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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외교적해법

새정치질서를위한대안
“국민들의정치의식구조바꿔야정치가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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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1년 전의 일이 되었다. 1919년 3월 1

일, 온겨레가떨쳐일어나서“대한독립만세”

를외쳐부르던그날이. 침략자일제의손아귀에

억눌려서지내던우리선인들이, 드디어목소리

를높여민족독립을주장하였으니, 비록그것이

맨손으로만세를외쳐부르는비폭력무저항운

동이었을지라도, 일제당국을 크게 긴장시켰을

뿐만아니라, 전세계인의관심과이목을집중시

킴으로써 드디어 조국해방 투쟁의 다양한 활로

를열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는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3.1만세운동은우리민족사에서가장빛

나고 우뚝한 대목이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그엄혹한식민지상황아래서

목숨을 걸고 이 위대한 만세운동을 촉발시키고

이끌었던선열들한분한분의이름들이참으로

거룩하고귀하게다가오는것이아닐까. 그런점

에서, 본지‘헌정’의편집실은 3월호의표지인

물로 3.1운동관련선열가운데에서한분인유

관순열사를선정키로하였다. 

그때당시의그분은, 나이 17세인이화학당의

어린여학생신분으로 3월 1일만세운동당일부

터시위에앞장을섰으며, 3월 5일의서울역시

위때는일경에체포, 경무총감부에구금되었다

가풀려났고, 그직후에고향천안으로내려가서

인근 지역민을 두루 찾아다니며 시위운동에 나

설것을설득, 4월 1일의아우내장터의대대적인

만세운동을일으켰던것이다. 그날, 아우내시위

중에일경의발포로많은사상자가났는데, 그분

의부모도그곳에서목숨을잃었으며, 그분역시

일경의 칼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

다. 그리고 그분은 공주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

받았으며, 경성복심법원의 항소심에서 3년형을

받고서대문형무소에서복역중에, 아우내시위

에서 칼에 찔린 상처의 부패와, 방광파열 등의

고문후유증으로고통을받다가마침내 1920년

9월 28일오전 8시 20분에숨을거두었다. 그분

의 시신은 10월 14일 이태원공동묘지에 묻혔으

나, 1937년에이태원공동묘지가택지로조성되

면서유골마저유실되고말았다. 

- 슬프도록아름답고감동적인그이름, 유관

순열사여, 그곳천국에서평안히영면하시기를.

(편집자)

유관순
비폭력무저항만세운동
민족독립활로열어

표지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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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抗拒)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작년 2월 27일에 그

에걸맞은영화한편이세상에나왔다. 1919년

3.1 만세운동후세평도안되는서대문감옥 8

호실속, 영혼만은누구보다자유로웠던유관순

과 8호실여성들의 1년의이야기이다. 영화는개

봉되자마자호평이쏟아졌고마침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을 3.1혁명으

로개명하자는의견들이나올만큼관심이뜨거

웠다. 

실제로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

치권을비롯한학계에서이 3.1혁명이라는용어

를부활하여사용하는것에대한논의가활발해

지고있다. 유력신문사에서는학계의저명한교

수진들의 인터뷰를 통해 3.1운동을 민주혁명,

민주공화국을이룬시민혁명, 시대의분기점등

으로봐야함을보도했다. 이외에도주요언론에

서는‘3.1혁명이야말로대한민국을태동시킨혁

명’등 여러 매스컴에서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민주혁명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기사를 내

놓았다.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

서울종로에서시작된만세운동이후, 고향충청

남도병천에서‘아우내장터만세운동’을주도한

유관순이서대문감옥에갇힌후 1년여의이야기

를담았다. 온국민이알고있는유관순노래속

에나오는유관순열사의모습, 우리는노래속

의 그녀를 기억할 뿐,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기억에남질않는다. 하지만곰곰이생각

해보니 해방 직후부터 1974년까지 유관순이란

제목으로세편의영화가제작된바있다. 1948

년과 1959년윤봉춘감독이 2편의유관순영화

를제작했고, 1974년김기덕감독의유관순이제

작된바있다. 45년만에개봉한유관순에관한

영화는출연한배우도울고기자도울고말았다

는소문에또한번깊은울림과감동을전했으

金文起

헌정회원로회의부의장

12·13·14대의원
상지대설립자및제8대총장
명예인류사회학박사

세상을널리이롭게하라!
3.1운동 101주년을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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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무엇보다전체관람객의 44%가 20대라는점

에서상당히고무적이다.

이영화를찍은감독은어느날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유관순의사진을접하게되었고, 슬

프지만당당함을담고있는눈빛에뜨거운울림

을느꼈다고한다. 이후역사관내부에서‘여옥

사 8호실’을방문한그는열악한환경속에서도

죽음을무릅쓰고만세를외친유관순과‘8호실

여성들’에대한이야기를떠올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위인이지만, 그동안유관순에관해제

대로된영화가없었다는것을알게된그는본

격적으로 유관순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열일곱 나이에

고문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굽히

지않은유관순의삶, 그자체였다. 어두운시대

적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향한 꿈을 굽

히지 않았던 유관순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던 그는 역사적 사실과 자문 등을 통해 사

실에입각한실재적인물유관순을정직하게영

화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독립운동가이

기 전, 열일곱 소녀였던 유관순의 감정과 심리

변화, 그리고 서대문감옥‘8호실 여성들’과 연

대하는 유관순의 모습을 담아내어 우리가 몰랐

던 유관순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2019년주체적이고당당한유관순을새롭게재

조명하였다.

아시다시피,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수

개월에걸쳐한반도와세계각지의한인밀집지

역에서시민다수가자발적으로봉기하여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참가자들은

‘조선독립만세’와‘대한독립만세’라는구호를

앞세워 일본의 무단통치(武斷統治)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민중과 지식

인의반향을일으켜대규모의전국적시위로발

전하였다. 시위가끝난뒤에도그열기는꺼지지

「우리는조선이독립한나라이며, 

조선인이이나라의주인임을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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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각종 후원회와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민

족교육기관, 여성독립운동단체, 의열단등무

장단체, 독립군이 탄생했으며 종래에는 현대 한

국의모체(母體)인대한민국임시정부를낳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한계기이고헌법에

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정통성은 3·1 운동에있고, 대한민국임시정

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

는 3·1 운동이일어난 1919년을원년으로삼는

다. 한국근대사에서가장중요한사건중하나

일뿐아니라 20세기세계사에서도중요하게여

기는사건이다.

3·1 운동의배경

1910년 8월 29일일본에조선이강제합병당

한후, 조선은일본의무단통치에신음하고있었

다. 교사들까지제복을입고칼을차게했고일

본육군헌병이경찰보다훨씬많이주둔하는헌

병경찰제도로집회와단체운동을일절금지했

다. 1910년대일제치하에서도지주와소작농관

계는이전에비교해서도되려악화하였고, 토지

정리사업도농민들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돌

아갔으며 경제 사정은 나날이 악화일로로 치달

았다. 여기에 1918년 일본에서 큰 흉년이 들어

쌀소동이터지자이를수습하기위해조선에서

쌀을 더욱 공출하면서 자연히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고조되었고, 부두를중심으로일하던노동

자들의 생활고는 악화하였다. 더군다나 1910년

대후반에일본자본들이쌀시장에대대적으로

유입되면서투기바람이불었는데그결과, 쌀값

이 대거 폭등했다. 이러한 쌀값 폭등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대책을제대로내놓지않은채무

능함만드러냈으며, 인구의다수를차지하던소

작농들은 쌀값이 폭등한다 한들 제대로 이득을

본 것도 아닌지라 민생고는 악화일로로 치달았

다. 또한,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일제에

대한저항이꾸준히있었지만결국일제의강제

진압으로 전부 좌절되면서 희망을 잃은 조선인

들이늘어났는데, 이때문에매해상당수의사람

이조선을떠나고중국동북부와러시아의연해

주로이주해나갔다.

이런가운데제1차세계대전후열린파리강

화회의에서미국대통령우드로윌슨이제안한

14개조의전후처리원칙중에‘각민족의운명

은그민족이스스로결정하게하자’라는이른바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

들사이에희망의분위기가일어났다. 또한소련

의지도자였던레닌역시제국주의반대의하나

로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등 세계에서 민족주의

운동에힘을싣는여론이조성되었다. 이에봇물

이터지듯이땅의지식인, 학생, 농민을비롯한

민중들은일제에봉기를든것이다.

세상을널리이롭게한다 : 3.1운동과상지정신

필자는 3.1운동의 정신이 홍익인간과 맞닿아

있다고생각한다. 47년전인 1974년 3월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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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강원도 원주의 척박한 땅에 종합대학

(1989년 11월 13일승격)을설립하였다. 당시바

른뜻을펼치기위해‘대한독립만세’를외치던

참석자들이나, 이땅의젊은이들이세계를웅비

할수있도록대학을건립했던이유는세상을널

리이롭게하자, 하는공감대가있다고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대학건립시우리나라교육이념인‘홍

익인간(弘益人間)’과인(仁)과의(義)를중시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5상을 바탕으로 한‘상지정신(尙志情

神)’을건학이념으로제정하였다. 그리하여우리

학생들이 만천하에, 인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지

성인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살았지만, 한때

이루말할수없는고초와험한여정을겪었다.

그래서일까. ‘바른길을 숭상하자’, 하는 의미에

서올해 101번째돌아오는 3.1운동이사뭇눈물

겹다. 

3.1운동·홍익인간정신으로대한민국재창조

그렇다면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홍익인간

이라는말은‘삼국유사’고조선조와‘제왕운기’

전 조선기에서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전하는 내

용속에나온다. 홍익인간은흔히‘널리인간을

이롭게 하라’로 해석되나, 자의(字意)에 충실하

게해석하자면‘인간을크게도우라’가될것이

다. 홍익인간의 핵심적인 세 가지는 첫째, 국가

와 권력·돈·시장·학술·종교·교육과 과학

기술등모든문명장치는인간을위해봉사해야

한다고보는인본주의적사상과둘째, 인간을위

해봉사하는삶을위대한것으로보는이타주의

적윤리관, 셋째, 내세의행복이아닌현세의복

지를우선시하는현세주의적사고등이라할수

있다. 홍익인간은인간행복을위협하는모든상

황에대해반대하며, 특히국가와권력자는홍익

인간을위해존재한다고본다. 그리고개개인들

에게는공동체와이웃을위해대가없이봉사하

는적극적윤리를제시한다. 

대한민국건국강령전문에‘3·1 대혁명은한

국민족부흥을위한재생적혁명이다’, 하고씌

어있다. 우리는 그날을 상시 기억해야 하고 또

그역사적의미와정신을반추해야한다. 어떠한

일이있더라도이번에는 3.1운동정신을계승하

고 홍익인간의 이념과 선비정신 그리고 인, 의,

예, 지, 신 등 5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

조하여야한다. 

101번째 3.1운동을 맞아 순국한 선열을 기리

며, 필자는 오늘도 바른 뜻을 세우고자 허리를

꼿꼿이편다.

끝으로자신의모든것을바쳐불굴의민족혼

을계승해주신순국선열들께다시한번머리숙

여경의를표하며, 우리모두한민족후손으로서

의강한긍지를가지고널리인류사회평화에이

바지하는정신을가지시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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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어요

이달의詩

바람도없는공중에수직의파문을내이며고요히떨어지는오동잎은

누구의발자취입니까

지리한장마끝에서풍에몰려가는무서운검은구름의터진틈으로

언뜻언뜻보이는푸른하늘은누구의얼굴입니까

꽃도없는깊은나무에푸른이끼를거쳐서옛탑위의고요한하늘을

스치는알수없는향기는누구의입김입니까

근원은알지도못할곳에서나서돌뿌리를울리고가늘게흐르는작은

시내는굽이굽이누구의노래입니까

연꽃같은발꿈치로가이없는바다를밟고옥같은손으로끝없는하

늘을만지면서떨어지는날을곱게단장하는저녁놀은누구의시입니까

타고남은재가다시기름이됩니다그칠줄모르고타는나의가슴은

누구의밤을지키는약한등불입니까

※한용운(1879-1944) 시인, 승려, 독립운동가. 호는 만해(卍海, 萬海). 3.1운동 때 민족대

표 33인의한사람으로옥고를치르면서항일독립운동투사로활약. 1926년한국근대시의

기념비적인작품「님의침묵」을발표함. 

한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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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겨

왔지만문재인정권이들어선이후최악의상

태가계속되고있다. 박근혜정부후반기에위안

부문제의해결을통하여가까스로관계개선을

이루었는데문정부가들어서자이문제를수용

하지않고‘치유및화해재단’을해산해버렸다.

한걸음더나아가일제시징용공의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소송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극에달하게된것이다.

이에일본이발끈하자 GSOMIA 협정까지파

기하여 한일 싸움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악수

를두고말았다. 이는한미일의안보협력을흔

드는것이다. GSOMIA는한미일의안보협력을

연결하는고리이기때문이다. 미국이가만히있

을 리 없다. 결국 원상회복시키는 수모를 당했

다. 이쯤되면나라도아니고외교도아니다. 참

으로답답한노릇이다.

이 정부는 외교적 고려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이런문제들에접근하고있는느낌이다.

국익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 비이성적인 반일 감정에 기대어 정치적

인기만관리할뿐국익이라는것은관심도없다.

근본적으로한일관계, 한미관계를아예도외

시하고 오로지 북한과 중국에만 편향되는 느낌

이다. 세계정세를읽지못하고시대감각이전혀

없는 전 근대적이고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생각

이다. 그렇지않다면외교적식견이없는아마추

어정권이라하지않을수없다.

강제징용판결의문제

*재판의경위

이정부들어서서나빠진갈등의직접적요인

은 징용공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이다. 그러면

이징용공재판경위를좀더자세히살펴보자.  

원래이재판은 2005년에소송이제기되었다.

1심, 2심모두원고인징용공측이패소했다. 그

러던것이2012년대법원에서뒤집혀졌다. 

이때도외교부가좀더관심을가지고신경을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柳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한일관계의외교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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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더라면이지경까지오지않았을것이라는설

도있었다. 외교부를비롯한정부당국자는 1심,

2심 모두 승소했으니 별 일 없으리라는 안이한

판단으로등한히해서이런결과가나왔다는것

이다.

이 재판은 민사재판이긴 하지만 그 관련사항

들이 국제관계와 국제법 등과의 연관성으로 당

연히관련부처인외교부가관심을갖고주시해

야할일이다. 아무튼그래서이번엔다시패소

한피고인일본기업측에서재상고를했다. 그

것이2013년이다. 

그러나 판결을 미룬 채 5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다. 아마도 청구권협정, 국제법과의 저촉 등

민감한사항이많기때문에사법당국도고심을

거듭하면서정부에그해결을하도록배려한측

면이없지않았을것이다. 말하자면일본과의외

교적 또는 정책적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고생각할수있다. 

사법기관도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의한부분

인것은분명하기때문에이것은당연한일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관계를 파탄시키는 등 영

향을줄경우라고인식될때는사법기관도국가

조직의일원으로서당연히이런고려를하는것

이옳다고생각한다. 

3권분립 운운 하면서 외면할 일이 아니라 오

히려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이것을적폐니사법농단이니하여대

법원장까지구속하니말이나오지않는다. 근자

이와관련된일련의재판들이무죄선고되고있

는것은시사하는점이많다.

* 재판판결의의미

앞서말한바와같이 2018년 10월 30일대법

원은그동안미루어왔던징용공피해자들의위

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2

심의판결을뒤집은것이다. 이판결로한일관계

는급속히냉각되기시작했다. 

일본은 이번 판결을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흔드는것으로생각하고격하게반응하고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으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징용공보상은대일요구 8개항중 5항에적시

되어있다. 그내용을보면‘피징용한국인의미

수금, 보상금및기타청구권의변제청구’로되

어있다. 따라서이항목에의해서징용피해보

상은이미끝났다고일본은보고있는것이다. 

사실 2005년노무현정부당시에도이문제가

거론되자민관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이것을철

저하게다시검증했으나그결과이것을인정하

고받아들였다. 당시위원장은이해찬민주당대

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참

여하고있었다. 그래서노무현정부는 2007년에

특별법을제정하여 6,200여억원으로피해자보

상을다시한바있다.

그러던것이이렇게다시문제를일으키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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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워질수밖에없다. 대법원판결의주장은불

법적 식민지배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

함되지않는다는것이다.

물론이론적학술적으로탐구하고논쟁하자면

여러가지다툴소지는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

면도없지는않다. 예컨대 2차세계대전의전후

처리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한국은 승전국

지위도 아닐 뿐 아니라 패전국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여러가지유리하지못한입장을감내하

지않을수없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 서로

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을 남긴

것도사실이다. 그러한것들이분쟁의씨가되고

있긴하나, 그러나외교는현실이기때문에현실

적대응을하지않을수없다.

해결방안

* 일본의대응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이 발생하

였으므로 협정의 규정대로 외교적 해결을 하거

나중재위원회에회부할것을한국정부에요청

하였다.그러나한국정부는 3권분립을이유로

대법원판결을존중해야하므로일본과외교적

해결도 안 하고 중재위원회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우리정부의억지로밖에비춰지지않

는다. 3권분립은 국내법적인 문제이고 국가 시

스템의문제이다. 따라서대법원의판결이개개

국제법을해석하는기준이될수가없다는것은

너무도상식적인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방은 해당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파기하고자하는것으로밖에생각할

수가없다. 일본정부는 1965년에맺은한일기

본조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본건은외교적해결을모색해야하는

것이당연한일이다. 문제가점점커지자급기야

우리정부가 2019년 6월 19일해결방안을발표

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한일 양국기업(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 포함)

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

판결피해자에게위자료해당액지급.

▲일본이동방안수용시일본이요구한청구권

협정협의수용검토용의표명.

일본은 7월 1일우리정부의해결방안을거부

하고수출규제조치를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

레이핵심소재 3대품목한국수출및기술이전

을포괄적허가대상에서제외하고건별허가대

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8월 28일 화이트리스

트상한국을제외하기로결정했다.

이렇게 양국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속

에서도다행히이제와서외교적해결을해야겠

다고정부도느끼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극악의

상태는 피하기 위해 강제집행은 시행하지 않고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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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다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아닌가생각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있은 3국

정상회의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수뇌

회담을가졌다. 그것을계기로양국의외교당국

자간에도대화가시작되었다. 그러나아직지지

부진하다. 4월 15일총선을앞둔시점이라뭔가

해결이쉽지않아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문제를 야기했으니 우리

가능동적으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고생각한

다. 국제분쟁이니까일본의요구대로중재위원회

에가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우리

정부는별로탐탁하게여기지않는것같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법률로 해결해

야 한다.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청구

권협정은일괄보상법으로정부가일괄해서보

상을받았기때문에거기에우리국민의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때도두번이나입법을통

해 이 문제를 풀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사 민정수석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

구보다잘알고있을것이다. 

1+1이냐 1+1+알파냐하는것들은실무적으로

또 상대방 일본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반영하면

될것이다. 한때문희상안도거론되더니선거

때문인지 잠잠하다. 이 안에 대해선 일단 양국

정부가 모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것은서로상대방을탐색하기위한것이아닌가

싶기도하다.

내가개인적으로접촉한일본중진중에는검

토해볼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었다. 우리정

부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운운하는데 이것은 본

질적인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우리피해자의

이해를얻는것은정부의몫이다. 설득하고설득

하면이해를얻을수있다고믿는다.

어떻든내가강조하고싶은것은결국외교적

해법인데그것은입법을통하여우리정부가능

동적으로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

서는여러가지외교적접근이필요하다. 그과

정에일본의동의가필요한것도있을것이고협

조가있어야할것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한일관계는정부사이만의문제가아니다. 이

제 국민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혐한 분위

기, 반일분위기가전에없이심하다. 우려할정

도이다. 서로가피해자다.

정치지도자는자기의정치적이익을위해이

런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여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면서

여론을선도해나가야한다. 모름지기그렇게해

야하는것이지도자의위대성이다.

그렇게해서하루빨리일본과의선린외교관

계가회복되기를기대한다. 대일관계에있어서

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를

높이평가하고싶다. 박정희가없었다면오늘의

경제한국이없었을것이고, 김대중이없었다면

오늘의문화한국이없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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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 55주년과한일교류의명암

2020년은한국전쟁 70주년이자한일국교정

상화55주년을맞이하는해이다. 1965년한일국

교 정상화 이래 한일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한일간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2018년 들어 52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2018년방일한국인은 754만명으로사상최대를

기록하였으며, 방한일본인은 295만명으로전년

대비 27%나급증하였다. 1965년한일양국간무

역량은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

려 850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는영국과프랑

스간무역량을웃도는것으로, 일본과한국의수

출액은각각세계5위와7위를기록할정도이다. 

그러나엄청난인적, 물적교류확대에도불구

하고양국간대립과갈등이오히려심화되는동

북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0월국내대법원의강제동원피해자승소판결

이후역사갈등이깊어진데다, 제주관함식에서

일본해상자위대욱일기갈등으로인한불참, 12

월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2019년 7월 1일,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시하였

고, 수출규제에이어한달뒤인 8월 2일화이트

국가에서배제하였다. 

