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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교수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아쉬워한다. 매번 선배 교수를 보내 드

릴 때마다 停年이라는 제도의 야속함을 느끼곤 하지만 양교수님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든다. 心身이 共히 청년에 진배없는 분에게 강제 퇴임이

란 정말이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조교 시절부터 기산하여 36년, 이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교에 재직하시

면서 양선생님은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선례를 남겼고, 그 선례는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되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양선생님은 ‘일관되게 청년으로 사신’ 분이다. 다소 진부한 표현

이 되어버렸지만 본시 이 말은 양선생님과 같은 분을 일러야 참뜻이 살 것 

같다. 그 동안 우리는 청년의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시는 분은 더러 보았다. 

그러나 양선생님처럼 싱싱한 육체가 청년의 마음을 받쳐주는 그런 분은 보

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타고난 건강이려니 하고 여길 뿐, 청년시절

에 건강을 해쳐 한동안 학업조차 중단해야했던 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생님의 남다른 건강은 실인즉 俗氣없는 삶의 덕이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양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산 분도 드물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

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리하여 암울하던 시절, 민

주주의를 갈구하는 학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인의 귀감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스승과 선배에 대한 각별한 예의는 그 세대에 공통된 미덕이

라고 하더라도 세상과 권위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지키는 일은 누구

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카톨릭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는 당신의 고백이다. 독실한 카톨릭 신도가 어찌 양교수님 혼자 

뿐이랴 마는 양교수님이야말로 언제나 지식인과 신앙인으로 사명감을 느끼

면서 산 분이다.



타협을 모르는 원칙론이 모든 상황에서 설득력은 발휘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혼자서라도 외로운 길을 주저 없이 내딛을 수 있었던 그 용기만은 오

래 기억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원칙론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양승

규 교수님,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동정을 받는 세태를 개탄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원히 살아 남을 것이다. 아직은 상상하기 힘

든 양교수님이 빠진 교수회의,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않았던 자리의 공백을 

크게 느낄 것이다. 선생님과의 작별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후학에 대한 계

속적인 질책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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