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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

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합의를 마

쳤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작년 10월 대학 본부 측의 일방적인 시흥

캠퍼스 설치 통보에 반발하여 학생 총투표를 통해 행정관을 점거하고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여 온 바 있다. 서울대학교 측이 이제라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바 있

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

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

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

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측은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

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제21조가 보장

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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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가 이제라도 학생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등의 형사고소 관련 취하의사

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징계절차는 진행중인바,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

도 형사고소는 조속히 취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철회하여야 할 것

이다. 대학 본부 측이 학생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ㆍ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낼 뿐이다. 향후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

교 시흥캠퍼스 협의회'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소통하는 보다 민주적이

고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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