한일관계가냉각된가운데 2019년 10월 22일

나루히토일왕즉위식참석차방일한이낙연총

리는 10월 24일 아베 총리를 만나서 문재인 대

통령의친서를전달하였다. 이낙연총리와일본

정재계인사간회담, 일본대학생과의만남을통

해한일간대화복원분위기가조성되었다. 한일

외교당국간협상을통해, 양국은작년 11월 22

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배제

철회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

소미아의조건부연장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간 강제징용 해법과 별도로 지소미아

와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정책대화가 개

시되었다.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梁起豪

성공회대교수

일본학

강제징용과한일갈등 : 쟁점과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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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25일간 중국 쓰촨성에서 한

중일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

돼, 수출규제와지소미아해법, 그리고강제징용

문제에대해폭넓은의견교환이이루어졌다. 문

재인대통령은아베신조총리와양국정상회담

에서속히수출규제를철폐하고, 강제징용해법

에대해양국간대화로풀어나갈것을요청하였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상반기중예상되는

일본전범기업자산매각과현금화조치는양국

갈등의 중대한 소재로 남아 있다.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간 입장차가 전혀

바뀌지않은채그대로이기때문이다. 한국정부

나국회는한일간기업또는국민들이참여하는

기금을만들어보상하자는해법을제시한바있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

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쟁점과한일관계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新日

鐵住金, 현재 일본제철)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따르면, 강제동원피해는일제

의 불법점거하 발생한 반인도적이고 가혹한 노

동착취이다.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은식민지

문제 청산이 아니라 양국간 분리에 따른 재정

적·민사적채권채무관계의청산이다. 강제동

원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피해자들에게각각약 1억원씩정신

적위자료를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사안이최종적이고완전하게해결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오히려 한국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았다. 일본측은 한일청

구권협정으로모든개인보상은끝났고, 개인청

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주장을내놓고있다. 그러나 1999년이래

국제노동기구(ILO)는수차례에걸쳐서일본정부

가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사죄, 보상할것을촉

구하였다.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제도는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희생을강요할수없다는원칙을재확인한

바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양국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기자회견(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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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후질서의근본이며, 한국정부가국가대국

가로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잇달아 국제적

약속을중시한표현을사용하였다. 2018년문재

인대통령과양국간국제약속, 상호신뢰축적

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신시대 협력관계를 심

화시켜나가겠다고발언하였다. 올해 1월시정연

설에서도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원래기본적가치와전략적

이익을공유하는가장중요한이웃나라이며, 그

렇기때문에국가와국가간의약속을지켜미래

지향적인양국관계를구축하는것을간절히기

대한다고압박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하며, 피해자중심주의에서서실질적

으로피해자를치유하는것, 그리고미래지향적

인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 한일 양국이 다양하

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는 열린 자세

로대응해왔다. 작년 6월한국정부는대법원판

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일 양국기업

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측은 이를

즉각거부하였다. 금년 1월 6일한일양국의피

해자와 원고단으로 구성된 한일 공동행동이 한

일 양국의 전문가, 관련 기업, 원고단과 피해자

가참여하는공동협의체를구성하자고제안했지

만, 일본스가관방장관은‘전혀흥미가없다’고

단번에거부하였다.

강제징용한일갈등, 해법은무엇인가

최근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관

심을 모았던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은 피해자와

원고단의커다란반발에직면해있다. 문희상의

장은작년 12월 18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법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내놓았

다. 한일양국기업과국민들의자발적인성금으

로재단을설립하여최종승소한피해자들, 그리

고소송중인피해자약 1천5백명을대상으로위

자료를지급하고, 피해자와원고단은국내일본

기업 자산처분이라는 강제집행을 중단하여 이

사안을종결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문희상법안에는몇가지문제가있는

바, 최소한마지노선인대법원판결이행이빠져

있다. 특정원고와특정피고가존재하는민사소

송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문희상법안에따르면, 기부금을강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등이미대법원판결에서패소한일본

기업이기금을낼지여부를알수없다. 

또한 문희상 법안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재확인으로 일본정부나 기업의 사죄 의

무를스스로면제해주고있다. 말하자면강제징

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나 기업의 사죄, 반

성이부재한상태에서, 일본기업들이무작위로

기부금만 내면 끝난다는 점에서 제2의 위안부

합의, 더나아가실패한아시아여성기금한국판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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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금년 5월중 법안이

통과될경우, 피해자와원고단은맹렬하게반발

할것이다. 당사자인일본기업은빠지고한국국

회 대 피해자 간 대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있다.

그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 실제로금년상반

기중에국내법원에서일본기업에대한자산처

분 명령이 내려져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측

은맹반발할것이고, 한일관계는전례없는 위

기로빠져들것이다. 한일외교당국간국장급협

의가진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별다른진전이

나오지않고있어서더욱더우려가높아지고있

다. 가장중요한해법의기초는한일양국정부

간신뢰, 국내관계단체들의거버넌스구축, 대

법원 판결이행과 피해자 공동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외교당국과정상간상호신뢰구축

이필요하다. 한일간최대쟁점이자위기로떠오

른강제징용대법원판결을양국이지혜를짜내

어해결하겠다는의지와용기가필요하다. 이를

추동하는 것은 청와대와 총리 관저, 한일 외교

당국간대화와소통이다. 정기적인한일국장급

협의가 다양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어

서 긍정적이지만, 대법원 판결 이행 vs 현금화

절대 반대라는 양국간 대립을 극복하려면 고위

급협상과한일정상간정치적결단도추가되어

야한다.  

둘째, 한국정부, 피해자와 원고단, 강제동원

지원단체, 주요피해자단체로구성된민간공동

위원회를구성하여국내해법을도출해야한다.

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간 충돌은 국내 관계

자나 단체들간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야풀어나갈수있다. 물론지금도외교부는피

해자와연락하고있지만, 구체적인성과가나오

지않고있다. 대법원승소피해자와원고단, 소

송중인피해자, 미소송피해자가수용할대안을

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 

셋째, 대법원판결이행을전제로한한일양

국간 보완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일 양

국이 협상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 등에서 승소

확정된 3건, 피해자 32명에 대한 25억 원 보상

금은반드시지급되어야한다. 그동안20년넘게

원고와피고가법정에서다투어왔고, 재판결과

에 따라 일본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너무나당연하다. 다만, 한국정부도 1965년

청구권협정의일방당사자이기때문에사법부와

행정부간 불일치를 해소할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것도사실이다. 

따라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사안에 대하여 한일 양국기

업이기금을구성하는방식으로일정한대안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일본정부와 기

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적이다. ‘약속’과

‘정의’를조화시키는작업은매우어렵지만, 한

일 양국 정부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가 아닐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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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들에승소판결을확정한이래한일관계는극

도로악화되었다. 그이전에도위안부문제를둘

러싸고 한일관계가 결코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관계에‘치명타’를

주었다. 판결이난후부터아베신조일본총리

는“한국은나라대나라의약속을어겼다”, “한

국은 국제법 위반상태를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

다”등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나라대나라의보상문제는종료되었지만개인

이 개인(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

있고일본정부도개인청구권이소멸되지않았음

을인정해왔다는데있다. 그리고한국정부로서

는개인대개인(=기업)의문제에국가가외교보

호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아베정권은더욱강경한입장으로선

회했다. 악화된 한일관계는 2018년 12월 초계

기 갈등으로 증폭되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초

계기 관련 동영상이 있다면 공개하라는 지시를

일본방위청장관에내려사태를악화시켰다. 그

러나 초계기 갈등은 2019년 2월 24일부터 25

일까지 북미 하노이회담을 앞두고 진정되었다.

아베 정권은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북일 수교문

제를풀기위해문재인대통령의협력이필요하

므로 한국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

를취했다. 

그러나하노이회담이결렬되었고강제징용문

제로한국측이일본이원하는협상에응하지않

자아베정권은아예한국정부를무시하는전략

으로선회했다. 그것이본격화된것이지난해 6

월중순경이었다. 자민당간부가자민당강연회

에서“문재인정부를정중하게무시하는정책을

취하는것이가장좋은전략”이라고공공연하게

언급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그런전략하에아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호사카 유지

세종대교수

정치학

올해한일관계를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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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2019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오사카

G20에서아베총리는거의모든정상들과양자

회담을가졌는데도유일하게문재인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거부하는무례함을저질렀다. 

그런데 G20이끝난바로다음날세계가깜짝

놀란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연출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중개로트럼프대

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판문점에서

역사적만남을이룩한것이다. 이런남북미회동

에서소외되었다고생각한아베정권은바로그

다음날인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3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을 예고했고 7월 4

일부터실행에옮겼다. 진주만공격과같은일본

의 기습공격으로 한일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

다. 한국은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WTO로

제소한다는방침을굳혔다. 

이후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

고한국도화이트국가에서일본을제외했다. 일

본측은한국산업생산의 25%를차지하는반도

체의핵심부품을수출규제하면한국측이금방

백기를들것이라고생각했지만아베정권의예

상과는 달리 한국 측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 3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가큰피해를입는결과를초래했다. 한

국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일

본자동차, 맥주, 의료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내

일본제품들에게줄줄이큰타격을입혔고일본

여행을자제함으로인해일본의지방경제, 특히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등의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입었다. 나가사키(長崎)현의대마도는현

에서재난지역선포를고려할만큼한국인관광

객들의급감은대마도지방경제를마비시켰다.

그리고한국측은 8월 23일에 3개월후에기

간이 만료되는 한일GSOMIA(군사정보보호협

정)를연기하지않겠다는뜻을발표했다. 한국정

부는 안보문제를 운운하면서 한국 측에 경제보

복을 가한 일본과 안보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그런데이러한한국측의통보에당황한것

은일본뿐만이아니라미국이었다. 미국은한미

일 공조가 깨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잘못된인식을줄우려가있다고생각

일본은도쿄올림픽을성공시키기위해서라도한국과의관계를개선하여

서한국인관광객을일본에많이유치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한국에

대한수출규제를완전히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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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한것이다. 결국미국이한일양국을설득해

서 11월 22일 한국은 GSOMIA 조건부 연장과

수출관리 관련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가 계속된

다면일본을WTO에제소하지않겠다고공표했

고일본은수출관리관련대화를한국측과재개

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한일관계 수복이 시

작되었다. 

2019년 12월에는중국청두에서열린한중일

회담 때 1년 3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이 실현되

었다. 그리고 이때 한일정상회담을 세팅하겠다

고먼저제안한것은일본측이었다. 이때한일

관계가 정상궤도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

다. 더정확히말하면현재까지의한일경제전쟁

에서한국이승자가되었고일본이패자가된셈

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서 한국인 관광객을

일본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2020

년올해도쿄올림픽을계기로일본을다시경제

적으로부흥시키려는계획을갖고있고그중심

에는 올해 4,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

는공약이있다. 그런데불매운동으로한국관광

객이급감했고최근의신형코로나바이러스사

태로 중국 관광객마저도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앞으로코로나사태가어떻게될지예상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국 관광객이 돌아오도

록하고싶은것이일본정부의속셈이다. 그러

므로지난해한중일회담에서아베총리가되풀

이한 말이“관광 활성화”와“민간교류 확대”였

다. 그러기위해서는한국에대한수출규제를완

전히풀어야한다. 

그러나걸림돌이또하나있다. 바로일본전

범기업의한국내자산현금화의기한이이번 2

월말이나 3월초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원래

현금화의 기한은 지난해 8월말이었다. 그러나

절차상의이유등으로몇차례연장되었다가이

번이마지막기한이라고한다. 그런데일본의아

소타로부총리는“만약에한국이일본기업의한

국 내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본격적인 경제보복

을감행할것이고일본보다경제규모가작은한

국이먼저망가질것”이라는협박성폭언을서슴

지않게쏟아낸바있다. 

강제징용문제에대해서는문희상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인 소위‘문희상안’이 있지

만이에대한찬반양론이피해자들사이에서벌

어지고있다. 가장큰약점은문희상안을수용하

지않아도되고그경우피해자는법원에제소할

수있다는데있고현재까지승소판결을받은한

국 피해자들 중에도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사람

들이있어현금화를피할수없다는데있다. 그

경우 2월말이나 3월초에 예정된 현금화를 어떻

게피할수있는가. 관건은피해자들의입장이므

로인권을생각할때피해자들이원하지않는결

론을한국정부가내리기어렵다. 물론막바지까

지협상이이루어질것이므로한일간의극적인

타결이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특집 | 한일관계이렇게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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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월말을 슬기롭게 넘어가도 3월말에

는청와대가언급한GSOMIA 조건부연장의기

한이온다. 한국측은 3월말까지일본이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원래대로 화

이트리스트에복귀시키지않는다면 GSOMIA를

더이상연장할수없다는입장이다그때는다시

한일관계가경색될수있다. 아베정권은현재

큰스캔들을몇가지안고있고, 이에도쿄올림

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

다. 그런상황에서외교적마찰까지겹친다면정

권유지가힘들어질수있다. 

그런데극우파아베정권은만약에한국이일

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그것을 일본국

민을하나로뭉치게만드는계기로삼아아소부

총리의 말대로 다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감행할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아소 부총리는

2019년 12월 9일 시판된 <문예춘추> 2020년 1

월호로“한국과의무역을다시생각하거나금융

제재를단행하거나방법은여러가지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아소부총리는“흔히이웃나라

니까한국과잘지내자는식의일부논조가있는

데세계에서이웃나라와잘지내는나라가있는

가. 그런말을하는것은외국에살아본적이없

는사람”, “이웃나라와는이해가부딪치는것이

다. 우호는단순한수단일뿐, 우호를다진결과

손해를보면의미가없다”고주장하여경제보복

에다시나설생각을피력했다. 사실상아소부

총리의 결단으로 지난해 7월 일본은 한국에 경

제보복을감행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는

부총리 겸 재무상이고 아베 총리의 경제고문이

기도하다.  

한국이 현금화를 단행하고 아소 부총리가 그

의말을실천에옮길경우한일간뿐만이아니라

세계적인경제가더욱망가질수있다. 결국 2월

말부터는강제징용문제가다시한일간최대이

슈로부각될수있고그결과에따라한일간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될것이다. 

중국에서열린한·중·일

3국정상회담(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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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5대대선에서의김대중선택은두차

원이다. 첫번째는출마할것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출마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이다.

그가 이상주의를 따른다면 출마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일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영원한 지도자

로남아정치가아닌다른방식으로민주주의가

치실현을추구하는것이다. 그러나그는현실주

의를따라대통령이되어정부를운영할수있는

기회를찾고자했다. 그편이훨씬한국민주주

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믿음의결과라하겠

다. 그렇다면다음선택은어떻게승리할것이냐

를결정하는것이아닐수없다. 그의해답은역

시 현실주의적인 것이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

민주연합 간의 연합, 즉 DJP연합이 그 해답이

다. 그러나이선택은민주주의의정치경쟁에서

단순한정치연합의범위를훨씬넘어선다. 그가

민주주의를이념으로이해하고, 그가치나이상

을 추구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

는 정부형태로서 이해했다는 실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민주화는 최대주의적(maximalist) 접근에 의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최장집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

한국민주주의의공고화, 위기,
그리고새정치질서를위한대안(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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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그러한접근은위기

를 몰고 올 뿐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소주의적(minimalist) 접근에의한것이아니

면안된다. 김대중은민주주의의이러한본질을

꿰뚫어본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연합적 정부구

성의결과는 2000년 16대총선을통해서도확인

될수있다. 야당인한나라당 133석, 여당연합이

132석을차지하게돼, 여당의열세는한석차이

로좁혀졌다. 나아가총리직이김종필, 박태준으

로이어지면서내각구성은대통령과권력분점적

형태를 갖는 연립정부적 내용을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정부의기반이의회에서나내각에서나

넓은정치적, 사회적기반을갖추게된데는정

당간 정치연합의 결과라는 요인이 사실상 결정

적이다. 

이렇듯 넓은 정치적 기반이“햇볕정책”을 추

진하는데서나 국제금융위기와 노동문제를 풀어

나가는데있어서나, 한일관계를개선하는데있

어서나 넓은 정치적 기반으로서 역할했던 것임

은분명하다. 김대중대통령은그자신 1998년의

‘국민의정부’의성립을한인터뷰를통해이렇

게자평했다. “1998년이제이나라에서는어떠

한독재자도, 어떠한군부도민주주의를뒤집을

수없는그런국민의힘이형성됐다고봅니다”라

고. 이말은귄위와위엄, 현실성모든것을담은

명언이아닐수없다. 

5) 통치론이라는 말에는 좋은 정책을 선별하

고중요성의위계를선정해, 진정으로한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정치

를 좋게 만드는 능력과 결과까지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영역은정치의기초를이루는사회와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리더십과

그가이끄는정부의정책능력을포괄한다. 그것

은 한 정부가 질적 내용을 갖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수있는능력이라하겠는데, 그것을위해

서는좋은인사를필요로한다. 이말을영어로

표현한다면거번먼트가아니라, 스테이트크래프

트(statecraft)라는말이적합할것같다. 옥스퍼

드사전의정의를따르면, 그뜻은“국가의과업

을운영하는기예(art)”이다. 

민주화이후한국에서는이런말을적용할수

있는정부와지도자를가져본적이없어보인다.

그예외가김대중대통령이아닌가한다. 한지

도자에게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가 대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의식

과그에봉사하고실현할수있는책임의식과더

불어지적능력이뒷받침된출중한판단력과균

형감각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나는그가햇볕정책을구상하고, 그것을추진

해나갈때의그의판단력과균형감각을갖춘리

더십을그대표적인사례라고생각한다. 그는이

상과 현실을 저울질하면서 북한 대외정책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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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성향을정확하게파악하고, 한반도를둘러

싼국가들간의이해관계를꿰뚫어볼수있는예

리한 시각과 고도의 균형감각으로 뒷받침된 판

단력을지녔다. 그는냉전이후의국제정치질서

의구조와성격이근본적으로변하고있거나이

미 변했다는 점을 빨리 포착했다. 그리고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중심의 양대

진영간대립이아니라, 한반도를둘러싼이해당

사국들이 각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들여다봤다.

그가말했듯이“1동맹 3우호체제”로개념화하

면서한반도 4대국평화보장론의아이디어를정

책방향으로삼은것은커다란설득력을지닌다.

일견단순해보이는듯하지만, 나는그가말했던

“흡수통일은안된다”, “한반도에서더이상전

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명제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로서 혁명적 발상이고, 동시에 대담

한정책목표의근원이라고생각한다. 그것이탈

냉전시기 남북간의 호혜협력과 평화공존을 안

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모든정책적비전과아

이디어의 기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이아이디어와그에기초한정책구상은, 해

외의 여러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을“아시아의브란트”라고부를수있도록만든

힘이었다고생각한다. 그것은분명틀린말이아

니다. 

6) 김대중대통령의또다른업적은한일관계

를개선한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 한일관계는

한국 민족주의를 접근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

은 것이다. 한일관계를 다루는 것이 어려운 것

은, 그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본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반일주

의이다. 그리고그것은과거사문제의중심이자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근원적 문제이고, 한국

현대사가잘못된어떤경로로나갔다고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일본의 책임으로 돌려진다. 식민

통치는말할것도없고, 분단의원인도, 민주화

가안된것도모든것은일본을근원으로한다.

한국사회의보수고, 진보고간에여기에는차이

가없다.

한국침략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냉전

이라는새로운국제정치체제의등장사이에, 과

거의 원한과 현재의 안보전략적 이해관계가 교

차하면서 한일관계는 중층적으로 얽혀졌다. 이

러한 한일관계의 복합적인 상황을 대중들의 정

서, 여론의 변덕,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 분출

하는 열정만에 의지하여 접근하거나 해결할 수

는없다. 이문제영역은한국의한정권과정치

지도자의역량이시험대에오르는난제중의난

제이다. 그러나이문제를접근하고해결하지못

한다면, 최소한개선하지않고서어떻게그보다

훨씬더어려운남북한간평화공존을추진할수

있겠는가?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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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지도자나 그가 이끄는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많은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은 비정치적인 문

화교류, 정경분리를통해물꼬를트는것이다.

1973년 유신체제의 절정기 동경 한 호텔에서

의“김대중납치 및 살해미수사건”의 당사자이

자, 한국민주화의 상징인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했을 때이

다. 김대중납치사건이 야기되는 것을 허용한

일본정부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그의

태도에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감복했다고 한

다. 그 결과 비록 낮은 수준에서라 하더라도

앞선 무라야마 정부 시기 일본의 침략 책임에

대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공동담화는 새

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천명한 한일관계 개선

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이러한 한일관계의 시도가 압

도적인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는것은특기할만하다. 그의결단력이아니었

다면 한일관계가 역사상 김대중 정부 시기를

통해 가장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었

을것이다.

7) 1997년 12월대선에서 15대대통령으로당

선된국민회의의김대중후보가말했던제일성

은“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병행”이었다.

그말은많은사람들에게신선한충격으로다가

왔다. 그러나이내한국으로몰아닥친 IMF 금융

위기로인해그의경제정책모토는사라져버렸

고, 새정부는국제금융기구가제시하는경제개

혁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바쳐

지게됐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가지향했던경

제운영의사상과원리, 그리고경제운용과사회

복지정책, 노동정책의 아이디어는 건강한 진보

주의에입각한것이었고, 그의이른바‘신자유주

의적경제운영’또한높이평가받을수있는결

과를남겼다. 이문제를세가지로나누어볼수

있다.

