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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깊은 분노와 실망을 함께 느끼고 있다. 오늘의 사태는 부패한 권력과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권분립이 와해된 사회에서 제대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독주에는 끝이
없으며, 그 종착역은 부패와 독재이다. 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한국 사회의 온갖 고질적
병폐를 아우르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장래의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시대의 실천하는 지성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국회, 권력에 영합해 진실의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거대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쌓여온 이러한 폐단을 청산할 기회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고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 빚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민국 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 수사의 엄정함을 저버리는 것은 국정농단의 연장이다. 법의
집행자로서 검찰에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권력 아래 줄서서 국민과 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책임을
유기한 정부 각료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에
동조한 모든 이들, 권력에 줄을 대고 불평등 양산에 기여해온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자 처벌을 시작으로, 국민은 이들이 이름과 겉모습을 바꾸고 다시 권력 주위를 맴돌지
못하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생산자와 전달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범법자는 처벌받고 노력하는 자는 보상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정의가 확립된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것과 세상이 다르지 않음을,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부정한 권력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실천으로서의 학문을 지향하며, 깨어있고 관찰하며 묻고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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