내 불

법 게시물, 관리상 어려움 이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

했다.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의 게시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온통 학

생지원팀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였다. 

해당 기자는 심지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기사를 쓸 예정

이라고 서울시립대모임 측에 인터뷰를 요청해 놓고는 그 의

견을 전체 기사에 단 한 줄만 쓰곤, 사실상 제목부터 내용까

지 ‘교내 불법 게시물’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즉각 반론 보도

를 요청했지만 학보사는 거절했다. 서울시립대신문이 ‘사회

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비민주적 학교 당국을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해

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한다!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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