첫째는, 비록대통령당선으로부터극히짧은

시간동안 언표화 되었던 경제운영 모토이기는

했지만, 그의“민주적시장경제”의사상내지아

이디어는 그의 경제사상, 경제운영원리의 근본

이담겨있는말이다. 이아이디어는민주화이전

1985년에 하버드대에서 출간된“대중참여경제

론”에담겨있다. 그요지는권위주의정치그리고

경제와시장독점구조간의결착을해체하는것이

다. 그것은 권위주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것, 즉

박정희산업화모델이그효능을다해그러한경

제구조, 경제운영방식은 민주주의와 병행할 수

없다는아이디어의산물이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사회의주요기능적영역에있어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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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실현하는 결사체의 조직화라고 이해

했다. 즉그것은자유주의적다원주의의실현으

로표현된다. 이러한다원주의의구현은대중경

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그것을 위한

사회경제적인기반으로서역할한다는사상을지

녔던때문이다. 그대표적인사례가그동안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합법

화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결사체로 행위하는

것에자유를부여했다.

셋째, 그는신자유주의에결코반대하지않았

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평소

그는 자신의 사유형태와 행동정향을 스스로 특

징지으면서자신을이데올로기적인것이거나관

념적이지않은, “현실주의”와“실용주의”라고기

회있을때마다강조해마지않았다. 아마도그의

이러한정향이국제금융위기에대응하는방식에

영향을미쳤을것임이분명하다. 

8) 본강연자는앞에서김대중대통령을한국

민주주의에서대통령이보여줄수있는어떤패

러다임 세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한 정

치지도자로서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김

대중도서관장 박명림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향과 사상, 행위와 정향을“기독교적 소명의

식, 도덕주의와 정의감, 실용주의”세 가지로

꼽았다. 그러한세가지기조는본강연자도완

전히공감할수있는지적이다.

3. 위기

1) 오늘의한국민주주의는위기인가, 아닌가.

거대한촛불시위는현직대통령을탄핵으로퇴

임시켰고, 새 정부하에서 이런 저런 연유로 범

법으로 고발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감옥에 갔다. 2016년 10월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 3년이넘는동안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또한 평일에도 자주 보수,

진보의 시위로 번갈아가며 광화문광장은 소란

과 혼란의 와중으로 던져지고, 온갖 종류의 사

회집단들은 행진이나 연좌데모로 자신들의 요

구와 열정을 표현한다. 거리에 걸린“광장민주

주의”라는 플래카드는 이런 방식의 집단적 요

구의표명을정당화하기까지한다.

민주주의란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틀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풀어나가

는 정치체제라고 이해한다면, 갈등해결을 위한

정치의 중심은 거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당

으로 조직화된 선출된 대표들의 역할이 가능한

국회여야마땅하다. 그러나지금한국의상황은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성숙해서, 폭력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뿐,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일찍

이볼수없었던대립적상황을연출하고있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시기 민주주의가 지극

히제한된조건에서정당정치를통해정치를훈

련받고성장한지도자들이민주화이후정당정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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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의회중심의정치적실천을통해자유주의

적, 헌법적,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았

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

후 이들 1세대 민주주의 지도자들의 시대가 지

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고,

처음부터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한다음세대가정치의주역으로등장한현

재우리가민주주의의위기를걱정하는상황은

커다란역설이다.

2) 왜 그런가? 그것은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

해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오늘

날“적폐청산”을내건개혁의열풍은민주화이

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

주의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준다. 앞선 이행과

공고화시기정치인들은과거를파헤치고, 구체

제, 구질서를 폐기하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를 그에 대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구질

서와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이 구질서로 회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사회적 기

초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민

주주의발전이진전되는것과더불어그질서는

전진과후퇴를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서서히 새로운 질서로 변할 수

있었다. 보수, 진보사이에서정당간경쟁이치

열하고, 정권교체가 있고, 정쟁과 갈등이 심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 게임룰과 체

제의 상호공존의 테두리 내에서였다. 그러나

정치 갈등은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 뒷 시기로

오면서 확연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촛불

시위 이후 우리 앞에 나타난 갈등의 강도는 지

금위기의수준에이르렀다.     

민주주의이론의 개척자 후앙 린츠(Juan

Linz)는 1970년대말 4권분량의대작 <민주주

의체제의붕괴>의서론에서“민주주의의가장

위험한 적대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민주주의자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구하거나

또는개선하기위해투쟁하고있다고확신하는

행위자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함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내놓고 반민주주의

적 정당이라고 말하는 (공산당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반민주적 정당에 들어가지 않지만)정당들

이존재하지않는다고해서이들나라에서민주

주의가공고화됐다고믿어서는안된다는것이

다. 민주주의를 자임하고 주창하는 정치세력

스스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것은 반드시 공고화시

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

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조건에

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오늘날한국정치

에서 민주주의를 구제하고 강화한다는 신념으

로 과도하게 변혁을 추구하고, 열정을 분출하

는것이한국민주주의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

는 것은 고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

을수있는것이다. (*다음호하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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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친하게 지내온 朴實 의원이 원고

청탁을해왔다. 월간「憲政」지에실으려하는

데제목은‘보수의품격’이라했다. 신문이든잡

지든시사지에글을안쓴지오랜데. 더구나 80

을훨씬넘겨세상으로부터잊혀져야노추(老醜)

라는말을듣지않을나이에새삼스레무슨글이

랴했지만, 한때언론계에도같이종사했던朴

實의원의부탁이라거절하기도어려웠지만, 무

엇보다제목이마음을일으켰다.

‘보수의품격’이라―역시朴實의원다운제목

붙임이다.  진보라든지좌파라는말뒤에는‘품

격(品格)’이라는말을잘쓰지않는다. 안될것

이야 없지만‘언어란 유시지(usage)다’라는 말

처럼언어관례언어관습상, 잘안쓰면안쓰는

것이언어법이다. ‘품격(品格)’의자전적의미는

물건값이다. 모든물건은좋고나쁜정도가있

어그정도를나타내는말이‘품격’이다. 사람도

사람됨의등급이있어그사람의인격과품성을

말할 때‘품격’이라는 말을 이름 뒤에 붙여 쓴

다. 그렇다면‘보수의품격’이란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보수’라고 명명되고 있는 사람들의

품격이다. 곧인격과품성이다.

그같은‘품격’이왜진보혹은좌파와는맞지

않는가. 맞지않다기보다어울리지않기때문이

다. ‘언어의유시지’란언어와언어의어울림에

서저절로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에저도모르

게그렇게쓰는것이다. 왜그러할까.  진보나좌

파는 젊기 때문이다. 그럼 보수는 늙었는가. 진

보나 좌파에 비하면 늙어도 한참 더 늙은 것이

보수이고, 또 늙어야 보수가 되는 것이다. 젊은

보수는없는가. 없는것은아니지만있어도역시

어울리지않는것이다. 젊은보수는‘애늙은이’

와 같은 것이다. 옛말에‘30 전에 진보 아니면

이상하고, 30 후에보수아니면이상하다’했다.

물론 옛말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 30은 40이

상으로보아야할것이다.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宋復

연세대명예교수

保守의品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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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진보나좌파는젊은것이다. 그젊음에

는‘품격’이란말은어울리지않는다. 품격이란

나이가들고지식이쌓이고경험이축적된노성

(老成)한사람에게붙는것이다. 물건값처럼그

런그런사람에게가격이붙고, 등급이만들어지

고, 신뢰가 형성되고, 미천(微賤) 존귀(尊貴)가

나타나서 자연스레 품격이란 말이 붙여지는 것

이다. 그래서 진보에 품격이 붙는 것과 보수에

품격이안붙는것은둘다희망이없는것이고

미래가없는것이다.

그렇다면‘품격’은 오직 나이로만 보는 것이

냐. 물론나이도중요하지만, 그와함께시관(時

觀)이 중요한 것이다. 시관은 영어로 time-

perspective다. 동양이잠자고있을때서구인들

은이‘시관’이란것을설파했다. ‘시관’은글자

그대로시간을보는눈이다. 우리는소리를보는

것을 관음(觀音)이라 한다. 소리는 들리는 것이

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체득(體得)하는것이지볼수는없다. 체득은몸

으로몸소경험하는것이다. 그런데어떻게‘소

리를본다’하고‘시간을본다’하느냐. 이기상

천외(奇想天外)의 발상이 불교와 유교를 가름했

고서양과동양을갈라놓았다. 

시간을 보는 것, 바로 시관-時觀은 3가지가

있다. 과거를보는것과현재그리고미래를보

는 것이 그것이다. 과거를 보고, 과거의 잘못을

캐내문책하고중책을가하는것, 그것을‘과거

지향’이라한다. 반대로현재만을보고현재만을

중시해서과거도미래도생각지않는것을‘현재

지향’이라하고, 과거는어떤과거든과거로돌

리고지금현재오늘보다오직내일을위하여새

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미래지

향이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을보는눈, 시관은이셋뿐이고, 시간따라

내가지향(志向)해가는것도이세지향뿐이다.

문제는어떤시관이며어떤지향이냐다. 진보

든보수든어떤시관어떤지향을갖느냐에따라

다른역사다른나라를만들어간다. 그리고한

국의소위말하는‘보수’도, 소위말하는‘진보’

도 이 시관(時關) 따라 지향(志向) 따라 진면목

이드러난다. 우리나라사람들이습관적으로생

각하는 보수와 진보는 하나는 과거지향이고 하

보수는어느나라없이야당일때는미래희망이고미래권력이다. 19세

기영국의보수당처럼오랜세월야당으로있어도국민들에게는언제나

나라지킴의보루이고위기의안전판이었다. 그래서보수는정치의고수

(鼓手)고정당의맏형이돼왔다. 고수는한갓북치는사람이지만전통음

악에서는없어서는절대로안되는연주의리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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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미래지향이다. 그렇게생각하는이유는보

수는 그 무엇을 보전(保全 conserve)하려 하고,

진보는 그 무엇을 개혁(改革 reform)하려 하는

것이라고여기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은잘못

된 사실을 사실로 생각하는 고정관념(固定觀念)

때문이다. 우리는마음속에사실이아님에도굳

게자리하여흔들리지않는고정(固定)된생각들

을많이가지고있다. 보수와진보에대한생각

도그러하다.

보수도진보도 2가지지향을다가지고있다.

과거지향적보수도있고미래지향적보수도있

다. 진보도과거지향적진보도있고미래지향

적진보도있다. 보수의경우과거지향적일때

수구우파라하고, 젊은사람들은이들을‘꼰대’

라고 한다. 우파라고 다 수구는 아니지만 시관

자체가 과거 지향이면 생각이며 행동거지가 완

전히옛날사람샌님꼰대스타일을면하기어렵

기 때문이다. 진보의 경우 또한 과거 지향적일

때수구좌파가되지만수구우파보다훨씬‘독재

적’이고‘독선적’이 된다. 그 전형적 예가 스탈

린치하의소련과모택동치하의중국이다. 이들

수구좌파는‘독선’‘독재’에‘폭력’까지겸했다.

그‘폭력’은심지어‘광란(狂亂)’이라할정도에

까지이르렀다. 

우리의경우는어떤가. 우리‘보수’는어떤품

격을갖고있는가. 이에곁들여우리에게‘진보’

는있는가. 똑같은물음으로지금우리에게‘보

수’는 있는가. ‘보수’가 있다면 지금 그‘보수’

는어떤‘보수’인가. 더이를것도없이지금우

리‘보수’는이것저것이마구뒤섞여갈피를전

혀 못 잡는‘혼돈 보수’다. 가치도 사고도 행동

도 일체가 미정(未定)인, 아직까지 우리 정치사

상한번도겪어보지못한그정체가묘연(杳然)

모호(模湖)하기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혼돈(混

沌)의 보수다. 품격으로 말하면 값을 제대로 매

길수없는물건처럼, 성품도인품도어디하나

내어놓을데가없다.

보수는어느나라없이야당일때는미래희망

이고미래권력이다. 19세기영국의보수당처럼

오랜 세월 야당으로 있어도 국민들에게는 언제

나나라지킴의보루이고위기의안전판이었다.

그래서보수는정치의고수(鼓手)고정당의맏형

이돼왔다. 고수는한갓북치는사람이지만전통

음악에서는없어서는절대로안되는연주의리

더다. 맏형은밑에동생들이많고시끄러워형으

로서지위를유지하고품격을갖추기힘들지만,

그래도 맏형은 맏형이다. 맏이가 둘째가 될 수

없듯이, 그리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나아가듯

이‘혼돈(混沌)의 보수’역시‘정돈(整頓)의 보

수’로이어진다. 그것이정치의역사이고역사의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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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다. ‘정돈’의 의미는 하수지지(下首至地)

라해서밑에있는동생들이머리를조아리고형

대접을 해 준다는 뜻이다. 한국 보수도 곧‘혼

돈’에서‘정돈’으로이어질것이고, 품격도되찾

아갈것이다. 그것이자유민주주의보수정치의

경험이다, 역사는작은것은되풀이되지않지만

(그래서소이(小異)라했다) 큰것은언제나되풀

이되어왔다. (그래서대동(大同)이라했다).

그렇다면‘진보’는어떠한가. 단도직입으로지

금한국에진보가있는가. 진보는무엇을진보라

고하는가. 진보와보수의차이는무엇인가. 연령

에서보면진보는대체로 50대중반이전이고보

수는대체로 50대중반이후다. ‘대체로’그렇다

는 것이다. 시관(時觀)으로 보면 진보든 보수든

다미래지향적이다. 과거지향이면진보는수구좌

파가되고, 보수는수구우파가된다. 정책으로는

보수는 시장중심주의이고 진보는 시장간섭주의

다. 그러나공통적으로보수든진보든이는모두

‘법의테두리내’에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는헌법이보장하는개인의자유, 선택의자유하

에서시장중심이고시장간섭이다.

그래서‘자유민주주의’라고말할때는‘자유’

가목적이고‘민주주의’는수단이된다. 자유는

개인의자유선택의자유이고, 민주주의는다수

지배의원칙이다. 왜민주주의를하느냐. 개인의

자유선택의자유를지키기위해서다. 그러려면

개인이나소수가지배하면안되고다수가지배

하는민주주의를해야자유가보장된다. 그러므

로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빼고‘민주주의’

만내세우면머리없는몸통이된다. 옛사람들이

말하는이른바‘머리없는귀신’이다. 그래서자

유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전체주의(全體主義)

이고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전제주의(專

制主義)가된다. 

그렇다면지금한국에진보가있는가. 현정권

의청와대든여당이든‘진보’는없다. 철저히과

거지향이다. ‘적폐청산’이그전형이고여타정책

도발상이며시행이과거지향적이다. 조선시대행

태(行態) 그대로오직과거에만매달려미래를사

장(死藏)하는 원형 그대로의 수구좌파다. 문제는

그것이 1948년건국이래어느정권도한번도가

본일이없는‘황토길’이라는것을모르고있다는

무지(無知)다. 그무지가너무큰‘적폐’를쌓아가

고있다는데, 그책임은실은현정권이아니라현

보수의혼돈에있다. 그것이소위말하는보수의

역사적책임이다. ‘혼돈에서정돈으로’‘분열에서

단합으로’‘소의(小義)에서대의(大義)’로보수본

연의실존으로되돌아가현정권의무지를종식시

키는결단과품격을다시세우지않으면한국보수

는바로역사의죄인(罪人)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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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집안은 3대

째이어지는정치명가(名家)다. 부친인정일

형 전 외무부장관이 서울 종로·중구에서 내리

8선(選)을했고, 본인도서울중구에서 5선을했

다. 아들인정호준의원도같은지역에서초선의

원을지냈다. 정치 1번지인서울종로와중구에

터를잡은데다, 일가친척을모두합치면국회의

원선수만 20선에이르러, 유례를찾기힘든정

치가문이라고할수있다. 

정전대표는 2월 10일여의도산정빌딩통일

시대준비위원회사무실에서진행한헌정인터뷰

에서“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가 변혁돼야 한

다”며“민주주의에도움이안되는것은고쳐가

자”고주장했다. 3대에걸쳐 100년가까이정치

라는 업(業)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지적은 울림

이컸다.  

헌정인터뷰?

鄭大哲(9·10·13·14·16대의원) 헌정회원로위원

“국민들의정치의식구조를바꿔야
우리나라정치가바뀐다”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헌정인터뷰는현역정치부기자가헌정회원을인터뷰하여정국에대한의견을제시하거나조언을하고후대에

전하고싶은역사의한장면을기록하는연재물이다. 이번호에는두번째로鄭大哲헌정회원로위원을게재한다.

鄭원로위원은서울대법대, 美미주리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양대조교수를거쳐평민당

대변인·정책위원회의장, 국회문공위원장, 국민회의부총재, 15대총선과대선선거대책위원장, 한국야구위원

회(KBO) 총재, 민주당최고위원, 16대대선선거대책위원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상임고문

등을역임했다. 현재통일시대준비위원회이사장으로활동중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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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정치의식구조라는게무엇인가?

“정치의식구조라는것은정치적상황

에 대한 인식, 태도, 판단, 가치관, 신념

등의기본이되는의식구조다. 한국의정

치의식구조에어떤특징이있고경향이

있는지 분석하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

지않는것은고쳐가자는것이다. 정치적

여론이 아주 단기간에 구성되는 태도나

경향이라면, 정치의식 구조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고 관습화된 심층구조와

연결된것이다.”

Q_한국인의정치의식구조는어디에서비

롯되나?

“먼저정치의식구조에영향을미치는

배경을알아야한다. 크게다섯가지를들수있

다. 첫번째는유교다. 유교는국민이중심이되

는 게 아니라 통치자 위주의 윤리다. 횡적이기

보다 종적이다. 두 번째는 농경문화다. 대체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봉쇄적이고, 소탈하

고, 겸허하고, 융통성높은이런특징들이다. 세

번째는한국의역사에서오는배경이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불안과 위

축이다. 패배와수치는아니지만불안과위축이

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 이후 1350년

동안크고작은외침(外侵)이 990회가있었다. 1

년반에한번씩크고작은외침이있었던셈이

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이다. 무당주의라

고 불리는 샤머니즘이다. 특정한 인격에게 신

통력이나 제화구복을 바란다.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주냐하면집권자나통치자에대해대단

한 신통력을 기대한다.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

령이되면큰신통력발휘하는것에대한바람이

있다.정권초반지지율이 90%를기록하다가나

중에 10%로 줄어드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은한국에수입된서구문화를들수있다.

가장 큰 게, ‘자유냐 평화냐’. ‘권리냐 의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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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것들이다. 특히평등은우리에겐없던개념

이다.”

정치의식구조형성의배경에대한설명을마

친정전대표는여기에서기인한한국의정치의

식구조를자세하게설명했다. 그는△민족주의

△권위주의△명분주의△편협주의△정치적감

상주의△배타성△정치의식구조의유동성등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국인의 정치적

의식구조로지적, 이를변혁해야한다고주장했

다. 그의분석을들어봤다. 

강한 민족주의 = “우리나라는강한이웃에둘

러싸여있다. 강한이웃나라때문에스스로뭉쳤

다. 그에 따른 영향은 먼저 집단주의다. 나보다

우리라는의식이매우강하다. 나(I) 라는개념은

별로없다. 혼자살아도‘우리’집이다. 그러다보

니외국에대해선포비아가있다. 양놈, 왜놈, 되

놈이렇게얘기하지않나. 민족주의강한것도좋

지만 지나치면 국수주의로 발전한다. 민족 공동

체에대한본능적인귀속감이굉장히강한게특

징이다. 다만 국제화에 방해되지 않고 국수주의

로흐르지않는한민주주의발전과는무관하다.”

강한 권위주의 = “권위주의는유교와샤머니

즘, 농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됐다. 지도층

에 대한 민중의 자세가 복종적이다. 유명한 정

치학자 루시안 파이 미 MIT 석좌교수 같은 사

람은순종형정치문화(subjective culture)라고

부른다. 권위를 따른다는 것이다. 권력자를 쉽

게 존경하고, 카리스마를 쉽게 인정하고, 권력

자는 스스로 독선에 빠지게 된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

고정치하는사람들이라고생각한다. 법률도생

활을통제하는수단이된다. 권위주의가심해지

면 충효를 강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권력이

제도화되지 않고 인격화된다. 권위주의는 배제

돼야한다.”

강한 명분주의 = “명분주의는 동양 3국에만

있다. 명분은정치나행동에있어서원칙주의를

앞세우는걸말한다. 정치와행정에서국민편의

주의보다는원칙론이나형식주의에빠지는경향

이나타난다. 명분을앞세우다보니수정과타협

이쉽지않다. 그래서대체적으로목표가막연하

고추상적이다. 근사한말인데뭔지모르는것을

목표로세우는경우가많다. 사람에대한평가도

실력보다원만하고중용적인사람을높이친다.

옛말가운데‘영의정중에인물없다’란말이있

다. 중용으로윗사람들의입맛에맞춰서올라간

사람이라는뜻이다. 민주주의발전을위해선수

정보완돼야한다.”

강한 편협주의 = “지연, 혈연, 학연따지는것

을 얘기한다. 미국에도 향우회가 다 있다. 뉴욕

향우회, LA 향우회이런게있다. 이건농경문화

헌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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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산이다. 대가족지역공동체를이루고살았

는데이게산업화로깨졌다. 여기에서오는소외

감, 고독감을보완하는과정에서지연, 학연, 혈

연을 굉장히 따지기 시작하게 됐다. 예를 들어

경남고출신이김대중밀었다, 아니면반대로광

주일고출신이김영삼을밀었다? 아마동창회에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경

상, 전라, 충청이따로논다. 학연도마찬가지다.

이회창전한나라당총재가대선에나왔을땐김

근태전열린우리당의장한테도이전총재가경

기고인데넌왜이회창안미냐고했다더라. 김

전의장이당혹스럽다고했다. 혈연도마찬가지

야. 종친회, 대통령들이 야만스럽게 종친회 다

나갔다. 다 나가서 앉아 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편협주의를극복해야될사람들이. 낭산김

준연선생이대통령선거나갈때동아일보기자

가‘무슨근거로대통령후보로나가냐’고물어

봤다. 그때 김 선생이‘김해김씨가 500만명이

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에서 스미스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미국에 스미스가

4000만명이다’고 대답했으면 앰뷸런스를 불렀

을거다. 내가김대중전대통령선거할때도대

구에서열심히하는사람있어서물었더니‘저도

김해김씨예요’그러더라.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치유극복돼야한다. 야만적이다.”

정치적 감상주의 = “인정하고의리때문에준

법정신약화되는걸말한다. 친해지고가까워지

면인정과의리가생겨서여러이익을몰아주는

행태다. 이게다유교의영향이다. 예를들어전

관예우라는 게 있다. 판·검사가 옷 벗고 1∼2

년변호사를하면몇십억원을번다. 그렇기때

문에전관예우변호사를찾아가면좋은결과가

나온다. 이런각종민원이많은것은정치적감

상주의때문에그렇다. 민원이해결돼야국회의

원이 되는데 유리해진다. 이것 때문에 선거에

돈이쓸데없이많이든다. 매표라기보다인정

과 의리 만들기 위해서

차나 밥을 먹어야 된

다. 그게 한국인 의

식구조다. 

정전대표는△권위주의는배제, △명분주의는수정보완△편협주

의는치유극복△정치적감상주의는수정보완△강한배타성은치

유극복돼야한국의민주주의가발전할수있다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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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코트입은여자한테‘한표부탁합니다’

그러면‘맨입으로되냐’고한다. 그게돈을달란

소리가아니라커피한잔이라도함께먹어서인

정이나 의리가 발동되면 열심히 돕겠다는 의미

다. 서양사람들은공공권에보다성숙하고일본

사람은의리권에보다성숙하다. 한국사람은인

정권에성숙하다. 이게수정보완돼야민주시민

으로성장할수있다.”

강한 배타성 = “한국사람들은인정이많으면

서비타협적이다. 이것은명분주의, 농경사회의

유산으로대가족이나자연부락을중심으로살면

서내것이아닌것을밀어내고우리로살면서생

기게된의식이다. 우리동네, 우리부락이아니

면 경계하며 살아야 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흑백 논리, 여야의 강력한 대결, 동서

지역감정 등이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 대결의

정서가강한게배타성때문에그렇다. 지역감정

도바로이거다. 이런정서가서양에도있고일

본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강하다. 친구 간에도

하나는 한국당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

에들어가면그날로거기에매몰이된다. 이것

은치유극복돼야한다.”

정치의식 구조의 유동성 = “마지막으로 정치

의식구조가유동적이고변화무쌍하다. 고정화돼

있지않고정형성이부족해예측하기어렵다. 정

치의역사가짧은탓이다. 일제까지올라간다고

해도 100년이덜된다. 영국에서마그나카르타

에 존 왕이 서명한 게 1215년이다. 명예혁명은

1688년, 권리장전이 1689년이다. 짧게봐도 330

년이 흐른 거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농축돼왔다. 쿠데타나독재정치등변화

가무쌍하게정치가진행됐다. 때문에정치엘리

트의충원이불규칙적으로이뤄졌다. 한국사람

의의식구조에선남들한테찍히지않으려고태도

나결정을유보하는경우가많다. 내가어떤사안

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죽기 꼭 알맞다.

예를 들어 6·25전쟁 때도 지리산에선 죽을 지

경이란거다. 낮에는한국경찰이올라와서, 밤에

는빨치산이내려와서. 이런기억들때문에태도

나결정을유보하거나회피하게되는거다. 다만

민주주의의직접적인발전과는관계가없다.”

정전대표는△권위주의는배제, △명분주의

는수정보완△편협주의는치유극복△정치적

감상주의는수정보완△강한배타성은치유극

복돼야한국의민주주의가발전할수있다고역

설했다. 

그는“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다. 제도와

법률을바꾸는것과달리의식구조를바꾸는것

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며“국민운동적 차원

에서길게내다보고의식구조고쳐가려는캠페

인이있어야한다”고했다. 그는“그래야우리나

라의민주주의가제대로정착할수있을것이다.

이런캠페인을벌여야한다”고강조했다. 

헌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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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말하면서“책

으로 쓴다면 여러 권이 될 것”이라고들 한

다. 그렇듯이사람의인생은수많은우여곡절과

천신만고가 있어서, 그것을 굳이 다른 이에게

펼쳐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사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

생인데, 그중에서도특히두드러지고뛰어나며

남다르게살아온사람의경우라면어쩔것인가.

그런 이에게는 아마, 그 내용이 자랑이 되었든

지타령이되었든지간에, 제인생에대한이야

기를 책으로 쓰자면 수십 권이 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그러는지몰라도, 실패한인생을글로

쓰는사람은보기드물지만, 성공한인생을살아

온이들이대개자서전을쓴다. 그리고그들성

공한이들의자서전은, 문자그대로성공하고싶

은이들에게주로읽혀지며, 그들에게인생의지

침서로서의역할을하게된다. 바꾸어서말하자

면, 그런 자서전은 읽는 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방향을제시해줌으로써, 훌륭한멘토의역

할을 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출간된, 전국회의원이며큰기업의주인인박유

재의자서전『팔전구기의인생드라마』가우뚝한

상징이되고도남을것으로보인다. 

이 책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충북 옥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무역

회사의 말단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뒤

로부터스스로무역회사를열어역량을키운다

음, 제조업에뛰어들어소위‘싱크대혁명’이라

고일컬었던‘오리표싱크’를세상에선보임으로

써큰성공을거두었고, 그것을기반으로자신의

고향인옥천보은영동의지역구에출마하여 11

대국회의원으로당당히당선되기도했으며, 이

어서‘오리표’를‘에넥스(ENEX)’라는 새 이름

으로 바꾸고 경영을 혁신, 국내 최고의 싱크대

회사로키워놓은성공한기업인이다. 이런그가

이제회사경영에서한발물러나서차분히되돌

아보는발자국들이이책을읽는이들에게새삼

작고 큰 감동과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깨달음까지준다면, 그가기업에서성공

했듯이이책을출간한일도크게성공한것임이

분명하다. (편집자)

회원신간

박유재자서전
『팔전구기의인생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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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눈부신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교육

은지대한기여를했다. 교육은많은사람을

무지와문맹에서자유롭게했고, 이에힘입어민

주주의가단단하게뿌리를내릴수있었다. 교육

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력을 공급

하는데도매우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가무르

익고경제성장이급속하게이루어지는과정에서

광범한사회이동이발생하기도했다. 하지만우

리교육의괄목할만한성취뒤로드리워진그림

자 또한 짙고 깊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계층상승욕구의충족에경도된교육

우리 교육은 개발연대 초반까지는 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했

던것으로볼수있다. 경제발전이어느정도이

루어지고국민의교육수준도높아지자사람들이

계층상승에깊은관심과집착을보이게된다. 이

에따라우리교육은갈수록국민의계층상승욕

구를충족하는방향으로경도되었다. 그결과선

발과변별이학교가수행하는교육활동의중심

을차지하게됐다.

선발과 변별 중시 교육은 성적지상주의를 낳

았다. 그리고 성적지상주의는 교육다운 교육이

자리잡을수있는여지를제거해버렸다. 교육

이성적지상주의의지배를받게되면교과성적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모든교육활동은학생의성적향상과입

시성과에초점을맞추게되고수월성교육은성

적이우수한학생이좀더뛰어난성적을얻기에

유리한교육여건을조성하는것으로규정된다.

이같은교육풍토에서교과성적이아닌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이나 잠재력을 지닌 학생

은별다른주목을받지못한다. 이런학생은자

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할 기회를

얻기어렵게되는것이다. 결국성적지상주의가

기획?교육

김경근

고려대교육학과교수

한국교육무엇이문제이며

어디로가야하나

014-096  2020.2.21 5:7 PM  페이지48   Cheil-868 



2020. 3 49

지배하는교육풍토에서는패자와낙오자가양산

될수밖에없고, 많은학생이승산이없는성적

경쟁에 내몰려 아무런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채졸업할때까지인고의세월을보내야한

다. 한국학생들의행복도가세계최하위권을맴

도는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성적지상주의는 학생들의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끼쳤다. 특히상급학교진학을위한선발

자료인내신의중요성이점점커지면서그폐해

는한층심각해졌다. 상대평가에기반한내신경

쟁은옆자리친구조차밟고일어서야할대상으

로만들정도로치열하고잔인하게전개되기때

문이다. 이런상황에어린학생들이오랫동안노

출되면인성이크게피폐해지는것은피할길이

없다. 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인성교육

진흥법이우리사회에등장하게된것은이런맥

락에서이해할수있다.

시대적합성결여한교육패러다임의답습

교육에서선별과변별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

다. 공정성은객관적으로산출한성적을근거로

한줄세우기를할때가장쉽게담보될수있다.

이 경우에 시빗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은

주로객관식선다형문제로치러지게된다. 객관

식선다형시험을대비하는데는단편적지식습

득과반복적문제풀이가주효하다. 이런시험에

서는 학생이 자신만의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시현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 객관

식 문제로 출제되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시확대를두고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로돌

리는정책이라는평가가나오는까닭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단시간 내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일이중요했고, 이런지식과정보의습

득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뛰어난 인재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보면지금의한국교육은대량생

산을 뒷받침할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적합했던

19세기 교육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서자유롭기어렵다. 이전에상상조차할수없

었던 혁신적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단편적지식습득과암기능력

에큰가치를부여하는것은시대착오적이다. 단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우리교육이선발과변별을주로객관식시험에의존하는문제도

개선해야한다. 객관식시험은4차산업혁명시대에절실하게요구

되는창의력이나비판적사고능력을말살할소지가큰까닭에좀더

미래지향적인평가도구의도입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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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지식습득이나암기능력에관한한인간이

결코인공지능(AI)을이길수없기때문이다.

사교육의번창과계층간교육격차심화

한국은사교육공화국이라할수있다. 사교육

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영아부터 대학생까지를

아우르고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도 무척 다

양하다. 대다수국민이대학입시가누군가의삶

에서운명적변곡점이될개연성이높다고생각

하는 사회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한사교육이번창하는것은그다지놀라운일

이 아니다. 특히 그렇게 중요한 입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과분한 보상을 누리지만 패배한

사람은나중에그실패를만회하기무척어려운

사회에서는더욱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무력화의 원

흉이 되어 있다. 적잖은 학생들이 학교를 방과

후에 학원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취하고때가되면졸업장이나받는곳으

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 모두 학교에서 치열하게 배우거나 가르치

려는의욕이나태도를보이지않는경우가많다.

반면공부를제대로하려면학원에가야한다는

인식은사회전반에팽배해있다.

사교육은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주범이기

도하다. 우리사회에서상류층이나중산층은교

육을기득권유지또는계층상승의핵심도구로

활용한다. 이들에게사교육은더할나위없이유

용한지렛대가된다. 사교육시장에는폭넓은스

펙트럼의 상품이 존재하는데, 경제력이 좋을수

록질높은고가의상품을구매할수있기때문

이다. 이는부모의경제력이학업성취에끼치는

영향력을한층강화해계층간교육격차를심화

하는데일조하고있다. 작금교육이부와사회

적지위세습의핵심기제가되었다는비판이고

개를들게된배경이다.

한국교육의개혁방향

패자와낙오자를양산하는교육제도를개혁하

기위해서는무엇보다일원론적능력관기반교

육을 다원론적 능력관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아동이 지닌 각양각색의

재능과 잠재력을 한결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여기며그것을최대한계발하기위한맞

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정한

수월성교육을실천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현재의경직적이고획일화된학교제도

아래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실시하기어렵다. 학생들이성취도, 학습

동기, 학습속도에따라개별적으로차별화된수

업을받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런문제

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훨씬유연한학

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인 교육제도를 만들어 교육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기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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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는 학생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과 서

열주의를 조장하여 패자를 양산하고 학교를 사

활을건전쟁터로만든다. 상대평가방식이교육

평가의근간으로계속남아있는한미래사회에

요구되는핵심역량으로알려진협업능력이나더

불어사는능력의체화도기대하기어렵다. 따라

서모든학생이학습과정에서성공을경험할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일도

서두를필요가있다.

어떤사회에서든시험은학습내용및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시험이 중시되는 사회에

서는그영향력이배가되는경향이있다. 이렇게

보면우리교육이선발과변별을주로객관식시

험에의존하는문제도개선해야한다. 객관식시

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능력을 말살할 소지가

큰까닭에좀더미래지향적인평가도구의도입

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서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

가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입시의 미래지향적 개혁도

필요하다. 특히유수대학의입시가공정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교육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담보

하는방향으로바뀔필요가있다. 신입생의사회

경제적, 지역적배경이지금보다훨씬다양해지

도록하는것이대안이다. 

유수대학의입시가이렇게바뀌면여러가지

긍정적효과가나타날수있다. 다양한배경특

성의학생들이낯섦에일상적으로노출되면창

의력발현에많은도움을받게될것이다. 민주

시민의식함양도좀더원활하게이루어질것이

다. 저소득층 학생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

고대입전형에서사교육의영향력을상당부분

무력화하는효과도기대된다. 교육개혁에걸림

돌이되곤하는강남집값폭등도잠재울수있

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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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4차산업혁명대비교육혁신

의중요성이부각된지꽤되었다. 이주제와

관련하여가장흔히제기되는의견은‘4차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전반 그리고 일과

생활의모든방면에큰변화가오고있으며, 단

순반복적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

고도의지적능력을가진자들에대한사회적수

요가늘어날것이다. 따라서문제해결력과창의

력신장위주로교육을혁신해야한다’로요약될

수있다. AI 등기술의발달은기성세대가몸담

았던많은직업들을사라지게할것이며, 새로운

직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인재들을 양

성하는방향으로교육이이뤄져야할것이다. 기

계의작업에방해가되는사람이아니라기계의

역량을 끌어올려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인재가앞으로더욱많이필요한시대이다.

이러한이유로미국, 싱가포르등선진국가들은

미래학교의모습에대해깊게고민하고교육혁

신을가져올수있는교육과정과교육방법의실

천에많은공을들이고있다. 

획일화된체제속무의미한경쟁에내몰려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창의력등의키워드

들이교육정책의중요한이슈로자리잡은것은

군부독재 정권의 막이 내리고 우리나라가 민주

화되기시작했을때부터라고볼수있다. 이러한

낱말들은교육자와교육행정가들에게전혀새로

운말들은아니다. 그렇다면여기에서우리가짚

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하

는교육적이상에가까워지지않았냐하는점이

다. 미래사회를위한인재양성에대해정권마다

외쳐왔지만, 왜아직도대한민국의교육은획일

화되고 경직된 체제 속에서 학생들을 무의미한

경쟁에내몰고있을까? 우리의상황을좀더객

관화하여 보자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

기획?교육

李禮瓊

서강대교육대학원교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
한국교육공학회부회장

첨단미래학교추진자문단

4차산업혁명과미래교육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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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2018년보고서에의하면우리나라는 63

개국 중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

위) 차원에서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

다. OECD 자료에의하면학생들의과학에대한

즐거움과흥미는OECD 평균(2015년PISA)보다

낮으며, 삶에대한만족도또한현저히낮다. 이

러한데이터가의미하는바는초중등학교에서는

개인의흥미에따라진로를스스로개척할역량

을키워주지못하고있으며, 고등교육은사회의

요구와괴리된교육을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 

대부분의학생들이무의미한학교교육의굴레

에서벗어나지못하고미래교육혁신이매번정

권과 선거철의 구호로만 존재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들수있다. 좋은직업의희소성에따른

대입경쟁, 그리고치열한경쟁의방법으로우리

가 사용하는 입시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조금관점을달리해서보면, 혁

신은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혁신의

시험가능성과 관찰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이루어질수도실패할수도있다. 예를들

어스마트폰으로인한우리의일과생활, 의사소

통의 파괴적 변화와 편리함은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에필요한모든요소들을충족시켰다. 

미래교육혁신은매번선거철구호로만

그러나 교육혁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 즉 혁신을 가져올 만한 요소들을

찾기 어렵다. 우선, 학생,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혁신에대한절실한필요가있지만, 정치를하는

사람들에게는그것이없다. 왜냐하면, 교육혁신

은시간이오래걸리는일이며, 성공을하더라도

그성과는금방보이지않아다음선거에영향을

미치지않기때문이다. 참으로단순한관점이지

만정치를하는사람중에자식이다커서혹은

여타의이유로자신이든자식의교육으로큰고

통을받고있는사람들이많지않다는것도혁신

에대한절실함이없는이유로볼수있다. 정치

하는 사람들에게는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

야본전도못건지는것이교육혁신이라더더욱

절실함이없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는 고가의 물건이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대한민국의교육은더이상변화를미룰수없는시점에와있다. 

앞으로교육혁신이선거유세에서사용되는일회용장식품으로

그치지않고과감하게추진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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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누구든지 쉽게 시험해 볼 수 있으

며, 스마트폰이 생활/직업/사업에 가져오는 이

점들역시쉽게관찰할수있다. 그러나교육혁

신은 정치가들이 다시 중고등/대학교에 입학하

지않는한경험해볼수도없고, 혁신이있다하

더라도그성과가분명하게드러나지않는다.  

선거유세에서, 방송토론에서도모두미래를

위해교육이바뀌어야한다고하지만그말을하

는사람도정말그말을믿는지, 그말에대한명

백한근거가있는지여부도알수없다. 교육이

우리의미래라는논리로만보자면, 과거군부독

재정권시대의문화를그대로반영한 70, 80년

대의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가져올수는없는것이다. 즉, 상명하달

식의획일화된교육을받았던세대에의해대한

민국은망했어야하는데그반대로민주화도되

고크게성장하였다. 그래서알게모르게우리의

무의식속에는교육을잘못해

도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는지

도 모른다. 이런 모든 상황들

을 고려해본다면 교육에서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역량키우기위해서라도교육혁신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교육에 있어

서의 변화를 하루 빨리 촉구해야만 하는가? 그

것은 우선 미래 세대의‘기초역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고도의지적사고능력

이아니라기초역량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이는

앞으로우리사회에심각한문제가될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기초역량이란 기본적인 언어능력

이나 문해력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OECD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

상위권학생들의역량(언어, 수리, 과학, 문제해

결력등)은그수준이매우높으며향상되고있

는 추세이다. 반면, 하위권의 학생들의 역량은

기획?교육

산업혁명에따른시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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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떨어지고있다. 아직은인간의상식과상황

/맥락파악, 언어적능력에비견할만한인공지

능 시스템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기초역량이 부족한 인간보

다능률적으로일하는시스템이선보이게 될것

이다. 과거에는기본문해력과언어적능력이떨

어지는 사람이더라도 단순반복작업을 요하는

일을하면서생계를유지할수있었지만, 앞으로

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의미이

다. 인공지능이많은직업들을대체하게되는시

대에서 상위권 역량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

를 슬기롭게 개척하여 새로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갈수있지만, 학습역량이낮은집단은

4차산업혁명의혜택을누리지못하고뒤쳐지게

되어우리사회가그비용을치러야할것이다. 

교육과정·방법변화…진지한논의필요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은 역량이 우수한 사람들의 잠재성을 더욱

개발해주고, 그반대의사람들이사회에서뒤처

지지않을정도의기본역량을충실히쌓을수있

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

어야하며, 무엇보다도입시공정성논의에서벗

어나교육과정과방법의변화에대한진지한논

의가우선시되어야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

여지난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미래지향적

인교육시스템과방법에대해다음과같이제시

하였다. 

우선교과중심이아닌미래핵심역량중심으로

초중등 및 대학교육의 전면적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즉,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

는지적역량과태도함양을위해서는다양한미

래학교모델발굴과이들학교에대한자율성부

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성이 전제되어야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상이한 능력의 학생들이 개인

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을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자율적 혁신을 주도하도

록학생선발, 경영, 재정등에있어대학의재량

권을확대시켜주어야한다. 등록금, 강사선발까

지도 관여하는 정부의 통제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러한사안들을이슈화하는정치인들의논리에

서 벗어나 대학들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체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미래직업구조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

수있는평생교육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이다.

즉, 일방적이고단순기술위주의평생학습체제

관행에서벗어나누구든지학습방식의고도화를

통하여자신을스스로혁신해나갈수있도록하

는체제가절실한때이다. 대한민국의교육은더

이상변화를미룰수없는시점에와있다. 앞으

로 교육혁신이 선거 유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장식품으로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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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독립영화인‘10년’(十年)이 2016년 4

월홍콩판아카데미영화상이라고불리는금

상장(金像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

정된적이있다. 이영화는중국의통제가강화

된 2025년의홍콩을묘사한다섯개의단편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작품이다. 흑사회(폭력조직)를

정치에 개입시켜 홍콩에 국가안전법 도입을 도

모하는 중국의 고위 관리, 보통화(普通話:중국

표준어) 사용의무화로고초를겪는홍콩의택시

기사, 홍콩독립운동을주도하다투옥돼단식투

쟁하다숨지는청년운동가, 중국식교육을받아

홍위병처럼 어른들을 감시하는 홍콩 어린이 등

을소재로다뤘다. 50만홍콩달러(7000만원)의

저예산으로 제작된 이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홍콩의암울한미래를그린이영화가당

시최우수작품으로선정된것은중국의강압통

치에분노한홍콩시민들의마음을담았기때문

이었다. 이영화는지난해부터시작돼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의‘예고편’이

라고말할수있다. 

홍콩시위근본원인은일국양제

홍콩 시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국양제

(一國兩制) 때문이다. 일국양제는하나의국가에

두개의체제, 다시말해국가는사회주의체제

의 중국이지만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

주주의정치체제등에따른각종제도를그대로

유지하는것을말한다. 홍콩은 1840년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56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받다가 1997년중국으로주권이다시귀

속됐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마가릿대처영국총리와주권반환협상에서홍

콩에 일국양제라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제도를

50년간보장한다고약속했다. 이에따라영국정

부는 1997년 7월 1일식민지였던홍콩의주권을

시사초점

李長勳

국제문제애널리스트

홍콩시위사태는시진핑주석의

新일국양제에대한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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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이양했다. 중국정부는홍콩을귀속

한 초창기에는 일국양제에 따라 설치된 홍콩특

별행정구에대한간섭을최소화했다. 그러다중

국정부는 2000년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통제

를강화하기시작했다. 중국정부는또각종정

치적사안에개입하는것은물론입법부와사법

부, 언론에대한통제도강화했다. 

특히시진핑국가주석은 2013년정권을잡은

이후홍콩을중국의일원으로만들기위해덩샤

오핑의 약속을 깨뜨리고 새로운 일국양제를 추

진했다. 이른바 신(新) 일국양제는 중국 정부가

2014년 6월 10일‘홍콩특별행정구의 일국양제

실천’이란제목으로발표한백서에담겨있다. 중

국 정부는 이 백서에서“일국양제의‘양제’와

‘일국’을동등한가치로간주해서는안된다”면

서“‘양제’는‘일국’에서비롯된것”이라고규정

했다. 다시말해시주석과중국정부는“일국양

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경제체제의 원칙이며, 정치체제는 중국의 사회

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주석의의도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체제를

홍콩에 도입해‘홍콩의 중국화’전략을 강력하

게추진하겠다는것이다. 그이유는홍콩의민주

주의체제를유지시킬경우대만과의통일이어

려울뿐만아니라티베트와위구르등소수민족

들의독립과자치권요구를초래할수있기때문

이다. 가장중요한이유는‘중국의홍콩화’가촉

발될수있기때문이다. 중국민주화세력이서

구식민주주의개혁을요구할경우자칫하면‘제

2의톈안먼사태’가발생해공산당의일당독재

체제가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    

우산혁명도‘홍콩의중국화’가발단

중국정부는신일국양제원칙에따라 2014년

9월 28일부터 79일간‘우산 혁명’이라고 불린

홍콩 대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범죄인중국송환반대시위(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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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을동원해철저하게탄압했다. 이에따

라홍콩대학생과시민들이중국정부에홍콩의

최고통치자인행정장관을직선제를통해뽑겠다

는약속을지키라며벌였던민주화시위는실패

했다. 이후중국정부는 2015년반중서적출판

업자들을 홍콩에서 중국으로 강제 연행하는 등

노골적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해왔다. 이처

럼홍콩시민들의중국정부의지나친중국화정

책에대한불만과반감이갈수록쌓여가고있는

가운데캐리람행정장관이지난해3월29일‘범

죄인인도법’(송환법) 개정안을마련해입법회에

상정했다. 명분은대만에서여자친구를살해한

뒤홍콩으로도주한 20대홍콩청년을살인죄로

처벌할수없을뿐만아니라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않은대만으로송환할수없다는것이었다.

홍콩법은타국에서발생한죄를처벌할수없을

뿐만아니라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하지않은

국가나지역에범죄자를인도할수없도록하고

있다. 람장관은중국을포함해대만, 마카오등

범죄인인도조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나지역

에도사안별로범죄인들을인도할수있도록송

환법을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중국의‘꼭두

각시’라는말을들어온람장관이송환법을개정

하려는것은중국정부가홍콩의독립적인사법

체계를무너뜨리려는의도에따른것이었다. 

송환법정치적악용…구의원선거범민주압승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정치적

으로악용할수있다며반대시위에나섰다. 지

난해 6월 9일 103만여명이참여하면서시작된

시위는새해에도계속되고있다. 연일시위가계

속 되자 홍콩 경찰은 시위 중이던 18세 학생에

게실탄을쏘는등강경진압해국제사회에충격

을주기도했다. 홍콩경찰은시위대를체포하기

위해홍콩이공대학을 2주일간완전포위하기도

했다. 하지만지난해 11월 24일치러진홍콩구

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452석 중 385석

을차지하면서친중국파에압승했다. 결국람행

시사초점

홍콩시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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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관은송환법을공식철회할수밖에없었다.

하지만시위대는람장관사퇴와행정장관직선

제등을요구하고있다. 홍콩시위사태는최소

한오는 9월입법회(우리나라의국회격) 위원선

거때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게다가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의

회가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홍

콩시위사태가미·중외교갈등으로이어지고

있다.  

특히홍콩시위사태덕분에 1월 11일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이‘눈엣가시’로여겨왔던차이잉원총통이

재선에 성공했고 집권 여당인 민진당도 입법원

전체의석의과반수를얻으며승리했다. 차이총

통은그동안중국정부의‘하나의중국원칙’을

거부하고일국양제통일론에강력하게반대해왔

다. 홍콩시위사태를보며‘동병상련’을느껴왔

던대만국민들은‘오늘의홍콩이내일의대만이

될수있다’면서대만독립성향의차이총통을

선택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만에서 차이총통 재

선의일등공신은시주석과중국정부란말까지

나왔다. 홍콩시위사태로대만에선중국이주장

해온하나의중국원칙과일국양제에대한거부

감때문에중국정부의통일방식이먹혀들지않

았기때문이다,  

홍콩제외‥선전혁신경제권으로육성계획

시주석과중국정부는앞으로도신종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도불구하고홍콩시위에강경

대응하면서신일국양제정책에박차를가할것

이분명하다. 홍콩에서신일국양제가실패하면

중국으로선 대만과의 통일도 자칫하면 완전히

물건너갈수있기때문이다. 시주석은또홍

콩시민들이요구하는행정장관직선제도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홍콩의 민주화

는자칫하면중국공산당일당독재체제의붕괴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홍콩시위사태를저지하기위한방안의

일환으로 아예‘홍콩 죽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는광둥성 9개도시와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세계적 혁신 경제권을 만들겠다

는‘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프로젝트에서 홍콩을 제외시켰다. 중국

정부는 선전을‘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

구’로지정하고 2050년까지글로벌금융과비즈

니스도시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 중국정부가

이런전략을추진하는것은홍콩을자국의일개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홍콩의 젊은 층들 중

상당수는 경제까지 서서히 무너지자 홍콩을 탈

출해대만등제3국으로이주하고있다. 

아무튼오는 2047년이면홍콩은중국에완전

히귀속되기때문에홍콩시민들의저항에는한

계가있을수밖에없을듯하다. ‘둥팡밍주’(東方

明珠:동양의진주)라고불리던홍콩의미래는암

울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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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일치러지는미국 46대대통령선

거를250여일앞두고공화당과민주당은그야

말로사생결단의혈전을벌이고있다. 이미공화

당은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재선을위해트

럼프승리위원회(Trump Victory Committee)와

당차원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의체

제를갖추고백악관재진입을자신하고있다.

한편 2018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은 193석에

서 226석으로(공화당은 235석에서 198석으로)

대통령의탄핵소추권과예산, 각종법률안에대

한의결권을갖고있는하원을장악하면서트럼

프대통령의재선을저지하기위해총력을쏟기

시작했다.

승자독점(Winner take all)의정치, 경제전

반에걸친전통을갖고있는미국은민주당의하

원권력장악으로의장과 13개전상임위원회위

원장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공

세를 펼치면서 드디어 탄핵이라는 최대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탄핵은 상원에서의 재적

2/3(100명중) 통과가전제되기때문에반대 52,

찬성 48로지난해 7월말부터공방을벌여온탄

핵소동은 127일만에막을내렸다.

이제민주당(공화당은이미트럼프현대통령

으로 후보가 사실상 결정)은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선택하기위해 TV 토론, 여론조사, 당원

대회(당원들만의 Caucus)와 예비선거(당원뿐만

아니라일반유권자공개참가 Primary)를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쓰러뜨릴 최적의 후보를 뽑는

치열한당내경선을치르고있다.

주요현상과변화움직임

▲여론조사로본트럼프의국정평가와민주

당의당선가능성

회원원고

申仲植

17대의원
前국정홍보처장

前민주당부대표

불붙은레이스
사생결단의미국대통령선거

014-096  2020.2.21 5:7 PM  페이지60   Cheil-868 



2020. 3 61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상원

에서의 탄핵 부결 직후와 민주당 아이오와

Caucus(당내 경선) 이후 49%로 최정점에 이르

렀다.(갤럽) 그러나 하원 탄핵심의 과정에서 증

인에나선손들랜드(Sondland) 주EU대사와백

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우크라이나전문해군

중령을보복차원에서해임한데이어, 자기측

근 실업가이자 후원자인 토머스(Thomas)에 대

한법무부기소검사의형량(7∼9년)을가혹하고

어처구니 없는 중형이라면서 윌리엄 바 법무장

관에게트윗을통해수차례압박한데다, 러시아

와 관련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코미

(Comey) 전FBI 국장과매케이브(McCabe) FBI

국장대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 중단에 대해서도

장관에게불만을공개적으로표명했다.

이에대해바(Barr) 장관은 ABC 뉴스출연에

앞서이런상황에서장관직수행은사실상어렵

다고 실토한데다 4명 담당검사 전원의 사퇴와

2000여명의전직법무부(DOJ) 직원들은연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에나섰다. 또한계속되는트럼프의막말과욕설

등이 언론 등에 드러나자 민주당과 특히 NYT,

WP, CNN 등이이를집중보도하면서트럼프의

인기는하강국면에접어들었다.

현재 국정지지도는 친공화, 트럼프 성향의

Rasmussen과 Zogby 여론조사 외 Gallop,

YouGov, Pointblank 등은 40∼42%대의 하락

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바이든, 샌더스, 심지어 뒤늦게

뛰어든 블룸버그도 트럼프에 앞서고 있다고 보

도되고있다.

▲이변과돌출, 예측불허의민주당후보경선

11월 3일대통령선거일을 270여일앞둔지난

1월 3일전국에서최초로테이프를끊은아이오

와Caucus(등록당원들만이투표에참가)에서는

38세의 게이로 전 소도시 시장(인구 10만의 인

디아나주 사우스벤드)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가예상을뒤엎고 1위를차지, 무명의

후보가 유력 민주당 경선후보로 깜짝 부상하자

전미국뉴스미디어의집중보도가시작되었다.

반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여론조사

에서단연 1위를고수해온전부통령조바이든

(Joe Biden)이 5위로 밀려나자 더욱 아이오와

경선결과가주목을끌었다. 비록 315만여명으

로미국 50개주중 30번째인아이오와는백인구

성이 91%, 흑인은 2.6%, 히스패닉계 6%에그치

고있는데다전당대회참가대의원도 1%로전체

3,979 명중41명만이배분된다.

이렇듯부티지지의 1위등장은언론의집중보

도와선거자금모금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

이나 1위부티지지(26.2%)와 2위샌더스(26.1%)

후보간의격차가0.1% 차이밖에나지않았다.

이어2월7일실시된뉴햄프셔Open Primary

(비당원은등록만하면투표하는방식)에서도부

티지지가 24.4%로 1위샌더스의 25.7%를간발

로육박하는이변이계속되었다.

뉴햄프셔 역시 백인 구성 비율이 9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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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 2.8%, 히스패닉계 3.7%에 불과하기에

아이오와에 이어 5위로 밀려난 조 바이든은 2

개 주의 경선결과는 아이오와가 전체 대의원

1%, 뉴햄프셔는 1.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

월 22일 네바다와 2월 29일 사우스캐롤라이

나, 그리고 3월 3일 16개주에서동시에실시되

는 Super Tuesday Primary에서판가름나는

결전장이 될 것이라고 1위 탈환을 다짐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인구 300여만의 33번째 큰 주로

백인이 60.6%, 흑인이 9.8%, 아시아계 0.8%,

히스패닉계 28.8%로 인종 구성이 비교적 다양

한데다비백인비중도크기때문에백인비중이

90%가넘는아이오와, 뉴햄프셔경선과는다른

결과가나올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

그러나네바다도전국대의원수의 2.5%에그

치고있고, 이어서 2월 29일치러지는사우스캐

롤라이나Primary는인구 500만이넘는데다흑

인이 27.3%, 아시아계와히스패닉계가 7%에육

박하여인종, 문화, 교육등다양성이있기때문

에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부활이냐

중도 사퇴냐 아니면 중도성향의 이른바

Centrist로트럼프대통령의재선을저지할만한

대항마가 나올 것인지가 민주당이 당면한 초미

의과제라할수있다.

비록샌더스후보가 2016년힐러리클린턴과

전당대회현장까지뜨거운경쟁을벌였고, 이번

2020년 경선 초반에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급

진적인 건강보험, 교육, 조세 정책 등으로 당내

중간보수층이나비당원의지지를확보할수있

겠는지가최대관건이다.

특히초반이변의돌풍을몰고온부티지지는

비록 하버드대와 옥스포드 장학생, 29세에 10

만 인디아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당선, 아프가

니스탄전에 참전 정보장교 근무 경력 등이 초

반돌풍을몰고왔으나국정경험부족과Gay로

서전국적인지지확보에문제가있다고지적되

고있다.  

바로이시점에서민주당과언론의주목을받

고있는늦깍이후보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3기에 걸쳐 뉴욕시장을 역임한 마이클

블룸버그다.

62억불에가까운억만장자로불과 2개월여공

식 선거운동(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 불참)을

시작한이래주로 TV 광고비등으로이미 1억불

이상사용한것으로보인다.

Real Clear Politics에 의하면, 블룸버그는 2

억불, 실업가스타이어후보 2억 6백만불, 샌더

스후보 1억 9백만불, 부티지지후보 7천 2백만

불,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6천 1백만불로 워렌

후보에게도모금에서뒤지고있다. 워런후보는

8천 2백만불, 아미 클로버샤 후보는 2천 9백만

불모금에성공했다. 5위로밀려난바이든후보

는이렇듯선거자금모금에도어려움을겪고있

다. 그런가하면트럼프대통령은 1억 4천 4백만

불을걷었다고발표했다. 지난주말트럼프대통

령은 거액헌금 만찬행사에서 40여명으로부터

최소 1천만불을모금하기도했다.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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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자예측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민주당 최종

후보간의막판대결의승자는누구일까에세계

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우선네바다 Caucus

와사우스캐롤라이나 Primary에서샌더스후보

의 1위고수여부, 부티지지후보의선두권유지,

바이든후보의 1∼2위권진입등이관심의표적

이다.

부티지지는 38세젊음과창의력, 급변하는정

보통신등과학분야에대한저력도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게이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한편샌더스후보는 80의고령에전국민건강

보험, 대학무상교육, 부유세신설, 법인세인상

등으로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어 결

과적으로 비당원과 당내 온건 중도세력의 지지

확산에한계가있다.

이제 민주당을 살릴 구원투수는 당 지도부나

언론에서 억만장자인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

버그에쏠리고있다. 블룸버그가급부상하자트

럼프대통령은예의트윗을계속날리면서인신

공격과막말로비난수위를높혀가고있다.  

블룸버그 후보는 78세 고령이지만 원래 매사

추세츠주 출신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에서경영학을전공한뒤, 뉴욕시장경력,

100% 자신의돈으로선거운동, 한때공화당적,

두번째부인의자금관리등내조, 전국적인인지

도등이높게평가받고있다.

블룸버그는오는 7월 13일위스콘신주밀워키

전당대회까지추가로 1억불이상의광고비와 30

여만명이상의자원봉사자와선거운동원을총동

원해자신의뉴미디어전산운영노하우와언론

재벌머독의협조, 전필라델피아흑인시장을정

치 분야 최고책임자로 영입하는 등 후발주자로

서총공세를펼치고있다.

이에위협을느끼고있는샌더스후보는블룸

버그후보의인종및여성에대한과거의정책과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부자들과 기득권층을 위

한후보는민주당의전통과현시대정신에맞지

않는다고 유세, 광고 등을 통해 맹타를 퍼붓고

있다. 

CNN은 지난 2월 3일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51%대42%로블룸버그가앞선다고보도하고있

다. 현재는 7명의후보가경선에참여하고있지

만 3월 3일 16개주 Super Tuesday Primary에

는 4명정도로압축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그

러나트럼프공화당측은 1)3.3%대실업률 (사실

상완전고용상태), 2) 새일자리 500만개이상,

3)지난 80년대금융위기이후지속적인최고주

가, 4)미국제일주의와백인우월주의, 이민규제

강화정책등이개신교, 백인중년여성층, 고소득

자와 기득권층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

다면서트럼프의재선을낙관하고있다

11월 3일 실시되는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는공화당의트럼프후보 (74세), 민주당의샌더

스후보 (80세)와블룸버그후보 (79세), 바이든

후보 (78세)로결국 70대노령후보간의대결이

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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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을시작으로중국한중심에

위치한우한에서원인불명의폐렴환자가갑

자기출현하여급속도로퍼지기시작했다. 환자

들은 우한시의 화난 수산물시장을 다녀온 병력

이있었고, 바이러스폐렴의양상을보였으나당

국은이러한새로운폐렴의유행을알리지않았

다. 며칠뒤안과의사인리원량이 SNS를통하

여 동료들에게새로운 SARS 유사폐렴의출현

을 알리자 공안당국은 그를 소환하여 경고까지

하였다.

그때부터 불과 2개월 사이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한폐렴은공식확인된숫자만해

도 28개국 64,658명을넘어과거 SARS의기록

을훌쩍넘어섰다. 새로운원인바이러스가발견

된지 2주가지나고태국등외국에서까지환자

가발생하자, 중국정부는사람간전파가능성

을인정하였다. 곧이어 1월 23일에는우한시를

전면봉쇄하여모든외부교통을차단하고, 시내

의대중교통수단도중단하는초강수를두었다.

전 세계의 질병 유행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WHO조차 미적거리다가 1월 30일에야 국제보

건비상사태를공식선포하였다. 후베이성을비

롯하여중국의환자발생은계속증가하고있으

나, 신환발생이점차감소되는추세로보아중

국의유행은정점을찍고안정내지하향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낙관론도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인 여러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전개될지는속단할수없다.

유행현황(2020년 2월 14일현재)

중국 정부가 2월 12일부로 진단 기준을 변경

하여 후베이성의 확진 환자수와 사망자수가 이

후 급증하였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기에 혼란

을일으키고있으나, 종래의확진기준을적용하

면유행은하강추세로보인다. 그러나중국정부

의공식통계는실제와는거리가멀다는것이여

최강원

명지병원감염내과교수

서울대의대명예교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
(코로나 19)의유행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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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능한 한 유행

규모를축소내지은폐하려는의도도있었을것

이고, 확진에필요한설비나시약이너무부족한

것도원인일것이다.

한국은 1월 20일우한에서온첫중국인환자

가확진된것을시작으로현재까지 28명의확진

자가있고, 5명은격리해제되어건강하게퇴원

하였다. 4일째확진환자가추가로발생하지않

아소강상태를보이고있으나, 지역사회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

이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국내거주자에서 특별

한접촉력없이감염되고, 사망한환자도보고되

고 있다. 아직은 주로 외국에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공항, 항구등을통한유입억제를

더욱강화해야하고, 접촉력없이국내발생하는

환자를놓치지않도록검사를적극확대하는것

이필요하다.

같은코로나바이러스변종으로서 2002∼3년

유행한 SARS는전세계적으로 43,118명의환자

와 774명의사망자를냈고, MERS는 2,094명의

환자와858명의사망자를냈다.

유행의특징

매우 전파력이 높아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

상을보이고(환자한사람이 2∼4명의사람에게

전파), 그에 비해 사망률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우한은 4%, 전체적으로는 2% 이하로나

타나고 있다. 이것을 과거 SARS의 10%나

MERS의30%보다는현저히낮은편이다.

잠복기는 2∼14일 범위로서 대부분의 환자는

3∼5일사이에증상이나타난다. 잠복기중에다

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으

나, 증상이나타나기직전에는바이러스배출도

가능하고 일부 감염성이 있다고 보나 대부분의

전파는발열, 기침등증상이있는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원인

흔한 감기의 원인인 Coronavirus의 하나인

SARS-CoV-2가 원인이다. 가시가 돋힌 둥근

공 모양의 RNA 바이러스이며 사람과 동물(낙

타, 박쥐, 소, 고양이등)을감염시킨다. 이번대

총확진자수 65,147

총사망자 1,491

회복된환자 7,099

발생국(지역) 28

<표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 발생현황(2월 13일)

국가별 확진자수 사망자수

중국 64,658 1,488

일본 255 1

싱가포르 58

홍콩 58 1

태국 33

대한민국 28

말레이시아 19

대만 18

베트남 16

독일 16

미국 15

<표2> 코로나19 국가별확진자수와사망자수(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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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을 일으킨 이 바이러스는 화난 수산시장에

서팔던산박쥐가가지고있던바이러스가사람

에게전파된것이발단으로판단된다.

SARS를일으키는코로나바이러스와연관이

있으나, 변이를일으켜상당한차이를나타낸다.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WHO는

COVID-19으로공식명명하였고, 우리나라는자

체적으로CORONA 19로통용하기로정하였다.

어떻게사람들사이에전파되는가?

작은 물방울(비말)이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와

전파된다. 비말은매우작지만곧땅으로떨어지

기때문에대개 1∼2 미터거리에서만전파되며,

이러한비말은기침, 재채기나말할때에생겨나

서상대의호흡기(코, 입) 점막이나눈점막으로

들어가전파된다. 에어로졸을통한이바이러스

의공기전파는보통은잘안생기지만, 병원내

에서검사중에생겨서주변사람을감염시킬수

있다. 바이러스로오염된물건표면을만진손으

로자기눈, 코, 입등을만지면역시감염될수

있다.

임상증상

일반적으로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나(82%), 호흡곤란 같은 비교적 중

증인 경우도 있고(15%), 5%에서는 쇼크나 호흡

부전으로위중한상태를보인다(우한지역). 아직

우리나라 환자에서는 비교적 경증인 경우가 대

부분이고, 드물게산소공급을필요로하는경우

가있다.

첫 증상이 나타난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기까

지는약 5일, 중증호흡부전으로진행하는데약

8일이걸린다.

어떤사람이잘걸리나?

중국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6세

로서나이많은사람이많다. 어린이도물론감

염되나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10대들은 비교적

증상이가벼운경향이있다. 우한의경우중환자

실입원자는평균 66세, 일반병실입원자는 51

세로서 60대이후의환자로서다른기저질환(당

뇨병,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등혈관질환등)을

가진환자에서심한중증경과, 합병증, 사망등

이많다.

어떤치료방법이있나?

이변종바이러스가나타난지 2개월남짓밖

발열 98.6%

기침 59.4%

피로감 69.6%

근육통 34.8%

호흡곤란 31.2%

설사 10.1%

객담 26.8%

인후통 17.4%

구역 10.1%

콧물 7.7%

두통 6.5%

<표3>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증상

014-096  2020.2.21 5:7 PM  페이지66   Cheil-868 



2020. 3 67

에안되기때문에아직특효약이라할만한치

료법은없다. 사실대부분의환자는경증으로특

효약없이도일반지지요법으로회복된다. 중증

인경우에도산소호흡, 수액공급등지지요법

으로치료한다.

아직 효과가 증명된 치료법이나 약물은 없지

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사용경험이

있거나실험실내검사에서효과를보인몇가지

약이시험적으로(특히중증에서) 사용되고있다.

에이즈 치료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Kaletra,

에볼라에서시도되었던 rhemdesivir(미허가) 및

chloroquine 등이있으며, 중국에서는임상시험

을진행하고있다.

예방법

치료약이없는지금예방이최선이다. 우선감

염원에노출을줄여야한다. 따라서많은사람이

모이는곳, 특히실내처럼폐쇄된공간을피해야

한다. 현재유행의핵심인중국은물론병이퍼

지고있는주변아시아국가로의여행도가능한

한피해야한다.

마스크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완전하지는않다. 일반마스크는느슨하고밀착

이안되며, 필터가없어예방효과가더떨어지

나기침, 재채기때직접피해를줄여준다. 자주

교체해서착용해야한다.

의료용은필터가있고, 밀착이가능해서효과

적이나항상쓰고장시간일하기는어렵다. 중요

한시기에벗으면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중요

한것은항상손을깨끗이씻어야한다. 비누와

흐르는물로20초간손톱까지철저히씻거나, 알

코홀제재손소독제로씻는다. 

현재 백신은 없으나 3∼4개월후쯤에는 후보

백신의임상시험이가능하다고한다. 미래의유

행에서나도움이될가능성이있으므로, 이번유

행에서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질병 예방에

상당한도움이될것이다.

진단은어떻게하나?

최종적인 확진은 RT-PCR이라는 핵산 증폭

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 경우에 코로나 19를 의심하고 검사하도록

제시하였다.

▲중국방문후 14일이내에증상(발열, 또는기

침등)이나타난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중 밀접 접촉 후

14일이내에증상

▲의사의소견에따라코로나19 감염이의심되

는자

이웃 일본에서는 중국 등 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도없이확진된환자가잇따르고있어, 우리

나라도 지역사회 확산을 고려하여 RT-PCR 검

사를확대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후베이

성에서는임상증상(열, 기침등)과흉부 CT에서

폐렴소견이있으면확진으로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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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에서김정은집권이래단한번도거르

지않았던육성신년사가불발되면서 2020년북

한의정치체제와그배경에관심이집중되고있

다. 북한에서신년사는한해정책과노선방향을

제시하는이정표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그

러나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열

린당중앙위원회제7기제5차전원회의(이하전

원회의) 내용을 2020년 1월 1일 공개하면서

2020년신년사를갈음했다. 이는 1956년 8월연

안파를숙청한후당해 12월 3일간당중앙위전

원회의를개최한후 1957년신년사를생략한김

일성의행보와닮았다.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

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사회주의의 완전한 승

리를 위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한 후 김일성은

1987년에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으로 국내적

어려운 형국이 조성된 위기상황임을 강조한 것

을볼때그당시와거의유사한형태를갖추고

있다.

이번전원회의에서이례적인것은노동당대회

에버금가는 4일간의긴일정, 대내외문제를망

라한포괄적인의제논의, 당중앙위원회및대규

모방청인원동원등을통해당의총의를모으는

형식을취한것이며, 또가장특징적인것은이

번전원회의를통해김정은이공언했던‘새로운

길’의초기윤곽이드러났다는것이다.

세미나중계

곽명일

미래통일연구소소장

연합뉴스북한통일전문기자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

2020년김정은과한반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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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눈에띄는대목은, 우려했던북미대화중

단선언을밝히지않았다는것이고, 그동안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던‘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전까지미국을압박하는카드로‘새로

운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매체를 통한 담화에서는 북한

이 언급한 연말 시한 부분에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과 차이를 두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이태성외무성부상은담화

에서“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

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

으로미국의결심에달려있다”고했다. 이는미

국 측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북한

최고지도자가“연말까지인내력을가지고미국

의새로운셈법을기다리겠다”던시한과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연말’까지라고데드라인을공시했는데외무성

관리가‘크리스마스’라고 언급해 혼동을 유발

한셈이다. 국가최고지도자의발언을생명줄로

여기는북한체제의특성상이태성의이같은실

수는 당연‘문책감’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략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이 북미 신뢰구축을 위하

여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를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

대조치들을취한지난 2년동안미국은이에화

답하기는커녕, 트럼프대통령이직접중지를공

약한한미합동군사훈련들을수십차례나벌여놓

고 첨단전쟁 장비들을 남한에 반입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위협하였다고비난함과동시에대북

제재에대한불만표출도빼놓지않았다는사실

이다. 

미국이 10여차례의단독제재조치들을취함

으로써 북한을 압살하려는 야망에 변함이 없었

다면서“이제껏우리인민이당한고통과억제된

발전의대가를깨끗이다받아내기위한충격적

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지켜주는상대방도없는공약에더이

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이세상은곧멀지않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확언했다.

2. 당전원회의를통한김정은의노림수

김정은은이번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대미전

략의 승부 카드로 크게‘장기전, 전략무기개발,

선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등을 내세웠다. 우선

대미장기전이다. 장기전언급은크게 두가지

측면에서해석할수있는데, 하나는실제장기전

을대비한‘체제’를만드는것이다. 대북제재의

해제가 단기간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가운영을

‘장기전 체제’로 조정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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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하나는향후 1년간을정세의불확실성을

‘관망’하고‘기회’를포착하는‘정치적시간’으

로활용하는명분용차원이다. 이는트럼프행정

부의국내적불확실성, 대선판세가정리될때까

지판을완전히깨지않으면서일정한긴장성을

유지하기위한용도로보인다.

그런측면에서보면, 북미대화를미국이‘정

치·외교적잇속차리기’, ‘불순한악용’을한다

는비난은역으로북한이정치적으로이를활용

할수있음을의미한다. 종합한다면이번전원회

의는향후 1년간의정세불확실성에대응해통치

차원의‘장기전체제’로의전환, 대외적으로미

국 국내정치 향방을 저울질할‘정치적 시간’을

벌기위한것으로분석된다. 그런측면에서향후

북미관계를‘교착의 장기성’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운신을위한정치로볼수있다.

다음으로 전략무기의 개발이다. 관심사항은,

이번 전원회의에서‘핵무기’에 대한 직접 언급

은 없었지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제의 자력강화가 대북제재에 대응한

대내용카드라면, 전략무기개발은대미압박용

카드라고볼수있다.

다음은선적대시정책철회이다. 이번전원회

의에서 북한은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비핵화협상은없다는입장을표명했다.

향후 대미전략의 핵심구도를‘선 대북적대시정

책철회, 후비핵화협상’으로설정한것은김정

은이 사실상‘선 대북제재(단계적 또는 부분적)

해제조치, 후비핵화협상’을관철시키기위한

것으로외교적공세성, 대미공략법의수위를높

였다고볼수있다. 

이 전략은‘비핵화 대 안전보장’교환구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서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의핵우산제거도포함된다는점에서‘핵군

축’을의미한다. 사실상비핵화의범위를북한의

비핵화뿐만아니라한국에핵억제력제거를포

함하는 전략이다.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세계적인핵군축과전파방지(비확산)를위한우

리의노력에도찬물을끼얹고있다”고한언급은

그런차원에서읽힌다.

예년과는달리, 신년사를생략한이번전원회

의에서는 대내외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의제

논의와 당중앙위원회 및 대규모의 방청인원 동

원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 형식을 취한

점이특징적이다. 또이번전원회의에서는이례

적으로경제사업의전반적문제를가감없이밝

히고 성과나 전망보다는 관리의 문제점 지적에

많은비중이할애됐다. 이와같이김정은이제시

한문제점과해결방법들은국가통제역량을끌

어올리는차원도있지만, 크게보면국가와시장

의연계를보다효율적으로국가가관리하기위

한목적도있어보인다. 

결론적으로이번북한의당전원회의는첫째,

‘새로운길’의윤곽을드러냈는데, 일단‘레드라

인’을 넘지 않는 신중한 길의 모습을 보였다는

세미나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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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지만북한이향후한반도정세를적

극적으로관리하지않는다면걷잡을수없는파

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미대화

중단 선언은 없었고 교착상태의 장기성을 표현

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셋째, 미국에게 일방

적으로양보하지않고버티는자력갱생과핵억

제력강화의길을선택하는한편, 미국의태도에

따른대화의여지를남겨놓은것이다.

3. 한반도정세

지난해 10월김정은이백두산군마등정보도

에서 밝힌‘웅대한 작전’, ‘새로운 전략노선’은

한반도정세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만

큼이번전원회의결과는상당한준비와고민을

통해만들어졌을가능성도크다. 일단우려했던

소위‘레드라인’을넘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

북한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

지않는다면걷잡을수없는파국으로치달을가

능성도있다. 1, 2월이중대고비가될것으로보

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 미 국무

부대북협상팀진용정비, 미재선레이스등의

불확실성이일정부분걷혀야대북협상에대한

집중력이살아날가능성이있다. 이기간에미국

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

한‘대북메시지’와‘선언적조치’를내놓을필

요가있다.

2020년한반도문제의최대관심사는 3차북

미정상회담의개최여부와북한의‘새로운길’

선택 여부로, 초기 북한은 북미대화 거부, 핵보

유국선언, 핵역량증가, 중국러시아와협력확

대, 위성탑재로켓발사, 단거리미사일시험발

사등으로핵위기와전쟁위기를고조시킬것으

로전망된다. 그러나미중의강한반발을초래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는당분간자제할것으

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도상반기중북한핵실험중단

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낮은수준의핵합의에동의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반도는 북핵 위기 사이클을

지나, 하반기에는 다시 대화, 협력의 사이클을

맞이할것으로보이며, 우리정부는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을적극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한국전쟁발발 70주년기념등의행사가

이어지며전반적인국내적요인으로남북관계의

개선이더딜것으로보이지만, 하반기에는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클것으로추측된다. 

향후북미비핵화협상은 1) 타결상황 2) 지지

부진한상황 3) 결렬상황의세가지시나리오를

상정해볼수있는데, 비핵화협상타결시에는

한국이앞장서서적극적으로관계개선을추진할

수있지만, 나머지두경우에는북한이먼저나

서서남북관계를파탄하는길로나갈수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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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다는 것은 인류생

존의가장중요한필수조건이다. 세종대왕은

“국가는백성을근본으로삼고백성은식량을하

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爲食以天)”는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니 식량을 얼마나 중히 여

겼는지를알수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Kuznets)

교수는“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도약할 수는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되는것은불가능하다.”고농업의중요성을역설

했다. 

“미래의최고유망업종은농업이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Jim

Rogers)는 2014년서울대경영대학원강연에서

“미래의 최고 유망업종은 농업이다. 세계는 30

년 후에는 식량부족과 농경지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이제 농대로 가라.”고

일갈했다. 농업의미래가치를높이평가한대목

이다. 

현재 77억명인세계인구가 2050년에는 96억

명으로느는데반해, 기후변화로농축산업환경

이나빠질것이므로미래의식량확보가문제라

는UN의전망은그의주장을뒷받침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는 선진

국들은 농업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동

원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농

축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있다. 근래들어서는오히려농축산업을경

시하는풍조가확산되고있으며, 이젠부정적인

여론으로까지번지고있으니너무나안타깝다.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논거는

“농축산업은사양산업으로미래가없다. 막대한

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경쟁력은오히려낮아졌

다. 농업지원은밑빠진독에물붓기다. 국산농

축산물은 비싸므로 값싼 외국산을 수입해 먹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농축산업의 가치와 중요

성을모르는주장이라서안타깝기만하다. 

농업칼럼

南星祐

前농협대학교총장

농축산업은미래의최고유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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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18년GDP는 1,893조원이며그

중농업생산액은 50조원으로 2.6%에불과하고,

농업인구는 2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불과하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인구도적으니정치력또한약하다. 그래서농축

산업이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작다고해서그중요성까지작아지

는것은결코아니라는사실을우리는직시해야

한다. 

美농업 1%지만식량안보차원서다양한지원

미국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농업의비중이

1%에불과하지만농축산업분야에다양한지원

을하고있으며, 유럽각국도농업·농촌을유지

하기위해서많은지원정책을펴고있다. 우리와

여건이비슷한일본도마찬가지다. 그들은농업

의중요성을국가나국민모두가올바로인식하

고있다. 

우리는 농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식량안보산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앞으로 통일시대에 7,500만 한민족

이무엇을먹고살것인가하는문제는매우중

요한명제다.    

농업분야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나아진게없고‘밑빠진독에물붓기’라고주장

하는데 과연 그럴까. 정부는 1993~1998년에

UR대책으로 42조원(연간 8조원) 규모의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추진했고 15조원규모의농어

촌특별세를 신설했다. 1999~2004년에는 45조

원(연간 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발전계획,

2004~2013년에는 119조원(연간 11.9조원) 규모

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농촌에

42조원, 45조원, 119조원을연달아투입한것처

럼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은‘막대한세금을퍼부

은’것으로 오해를 하게 됐다. 사실은 한해에

8~11.9조원이소요되는대책이었고상당부분이

농업인프라확충에쓰였으며, 여기에는농업인

이갚아야하는융자금까지포함된것으로서농

업인에게 지원된 재원의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

려진것이다. 그러나그동안UR, FTA등으로농

축산물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어려운 여건

에서, 그나마정부지원덕분에농축산업이이만

큼이라도지탱해왔다고평가해야한다. 결코재

이제더이상농업·농촌은편견과비판의대상이돼서는안된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농촌을지키고있는농업인들을격려하고, 

따뜻한마음으로감싸주는배려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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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헛되게낭비한것이아니라는말이다. 

농축산업에대한국가지원절대적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축산업이 앞으로는 안

심해도된다는말은결코아니다. 농축산물수입

관세철폐등더욱큰어려움에직면해있기때

문이다. 2019년도곡물자급률 45.2%, 육류자급

률 62.8%, 우유자급률은 46.2%에 불과하며 해

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농축산물 생산기반

마저위협받고있다. 수입농수축산물이이미우

리식탁을점령하고있는데, 앞으로완전히내어

주고 말 것인가? 이런 위기에서 농축산업과 농

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농업이국가에기여하는바는식량공급뿐만이

아니다. 농업은 식량생산을 주기능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환경보존, 자연경관보존, 인구의지

역분산, 국토균형발전, 토양유실방지, 농촌고용

증진, 대기정화, 수질정화, 수자원보호, 홍수조

절, 전통문화 계승, 전통음식전래 등 중요한 기

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농업의‘다원적기능

(multifunctionality) 또는 공익적기능(public

functionality)이라고한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스위스는 농업인이 농축

산업에 종사하면 환경보조금으로 농촌소득을

보전해준다. 산기슭에젖소나양을키우려는농

업인에게는초지조성비와축사시설비는물론이

고진입도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도지원해

준다. 게다가일정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직

접생계비도 보조한다. 스위스의 농축산업이 다

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보존·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스위스는 헌법에‘농업

농업칼럼

농협대학생

농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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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기여 보장과 농가소득 보전’조항을 명

시하여농업의공익적기능을확보토록했다. 스

위스를여행할때알프스산자락 푸른목초지에

서한가롭게풀을뜯고있는양이나젖소들을볼

수있는데이런경관이바로관광자원의역할을

톡톡히한다.

우리 농업계는 개정될 새 헌법에 식량공급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

해줄것을간절히원하고있다. 입법을책임지

고있는의원님들의각별한배려를부탁드린다.    

농업환경보전기여역할매우크다

농업이환경보존에기여하는바는매우크다.

논밭이 잡초가 우거진 들판으로 변한다면 얼마

나황량하겠는가? 농업인들은농촌을지키며국

토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국가의 정원사‘인

셈이다. 그들의땀과정성으로여름에는초록논

밭이싱그럽고, 가을이면황금들판이있어풍요

로운것이다. 아름다운농촌은무한대의가치를

지닌소중한무형자산이다. 

우리나라논농사의환경보존가치를보면논이

빗물을 저수하는 양은 소양댐 등 우리나라 6대

다목적댐저수량의약 1.5배에달하여홍수조절

과수자원보호기능까지한다. 논은이외에도수

질정화기능과 토양유실방지 기능도 하며, 농작

물의탄소동화작용을통해이산화탄소를흡수하

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

도한다. 또무더운여름철에는논에가둔물이

증발하면서대기를시원하게하는기후순화기능

도한다.

농업은 고용창출기능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의농가호수약 100만호, 농업인구약 250만

명, 이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농업·농촌이다.

근래에는많은도시민들이귀농·귀촌에참여하

여새로운삶을찾아가고있다. 농촌이이제국

민의정주권역으로바뀌고있는것이다. 또팜스

테이등을통하여여가를즐기고지친심신을쉬

게할수있는치유기능으로까지확장되고있다.

농촌관광은 서비스사업까지 포함된 6차 산업의

모델로 발전하여 지역특산 농축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역할도한다.

농업과 농촌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깃들어

있다. 농요(農謠), 농악놀이, 길쌈놀이, 쥐불놀

이, 고싸움놀이, 줄다리기등전통문화유산이살

아 숨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마다 특징

있는음식문화또한빼놓을수없는소중한가치

다. 이런농촌문화를바탕으로지역축제가끊이

지않고이어진다. 

이제더이상농업·농촌은편견과비판의대

상이돼서는안된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농

촌을지키고있는농업인들을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

다. 우리나라의 2차, 3차산업이아무리발전해

도‘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진리는영원히변하

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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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古今의노년예찬

‘청춘 예찬’은 쉽게 떠올리면서도‘노년 예

찬’은낯설어한다. 우리말에‘老’字가들어가면

대부분부정적의미로‘이미지’化되어있기때

문이다.

老弱, 老醜, 老慾, 등등이그렇다. 老熟,

老鍊, 老壯등의긍정적말도있긴하지만…

그러나 동서고금으로 보면 老年을 예찬하는

얘기를쉽게찾아볼수가있다. 서양에서는일찍

이로마시대키케로(정치가, 철학자)가‘노년예

찬’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무엇보다 老年의

自由를 가장 좋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책

임, 구속,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가정적으로그렇고, 사회적으로마찬가지다.   

동양에서는중국춘추전국시대에孔子가論語

에서“나이 예순에 耳順하고 나이 일흔에 마음

내키는대로해도크게法道를벗어나지않는다

고(六十에耳順하고七十에從心所欲不踰矩) 老

年을예찬했다.

우리나라에서는근년에와서高銀시인의‘그

꽃’이있다. “내려올때보았네, 올라갈때못본

그 꽃”이라는 두 줄짜리 짤막한 詩語로 老年의

긍정적의미를함축성있게나타냈다. 絶句라할

만하다.

一健, 二妻, 三財, 四事, 五友

노년을즐길수있으려면다섯가지조건이필

요하다는것이다. 첫째는건강이다. 70代의성공

이란 건강이다. 아무리 부와 권력, 명예를 쌓았

어도건강이무너지면모든것을잃어버리기때

문이다. 

두 번째는 妻가 살아있어야 한다. 80代의 성

공은 부인이 해주는 밥 먹고 다니면 성공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노후일수록 아내가 있어야

회원원고

鄭好根

12대의원

老年禮讚

-유머를통해본그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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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성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남편 대

신딸이五大조건에들어간다. 어디까지나세태

를반영하는‘유머’인지라듣고웃고넘기면그

만이다.  

셋째는財, 돈이있어야한다. 불문가지다. 넷

째는일이있어야한다. 소일거리, 취미생활, 봉

사활동도 좋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 學習도 좋

다. 배우는 즐거움이랴. 그래서 논어에도 첫 머

리에學而時習之不亦悅乎아니던가?

다섯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90代에 밥

먹자고전화해주는친구가있으면성공이다. 자

연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친구는하루아침에생기는것이아니다. 知人과

다르다.

咸錫憲 옹은“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

는글에서“만리길나서는날처·자식내맡기

면서마음놓고떠날수있는그사람을그대는

가졌는가?”라고물었다.

그만큼신뢰가쌓인관계라야한다. 서양속담

에“자기가죽었을때울어줄수있는친구가셋

만있어도그인생은‘행복한인생’”이라고한다.

시인릴케는혼자서고독을즐기는법을터득했

다고하기도하고어떤이는혼자즐길수있는

방법을찾아야한다고하지만, 즐기는것도같이

즐길수있어야그즐거움이倍加하는것이다.

친구도다섯가지친구가필요하다

하나는불알친구다. 어릴때부터같이자란속

속들이아는친구다. 두번째는술친구다. 단술

을하는경우다. 셋째는취미·취향이같은친구

가있어야한다. 넷째는자기보다잘난친구, 자

기보다못난친구도필요하다는것이다. 잘난친

구는 자랑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못난

친구는자기를떠받들어주기때문이다. 마지막

으로다섯번째는‘異性의친구’다.

나이많을수록異性의친구가필요

40代에 이성의 친구가 있으면‘절반의 성공’

50代의이성의친구는‘가문의영광’60代의이

성 친구는‘신의 은총’70代의 이성의 친구는

‘죽어도좋아’80代의이성의친구는‘천국의계

단’이란다. 모두가 영화 제목을‘패러디’한 것,

본딴것이다. 그럼 30代는뭐냐고? 그건잘못하

면패가망신의길이기때문에제외한것이다.

100壽를누리시는金亨錫교수가오래전에부

인과사별한후이렇게술회한적이있다. “내가

일찍여자친구하나만들어놓지못한것이후

회스럽다”고. ‘이성의친구’는동성의친구보다

이점이있다. 나이차이가별문제되지않고연

애감정이작동한다는것이다. 陰氣·陽氣가만

나면 자연히 氣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법, 나이

많을수록 氣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氣를 살리는

데‘사랑의 묘약’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을

까? 妄言多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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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John

B.Goodenough(1922.7.25), 2018년노벨물

리학상을받은Arthur Ashkin(1922.9.22) 등은

백수가다된과학자들이다. 아울러수학이기본

이되는우주물리학으로 2019년노벨물리학상

을 받은 James Peebles(1935.4.25)도 84세의

노익장이다.

①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고, ②관심을기

울일만큼다르며, ③과연놀랍다로일컬어지는

빼어난아이디어가기본이던노벨과학상이이제

그 실용성이 증명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Alfred North Whitehead:Science and the

modern World.1925.p.298)

저들의꿈과계획, 불타는열정과피나는노력

에무한한찬사를보내면서인류행복증진에감

사하면서 초라한 자신의 존재감에 스스로 부끄

러워진다.

이번노벨화학상은존굿이너프(98) 미텍사

스오스틴대교수, 스탠리휘팅엄(79) 미뉴욕시

립대빙엄턴대교수, 요시노아키라(72) 일본메

이조대교수등3명의과학자가받았다.

노벨위원회는“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Battery)는 가볍고 재충전할 수 있으며 강력한

성능을가져모바일폰에서노트북, 컴퓨터, 전기

자동차등널리사용되고있으며태양광과풍력

으로얻은에너지를저장할수있어화석연료에

서자유로운사회를가능하게했다”고선정이유

를밝혔다.

리튬이온전지는 음극과 양극을 왕래하는 산

화·환원 과정의 전위차로 전기가 발생하는 원

리다. 이온은전기적으로원자또는분자가전자

를잃거나전하를띤상태다. 이온전지는이온물

질이전자의흐름, 즉전류를통해다시전기적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이용해 에너지

를얻게된다.

휘팅엄 교수는 초전도체를 연구 중에 층상물

회원원고

羅昌柱

13대의원
前건국대교수

100세과학자들의
노벨물리·화학상수상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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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리튬이온이들어갔다. 다시빠지는

층간삽입이가능하다는사실을발견하

고리튬이온전지아이디어를얻었다. 그

는 양극의 층상물질로 이황화티타늄

(Tis2)을 사용, 2볼트짜리 전지를 만들

었다.

굿이너프는 여기에 다시 이황화티타

늄 대신에 산화코발트를 사용해 4볼트

를만들었다. 이는화학배터리(1차전지)

의한계(1.5∼2 volt)를뛰어넘었다는의

미다. 요시노는음극에리튬금속을사용한두배

터리들에서 발생한 쇼트(단락현상)를 막기 위해

리튬금속대신에흑연을사용해이문제를해결

함으로써 1985년 리튬이온전지 상용화에 성공

했다.

소니(Sony)는요시노구상을기반으로 1991년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출시했다. 요시노는

일본인으로 27번째 노벨상을 받아 아시아에선

일본의독보적지위를보였다. 그는노벨상은 35

세쯤에는주제를잡아 30년이상을몰입해야받

을수있다는자기의경험을되돌아보았다.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은 강력한 빔(Beam)을

이용하여 초고속 과정을 포착하고 미세한 물체

를조작한세명의물리학자들이받았다. 여기엔

광학집게 (optical Tweezer)의개발과그응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Arthur Ashkin(벨연구

소),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높은 출력으로 증폭

시킬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인 처프펄스증폭

(Chirped Pulse Amplification)을 개발한 프랑

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Gerard Mourou 교수

(74)와 그 제자 캐나다 워털루대 Donna

Strickland(59.여) 교수다. 도나 스트릭랜드는

55년만에노벨물리학상을처음으로받는여성

이고, 아서애쉬킨박사는물리학상수상자중최

고령이다.

스트릭랜드와 모로는 짧고 강력한 광선파동

(pulses of light)을만드는방법을개발했다. 이

기술은현재널리활용되고있다. 예컨대레이저

시력교정 수술, 원자에서 전자의 운동을 들 수

있다.

애쉬킨의연구는 1960년레이저가발견된후

시작되었다. 그는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구(球)

를이용한실험에서입자들이광선의빔에서강

도가가장높은곳으로몰린다는사실을입증했

다. 그는레이저빔이물체를 잡고/공중에 띄우

고/움직이게하는방법으로이어졌다. 애쉬킨은

존굿이너프 스탠리휘팅엄 요시노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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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집 중 레이저 손가락이 세균, 바이러스,

살아있는세포를움직일수있음을발견했다. 애

쉬킨의 끈질긴 노력은 50% 노벨물리학 상금을

받게했고, 모로와스트릭랜드는각각 25% 상금

을받았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프린스턴대 석좌교

수인 James Peebles(84) 스위스 제네바대의

Michel Mayor(77)와 Didier Queloz(53)교수등

세과학자가받았다. 이번물리학상절반은물리

우주론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피블스, 나머지

50%는은하계안에있는태양형별의주위를도

는외계행성을발견한마이어와켈로즈교수에

게주어졌다.

피블스는 빅뱅 이후 우주초기의 흔적을 해석

할수있는이론적도구와계산방법을찾은것으

로유명하다. 그의연구로인류는현재우주에서

우리가아는물질이 5%에불과하고나머지 95%

는 미지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점을 알

게되었다. 140억년전에일어난빅뱅에서비롯

된잔류복사(relict Radiation)에천착한그의연

구는우주에대한연구가지난 50년사이막연한

추측에서 근거를 갖춘 과학으로 변모하는 기반

을놓은것으로보인다.

천체 물리학자인 마이어와 켈로즈는 1995년

태양계밖의외계행성을처음으로발견했다. 이

들은프랑스남부오트프로방스천문대에서특

수제작한장비를이용, 태양계의가장큰가스

행성인목성과비견되는태양계밖의항성인‘페

가수스자리 51b’를발견했다. 이외계행성은태

양과비슷한별주위를도는행성가운데최초로

발견돼천문학계에큰파장을일으켰다. 이들의

혁명적발견이후현재까지은하계에서 4천개가

넘는외계행성이속속발견되었다. 

덧붙여피블스의노벨물리학상에얽힌또다

른 미담을 소개코자 한다. 머레이 겔만과 조지

츠바이크가 1962년동시에도입한쿼크(Quark)

는자연상태에서는존재하지않지만빅뱅이후

초기우주상태를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 우주

가과거어느특정시점에시작됐다는발상은대

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였고 특히 허블

이 1929년 적색이동(red Shift)을 발견한 이후

더커졌다. 그런데이문제에대한관심이 1960

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쿼크이론 때문이기

도 하지만 1965년 벨연구소에서 우연히 중요한

발견을했기때문이다.

1964년신형망원경을도입한벨연구소. 뉴저

지크로포드힐에있는이연구소안테나는에코

(Echo) 위성을통해천체와교신했다. 대기간섭

없이망원경으로우주를볼수있어서천체에잘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망원경 담당자 Arno

Penzias 와 Robert Wilson은우리은하에서방

출되는전화를연구해보려했다. 그러나그렇게

간단한문제가아니었다. 이들은정전기같은고

질적인간섭현상을발견했다. 처음에는장비이

상이거니했다. 비둘기한쌍이초대형안테나에

둥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를 잡아 다른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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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로보냈지만곧되돌아왔다. 이번에

는이들에게단호한조치를취했다. 안테

나가말끔해지자정전기는제거됐다. 그

러나줄어들었을뿐이다. 여전히사방에

서정전기가나타났다. 펜지아스는 MIT

전파천문학자 Bernard Burke와얘기해

보았다. 버크는 수소문해서 프린스턴대

의젊은이론가피블스를소개했다. 피블

스의전공은초기우주였다.

George Gamow는새로운입자물리학을빅뱅

당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 적용하

는 연구를 했다. 그의 출발점은 태초수소

(primordial Hydrogen)였다. 그는태초수소일

부가헬륨으로변환됐을것으로보았다. 그는또

거대한 불덩어리에서 나온 뜨거운 복사가 우주

팽창과 더불어 점차 희박해지면서 식었을 것으

로 생각했다. 나아가 이런 복사는 고도로 적색

이동된형태로전파로존재하고있을것으로주

장했다. 일부학자들은이잔류복사의온도는현

재5K(절대온도5도)라는계산을내놓았다. 

그런데 로버트 디키(Robert Dicke) 지도하에

프린스턴대의천문학자들이천체복사를연구할

때완전히식어복사는들여다보지않았다. 캐

나다출신인피블스는 1950년대말디키지도로

박사과정을공부할때가모프이론은잊혀진상

태였다.

그 결과 피블스는 알지도 못하면서 선구자들

이한모든실험을되풀이하게되었다. 그는지

금도우주가절대온도로몇도안되는배경복사

(Background Radiation)의 바다로 가득 차 있

을 것으로 보았다. 바로 이 지점에 실험준비를

마친펜지아스는피블스와디키를노크했다.

물리학분야의미담으로전해오는공동연구였

다. 디키와피블스가배경소음의진화에대해아

는내용과펜지아스와윌슨(벨연구소)이한관찰

결과를비교하면서두팀은공동으로한쌍의논

문을냈다. 펜지아스와윌슨은관찰결과를기술

하고 디키와 피블스는 우주론적 해석을 제시했

다. 그것이사실은빅뱅때발생하고남은복사라

는설명이었다. 이것은과학계에빅뱅자체에맞

먹는반향을일으켰다. 많은과학자들이빅뱅이

론을최종적으로받아들인것은이「천체물리학

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실린 이 쌍둥

이논문때문이었다. 1978년펜지아스와윌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피블스는 계속해서

초기우주연구에매진한결과드디어 2019년노

벨물리학상을받게되었다.

제임스피블스 디디에르켈로즈 미셸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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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흐는네덜란드사람으로그의아버지는

목사였다. 1880년까지는영국과폴란드의갤

러리에서일했다. 한때는목사가되기위해시도

하였으나, 결국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동생테오(Theo)와 1886년파리에서지내며그

림을 그렸으나 팔리지 않았다. 1888년 프랑스

남부프로방스지방의아를(Arles)로옮겨그림을

그렸다. 프로방스의맑고내리쬐는태양아래에

서그의독특한노란색깔등을찾았다. 그러나

그의정신상태가보장되지못하고그가초청해

함께지냈던고갱과의말다툼끝에그스스로귀

를잘라창녀에게갖다주는일이발생하기도했

다. 그는 자진해서 성레미(St.Ramy) 요양소에

들어가 몇 점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동생

테오로부터생존시유일한작품한개를팔았다

는편지를이곳에서받는다.

1890년파리인근의오베르쉬르와즈에서닥

터 가셰의 검진을 받으며 3개월간 머물면서 미

친듯이매일그림을그렸다. 이곳에서 70여점의

명작을남기고 7월27일권총자살로 37세에생

을마감한다. 그후후원해오던동생테오도 6개

월후사망하고테오부인의주선으로20년이지

나서형반고흐의오베르쉬르와즈묘지에나

란히묻히게되었다.

오베르쉬르와즈(Auver Sur Oise)를찾아서

반고흐의마지막 70일을보낸오베르쉬르와

즈를두번방문하였다. 그는이곳에와서값싼

라브여관의 지붕 및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72점

의작품을완성하고밀밭에서극도의고독과공

포속에서엽총으로자살을시도하고이방으로

옮겨져이틀후숨을거두었다.

햇볕이내려쪼이는여름날, 그의 3층으로올

라가는층층대는어둡고음산한느낌이었다. 그

의방은 2평이될까말까한싱글침대하나놓

기어려운침침한다락방이었다. 그는이어두운

방에서홀로지내면서무엇에홀린사람처럼온

회원원고

盧承禹

화가, 前한국외대교수, 14·15대의원

산타클라라대학교미대및그랑소미에아카

데미수학

파리에띠엥코상초대전등개인전 5회

고흐와마네의명화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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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정열을불태워하루에한점정도의작품을

완성하였다.

그가 갈망했던 사촌 케이트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열정을 폭풍우처럼 캔버스에 쏟아내고

간것은아닐까?

반고흐는이곳에서나에게연어를연상케하

였다. 연어는산골짜기민물에서태어나서바닷

물로 뛰어들어 모진 파도에 시달리면서 대양을

가로질러살다가만삭이된알을품고고향에돌

아와위대한잉태를쏟아내고죽는다. 고흐가이

곳에서영원히살아숨쉬는걸작을미친듯이배

출하고스스로삶을마감한건아닌가!

반고흐의집에서는그의작품과생애를다룬

15분짜리 비디오를 상영하며 1층에서는 식당이

아직도그대로운영하고있다. 이집에서오른쪽

으로 한참 가면 고흐의 의사 가셰의 집이 있고

왼쪽의기차역방향으로큰길을따라가면반고

흐공원이나온다. 바짝마른그의동상이서있

고여자여행객들이줄을서다시피그의동상옆

에서대기하고있다. 다름아닌반고흐의엉덩

이를만지기위해서다. 반고흐의엉덩이를만지

면‘아기를가지게되거나행운이굴러들어온다

는것’. 남자는만지면안된단다.

마을뒤편의골몰길을따라올라가면그가그

렸던 오베르 쉬르 와즈 성당이 나오고 계속 언

덕길을오르면동생테오와함께나란히고흐가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있다. 이 근처에서 반 고

흐가 앉아 그림을 그린 자리에 작품 카피들이

서있다. 나는‘까마귀나는밀밭’을그린곳에

앉았다.

까마귀나는밀밭

이그림을그릴때는고흐가동생테오의집에

찾아가오베르로찾아와줄것을당부하였으나,

빈센트반고흐

까마귀나는밀밭

1890, 캔버스에유채
50.5x103㎝, 
반고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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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끝에테오는가족과함께어머니가있는

네덜란드로 떠나버렸다. 고흐는 외로움에 극한

에도달하고격양된마음이되었다고한다. 그러

나이걸작에대해설왕설래가있다. 이그림은

마지막작품이아니라는것이다. 1890년 7월 10

일경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동생들에

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기 힘들다면서

“불안한 하늘아래 펼쳐진 거대한 밀밭”3점을

그렸다고전했다는것이다.

고흐는밀밭을주로그렸고, 이그림은바람결

에휘날려물결치는밀밭을소재로격렬하게붓

놀림을하였다. 검푸른하늘과흰구름역시사

납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까마귀가 앞으

로날아오고있는모습을그렸다. 이그림을작

가의죽음을예감한그림으로평가하면서“극도

의슬픔과고독”을표현했다고도한다.

나는고흐가앉아그렸을자리에앉아몇시간

을그의그림과현지를비교하면서스케치를했

다. 참으로고흐의상상력에놀라지않을수없

었다. 아주 평범한 밀밭 풍경이 고흐의 머리에

입력되어전혀다른형태로변화한작품으로나

왔을까하는점이다. 고흐가인식한풍경의현상

으로나온것이다. 아주적극적이고강렬한터치

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자기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표현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작품을창작한것이다. 아주개성이강한고유의

스타일로그려낸화가중에단연우뚝솟은화가

이다.

풀밭위의점심식사

마네는부르주아출신으로국립미술학교에들

어가루브르박물관소장의거장루벤스(Rubens),

벨라스케스(Velazquez) 및 고야(Goya) 등의 작

품을모사하고앵글로드의영향을받았다. 대중

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고 원근법을 무시했다.

‘풀밭위의식사’, ‘올랭피아’등은그당시터부

시되는주제인데도대담하게나부등을대두시

켜 저속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졸라,

브를레르등평론가들로부터회화적인현대성을

강조한것으로평가되었다. 많은젊은화가들이

그를 따르고 회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전위적선구자로자리매김을하였다.

마네는인상파로부터는거리를두고독자적인

길을가면서인상파전에가담하지않았다. 그러

나그가 1869년에그린‘블로뉴항의달빛’은인

상파제1회전 1874년모네의‘인상에, 떠오르는

태양’과비슷한화법으로배, 항구등주제로과

감하게생략해버린점이나빛과어둠의대비등

과흡사했다.

‘풀밭위의식사’는그가나이 30세에그린그

림인데미술계의혁명을일으킨그림이다. 현대

미술로 나아가는 열쇠를 제시한 것으로도 간주

된다. 이 작품은 1863년‘살롱전’에서‘음란하

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당했다. 그

후‘낙선자전시회’에출품했다.

대낮에 숲속에서 알몸인 여인과 정장한 남자

가 당당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이것은 그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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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사람들에게는충격적이었고황당했기때

문이다. 그간의누드는신화를빌려신으로등장

시키는것이었으나, 이그림은실존하는여인을

벗겨누드로그렸기때문이다. 모델은빅토린뫼

랑으로모델이며화가지망생이고, 그의친구이

다. 알몸의여인은너무뻔뻔하게시선을마주치

게보고있다. 그당시로는용인하기어려운화

면구성이다. 다른쪽남자는그의형제유진마

네와그의처남페리디안호프이다. 그당시파

리에서 창궐하는 매춘을 묘사한 것으로 인식되

기도 했다. 그 당시 터부시한 주제이고 더구나

대형 그림으로 전시한다는 것은 논쟁거리였다.

그러나작가의독자적인창작소신에의해당당

하게 그려진 그림이다. 나무 그늘과 뒤에 앉은

남자의 검은 옷이 여인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오른쪽에왼팔을집고비스듬하게앉아있는남

성역시그녀를향하여손짓을하고있어관객의

눈길이 누드를 향하게 되어 있다. 배경에 있는

여인을 정점으로 전체 인물들이 삼각형 구도로

되어있어안정감을준다.

원근법은무시되어있다. 오른편남자의머리

위에있는배는멀리있어보이나가운데여인은

크게부각되어있다. 밝은빛의처리로음식을놓

고 보자기로부터 누드로 그리고 중앙의 여인을

통해하늘을밝게처리되어우리의시선도그방

향으로빠져나간다. 왼쪽코너에개구리와상단

중앙의새를그린이유는인간세속과날아가는

이상세계를그린것으로보인다.

에두아르마네(Edouard Manet)
풀밭위의점심식사(The Lunch on
the Grass), 1863, 캔버스에유채

208X265.5㎝, Orsay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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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절농촌에서는어지간한농토를가지

고있는집이라면으레머슴을들였다. 젊고

몸이 튼튼하고 부지런하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

면당연히머슴중에서도상머슴으로인기가높

았으며, 그런사람을들이는집이라면온마을의

부러움을사기도했다. 왜냐하면, 당시의농촌에

서는머슴이한해농사의성패를좌우하기때문

이었다. 따라서 좋은 머슴을 들인 집의 소출은

풍성하였으며, 그렇지않은집의소출은빈약하

였으니, 그것은물론한해의농사일을책임지는

머슴의 능력여하가 수확량의 많고 적음을 결정

하였음은두말할필요가없지않겠는가.

그래서그랬을까. 제손만으로농사일을해결

하기가버거울만큼의논밭을가진사람들은, 평

소에어느집의누가농사일을가장성실히잘하

는머슴인가를유심히살폈다가, 머슴들의고용

기한이끝나는연말이되면이집저집이서로

우수한머슴을스카우트하는물밑의경쟁을벌였

던것이다. 그리고그런스카우트경쟁의과정에

서머슴의연봉이은밀히협정되고, 그결과에따

라서‘갑’이라는집의우수한머슴이‘을’이라는

집의머슴으로연봉을더올려받고옮겨가기도

하는가하면, 이도저도아닌능력없는머슴이라

면조용히마을에서사라지기도했던것이다.

문자그대로머슴은, 농가에서주인을대신하

여농사일을비롯하여집안팎의작고큰일들을

처리해주는 피고용인이다. 그러므로 농가의 주

인이라면누구나머슴을잘선택하여집안에들

이는것이아주중요한일이었다. 만에하나, 사

람을 잘못 골라서 집안에 들였다면, 그 결과는

불을보듯이빤하지않겠는가. 그래서머슴을들

이는주인이라면, 무슨조건을기준으로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상식을 다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줄곧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수

소문하는등온갖지혜를다짜냈던것이다. 그

렇게해서선택된사람이야말로제집의농사일

을 송두리째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지않고반대로, 농가의주인이치밀하지

못하여‘그사람이그사람’이요‘아무나좋다’

는식으로머슴을잘못선택함으로써농사가실

패하고집안이엉망이되었다면, 그것을도대체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혹시라도

梁性佑

본지편집주간

13대의원

일하다가죽을사람
어디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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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잘못보아서술에찌들고게으르고허황

되며 불성실한 사람을 머슴으로 들였을 경우라

면어떻게할것인가? 마음이본래불량하고입

이거칠며큰소리나잘치고거짓말을밥먹듯이

하고 간교하며 이간질과 싸움질에 이력이 나있

는 사람을 머슴으로 들였다면 또 어찌할 것인

가? 그렇게되었다면, 먼저농사일의실패는두

말할것도없고, 기다렸다는듯이그집안은기

울기시작할것이고, 이웃의비난과손가락질에,

그머슴을들인당사자인농가의주인과그가족

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을 만큼으로

창피하고참담하지않겠는가. 

거기에다한술더떠서, 참으로악하고추하며

교만하고 광적인 위선자를 머슴으로 들여서, 그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낮춰보며 업신여기고,

오히려 제가 주인노릇을 하겠다고 덤빈다면 또

어찌할것인가? 머슴이라는자가뒷짐을지고주

인에게위엄을부리고호령하며, 감놔라배놔라

궂은일을다시키며, 술사와라떡사와라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바깥으로 내몰아서 들일을 시키

고저는안방의아랫목에배를깔고누워서호의

호식을일삼겠다고한다면어찌할것인가? 아아,

머슴으로 들어온 자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말

잔등에올라타고거들먹거리며집주인에게말고

삐를끌게한다면, 또한머슴으로들어온자가뒤

룩뒤룩 살이 찌고 얼굴에 개기름이 번질번질하

고, 날이면날마다진수성찬에주야장취하고, 너

무도즐거워서숨이넘어갈듯이앙천대소웃어

재끼는부인네까지옆에끼고틈만나면얼씨구

나핑계치고큰돈을뿌리며초호화해외관광이나

일삼는다면또이를어찌할것인가?

이와같이머슴으로들어온자가제자신의처

지를 망각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머슴이

아니라주인이요상전이라고자처한다면도대체

이를어찌할것인가? 따라서자기는상전이므로

당연히산더미같은돈더미위에서살아야하며,

대궐같이으리으리한저택의금칠한고대광실에

서 잠을 자야하며, 무전기 리시버를 귀에 꽂은

호위무사들을줄줄이거느리고으스대야한다면

또 어찌할 것인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머슴으로 선택해 달라고 농가의 주인에게 애걸

하며별별아양을다떨던자가, 머슴으로들어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당 천만 원도

더 나간다는 2백년 넘은 프랑스제 와인을 마셔

야체면이선다고고집하며, 해외유람중에누드

쇼를못보게한다고가이드의얼굴에주먹질을

하여피투성이로만드는것정도는예사라니, 여

기서무슨말을더어찌할것인가.

그주인에그머슴이라고, 농사와집안일에아

무관심도없는무능한주인이끌어들인건달머

슴을굳이비난하고탓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

가. 먼저문제는, 그집의운명을거머쥔주인에

게 있다는 것이고, 그 주인의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못한경박한태도가그런건달머슴을집안

에들여놓는단초이므로, 굳이잘잘못과유무죄

를따진다면, 그잘못과죄가필히주인에게돌

아감은누구도부인하지못할것이아닌가. 다시

말하여, 간교한수작에만능하고말만번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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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농사일에는 무능과 무식을 넘어 외면하고

등한시해오던사람, 오직이름을크게알리고남

을속이고돈을탐하며주색잡기와펀드나부동

산투기 등에만 천재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 제

비슷한 저질의 패거리를 모아놓고 위세를 부리

고남을겁박하는데만도가통한골목대장을머

슴이라고들여놓고, 그로인하여제농사가망하

고집안이기우는것에는아무관심도없는주인

이있다면, 어찌그를죄가없다고말할수있느

냐는것이다. 냉정히말하여그런주인답지못한

주인은,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에 더

가까운존재임이분명하다. 

그래서지난시절의농촌에서는, 신중한농사

꾼이라면머슴한사람을구하는일을어느대소

사보다도중하게여겼으며, 며느리사윗감을고

르는일처럼신중하고꼼꼼한선택에심혈을기

울였던것이다. 어쩌면조금더심하게표현하여

‘열심히일하다가죽을사람’을찾는것처럼, 성

실하고부지런한머슴을구하는일을매우우선

시했다. 그렇게하여좋은머슴이들어와서농사

일이잘되고집안일이잘되면당연히그공치사

는머슴에게돌아갔으며, 연말이되어서그머슴

이집을떠나고자하여도억지로붙들어앉히는

것은물론이요, 다음해의연봉도훨씬더많이

높여주는것은너무도당연한일이었다. 그렇게

지혜로운 농사꾼과 성실한 머슴이 만나는 집안

은 해마다 농사에 성공하고 집안이 흥성하였으

니, 이 얼마나 마땅하고 마땅한 조합이 아니고

무엇인가.      

4월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금까지 해왔

던것처럼, 제출신지역과연관있다고해서무

조건적으로 지역정치패당을 지지하고, 턱이 뾰

족하니싫고둥그러니좋다는식으로인상을보

고찍고, 길거리에서천박한몸짓으로막춤을추

고노래부르는것만보고찍고, 골목골목을휘

저으면서 아무 손이나 잡아 흔들고 젖먹이아이

들에게까지추파를던지는것을보고찍고, 부자

에다가권세있고좋은학교를나오는등경력이

화려하고이름이났으니찍고, 돈도없고해외유

학도못가고이름도없으니안찍고, 젊고키크

고잘생겼으니찍고늙고키작고못생겼으니

안찍고, ‘기권도권리’랍시고유권자의반수에

육박하는사람들이투표장에안나오고, 너도나

도이때다하고들로산으로바다로외국으로서

둘러서 여행을 떠나버리는 것.... 등등, 이런 식

의불합리하고차원낮은선택을계속한다면, 그

것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무책임하고무지

하며무능한, 범죄자와다름이없는실패한농사

꾼과같은사람이라는것을스스로인정하는것

이아닐까.

정말 언제일까? 이 나라의 모든 유권자들이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여, 사람 됨됨이와

마음과생각과역량을꼼꼼히따지고샅샅이살

피고찾아서, 자신을대신하여수준높은정치를

해줄‘훌륭한 머슴’들을 선택하여‘대의민주주

의’의전당으로보내줄날이언제쯤올것인가?

모두가등불을켜고눈을크게뜨고이렇게외쳐

대면서. “일하다가죽을사람어디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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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임원단과오찬간담회

文喜相(14,16,17,18,19,20) 국회의장은 2월 6일국회사랑재에서중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文 의

장은“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에활력을드릴수있는입법을위해힘쓸것이다”고했다. 

이천시장호원전통시장방문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2월 13일 경기도 이천의 국

방어학원을 방문, 현장 점검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방어학원

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머무는 3차 임시생

활시설이다. 이천을 방문한 丁 총리는 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상인들의의견을청취했다.

국회방송출연

柳瓊賢(10,11,12)

헌정회 회장은

1월 30일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뉴스

N 프로그램의 훈수정치 코너에 출연해 헌정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소회와 함께 4.15 총선

을 앞두고 21대 국회 역할과 후배 정치인들

에게 조언을 했다. 이어 邊精一(10,14,15)

헌정회 부회장도 2월 13일 국회방송 뉴스N

프로그램의 훈수정치 코너에 출연해 최근

정국과 4.15 총선

을 앞두고 원로로

서 의견을 피력

했다.     

2020년도정기대의원총회

柳晙相(11,12,13,14)

대한요트협회 회장

은 2월 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2층 첼

시홀에서 2020년

도정기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 

한국기독실업인회정기총회특강

李榮一(11,12,15) 헌

정회 통일문제연구

특별위원장은 2월

20일 잠원동 한신

교회대강당에서열

린 한국기독실업인회 정기총회에서‘2020 한반

도주변정세와우리의선택’을주제로특강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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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기념및신년회개최

宋庸植(12) (사)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월 30일 하얏트호텔 2

층 남산3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및신년회를개최했다. 

‘성년후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심포지엄

元惠榮(14,17,18,19,20) 의원실은 2

월 12일 의원회관에서 전해철 의원

실, 대한변호사협회와공동으로‘성

년후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 대

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기

념심포지엄’을개최했다. 

‘거산김영삼을말하다’강연

金武星(15,16,17,18,

19,20) 의원은 1월

22일 의원회관에서

청년 김영삼 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에

서‘거산김영삼을말하다’란주제로강연했다.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

엄’개최

千正培(15,16,17,

18,19,20) 의원실은 1

월 29일 의원회관에

서 이상민·박주민

의원실, 대한변호사

협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국민소송제도 도입

을위한국회입법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인도네시아 HALAL 산업활성화’세미나

薛勳(15,16,19,20) 의원실은 1월 17

일 의원회관에서‘인도네시아 종교

부 HALAL청(BPJPH) HALAL 산

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인천공항허브화제2공항철도건설촉구’국회

토론회

安相洙(15,19,20)의원실은 1월 16일

의원회관에서제2공항철도건설촉

구 인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인천

공항 허브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제2공항철도건설촉구국회토론회’를개

최했다. 

‘2020 시니어콘텐츠포럼 : 유럽형노인놀이터

도입방안’세미나

金富謙(16,17,18,20) 의원실은 2월

11일 의원회관에서 전현희·김성

식 의원실과 공동으로‘2020

시니어 콘텐츠포럼 : 유럽형 노

인놀이터 도입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남북전통의학용어표준화’토론회

宋永吉(16,17,18,20) 의원실은 1월

16일의원회관에서원혜영·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

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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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정책간담회

趙培淑(16,17,18,20) 의원실은 1월

16일의원회관에서국가지식재산위

원회와 공동으로‘특허박스제도 정

책간담회’를개최했다. 

진한미술관신년특별기획전축사

金敬天(16) 헌정회 교육·문화·체

육·관광 분과위원회 간사는 1월 7

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진한미술관

(관장김상덕)에서 2020 신년특별

기획전에서 축사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1월 16

일까지 10일간전시된이전시회에는이지역구

인박주선의원(前국회부의장)을비롯해광주시

문협회(회장탁인석박사) 등광주지역많은인

사들이참석했다.  

2020년신년교례회

金容鈞(16) 사단법인 4월회 회장은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2020

년신년교례회’를개최했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발족

姜昌一(17,18,19,20) 의

원은 2월 11일 국회 정

론관에서 김무성 의원

과 공동으로 국민발안

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

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

면 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

도록하겠다”며“국회의원 150인의동의를얻고

자초당적인활동에나선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전문가초

청긴급토론회’

申相珍(17,18,19,20) 의원실은 2월

10일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우

한폐렴대책 TF와공동으로‘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

문가초청긴급토론회’를개최했다.  

‘AI시대, 문화체육관광어떻게준비할것인가?’

세미나

安敏錫(17,18,19,20) 문화체육관광위

원장실은 2월 13일 의원회관에서

‘AI시대, 문화체육관광어떻게준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돌연사-해법은? 急死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세미나

吳濟世(17,18,19,20) 의원실은 2월

11일 의원회관에서‘청년 돌연사-

해법은? 急死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세미나

李相珉(17,18,19,20) 의원실은 1월

21일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공

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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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과 함께‘방송통신 M&A시대, 지역콘

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공공기관재난·안전·보건관리전략마련’국

회토론회

趙正湜(17,18,19,20) 의원실은 1월

29일 의원회관에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공공기관 재난·안전·

보건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

했다. 

온라인유통시장불공정거래방지법공청회

盧雄來(17,19,20)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장실은 2월 5일 의원

회관에서‘게르만 민족 VS 소상

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공청회’를 개최

했다.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

2020 대한난청포럼

(17,19,20) 의원실은 2월 3일

의원회관에서 오제세·김병욱·심

재권·홍익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 대한난청포럼’을 개최했

다. 이어 2월 12일에는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

원회와 공동으로‘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

표 및 토론회 : 다른 성장 미래와의 동맹’에 대

해세미나를개최했다.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모

색’세미나

禹元植(17,19,20) 의원실은 1월

17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와 공동

으로‘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현

황과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종이영수증폐지, 이대론안된다’간담회

兪承希(17,19,20)의원실은 1월 21일

의원회관에서 윤후덕 의원실과 공

동으로‘종이영수증 폐지, 이대론

안 된다’는 인쇄업계 위기 진단 간

담회를개최했다.  

‘노동위원회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의쟁

점과과제’세미나

鄭成湖(17,19,20) 의원실은 2월 5일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의원실,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와 공동으로‘노동위원회의 활성화

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

미나를개최했다. 

‘충남 KTX 철도망구축’국회정책토론회

洪文杓(17,19,20) 의원실은 2월 3일

의원회관에서‘충남 KTX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서

해선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 연결

통해 홍성→용산 40분대 진입’에 관해 세미나

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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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총장취임

金錫俊(17) 前 안양대학교 총장은 2

월 24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제 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학

교는 2015년 한독미디어대학원대

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했으며, 역대 총장은 독일

집권당원내대표출신호르스트텔칙총장과참

여정부 과학기술부장관 출신 박호군 총장 등이

있다. 

‘미술은 산업이다 : 미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세미나

金學容(1819,20) 환경노동위원장실

은 1월 30일 의원회관에서 (사)한

국조각가협회, (사)한국미술협회와

공동으로‘미술은 산업이다 : 미술

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를개최했다. 

‘국군의 권익과 보훈, 혁신 방향과 과제’국회

컨퍼런스

李明洙(18,19,20) 의원실은 2월 12

일 의원회관에서 김선동 의원실과

공동으로‘국군의 권익과 보훈, 혁

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국회 컨퍼

런스를개최했다. 

제10차한의약보건정책포럼

南仁順(19,20) 의원실은 2월 5일의

원회관에서‘제10차 한의약 보건정

책 포럼: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전략토론회’를개최했다.

LG헬로비전고객센터실태조사결과발표토론회

朴洸瑥(19,20) 의원실은 1월 21일

의원회관에서 송옥주·이정미·김

종훈 의원실, 노동건강연대와 공동

으로‘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

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

회’를개최했다. 

‘부동산전자계약공공부문활성화’토론회

尹官石(19,20) 의원실은 1월 17일

의원회관에서 이후삼 의원실과 공

동으로‘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  

‘환경 및 노동 입법의 새로운 모색 : 포스트 자

본주의의관점’세미나

韓貞愛(19,20) 의원실은 2월 11일

의원회관에서 경상대 대학원 정치

경제학과와 공동으로‘환경 및 노

동입법의새로운모색 : 포스트자

본주의의관점’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청년고용확대와중장년재취업

지원방안’세미나

洪宜洛(19,20) 의원실은 2월 18일

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실과 공

동으로‘건설기술인의 청년 고용

확대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

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바로 잡습니다> 2019년대한민국헌정회회원수첩제작시

원로위원명단에이상민원로위원의성명이누락되어 2020년

수첩제작시기재하여드릴것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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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과한국사회의미래’세미나

姜勳植(20) 의원실은 1월 16일 의

원회관에서 한국행정학회, 한국공

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선거법 개

정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세

미나를개최했다. 

‘레이저안전교육정비’세미나

金京鎭(20) 의원실은 1월 16일국회

도서관에서‘레이저 안전 교육 정

비를위한세미나’를개최했다. 

‘저출산시대의남성난임, 어떻게극복하나?’세미나

金光守(20) 의원실은 1월 17일 의원

회관에서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

원회와 공동으로‘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에 대

해세미나를개최했다.

새둥지 大吉 하시길…

尹在明(7,8,10) 사) 서울 중구 필동로 18 원일빌딩

504호 (사)한일문화친선협회

李相羲(11,12,15,16)사) 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2497

호서대학교벤처대학원904호녹색삶지식원

安相賢(16)자)경기양평군용문면용문산로646

李在禎(16)자) 경기수원시영통구웰빙타운로 56번

길 103-14

鄭玉任(18)자) 서울용산구원효로90길 11 용산더프

라임 101/3001

張하나(19)자) 서울도봉구도봉로180길 6-83 삼환

도봉A 3/311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鄭熙彩(10,11)원로 1월 24일별세. 고

인은서울대법과대학법률학과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동대학교 정치학 교수,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행정대학원장, 고

등고시사법과시험위원, 문교부차관, 서울시립대

학교총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인제대

학교석좌교수, 중국산동성장보준장군기념탑비

문작성, 한국서예협회 서울지부초대작가, 전국서

화예술인협회초대작가등을역임했다. 향년 93세. 

段炳浩(17)회원모친(故정귀난) 2020년2월3일별세.

金寬永(19,20)회원부친(故김진성) 2020년 1월 29

일별세.

á¥» àÏÕÏÙ

崔球植(17,18) 2020년 2월 15일(토) 12시 30분아들

(최지호) 결혼. 

장소:드레스가든 4층 블리스돔(서울 강남구

청담동71-8) 

金孝在(18) 2020년 2월 2일(일) 오후 2시딸(김수진)

결혼

장소:노블발렌티삼성(서울강남구봉은사로

637)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월15일마감이후접수분은다음호게재
(연락처 : 편집실 786-2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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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郭尙勳(初代), 白樂濬(2代), 尹致暎(3·4·5代), 洪滄燮(6代), 金周仁(7·8代), 金元萬(9代), 金向洙(10代), 

蔡汶植(11代), 柳致松(12代), 張坰淳(13代), 宋邦鏞(14代), 李哲承(15代), 梁正圭(16·17代), 睦堯相(17代 補選,18代),

辛卿植(19代), 劉容泰(20代)

‘憲政’은열려있는言論空間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글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憲政’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한 軸임을 자부하는 헌정회의 기관지입니다. 

불편부당과 우국충정의 丹心을 담아내는 것을 편집·제작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 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 10매분량입니다. 

l전화 : 02) 786-2881~2 / 788-3999    l팩스 : 02) 786-2883

l이메일 :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å¤¸Â Ì± Ü¼ÔÏÙ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 헌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 헌정 기념에 관한 사업
■ 사회발전정책과 사회복지문제의 연구와 건의
■ 월간「憲政」과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사업
■ 회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å¤¸ ßÚ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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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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