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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치를하려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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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발의할수있도록개헌하는원

포인트헌법개정안이여·야의원 148명의서명

을받아국회에접수되었다. 이개헌안은더이

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곧 폐기될 것

으로예측되지만우리헌정회도이개헌을추진

하는단체중의하나로언론에보도되었고이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헌정회는 그러한 개헌논의

를한바전혀없다. 따라서그러한개헌을추진

하기로입장을정한바도없다). 이를계기로국

민개헌발안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번 정

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관한필자의견해를밝혀두고자한다.  

국민개헌발안제도의도입을주장하는논거는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으므로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원래 우리 헌법에 있던 국민개헌

발안 조항이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 국민개헌

발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실된 국민의 주권

을 국민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주장자들은그들의조직을“헌법개정국

민주권회의”라는자극적명칭을사용하고있다. 

현행 헌법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 가능하여 권력구조 등

에 관하여 개헌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들이 많아 개헌을 해야 할 부분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아니하고, 현행 헌법상 또 하나의 개헌발

안권자인정부또한손놓고있다. 이제국민들

이 직접 나서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개헌발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헌 추진의 동

력으로삼아보자는것이그도입을주장하는사

람들의현실적근거이다.   

그러나 국민개헌발안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많다. 현행 헌법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30년이상지속되

는 최장수 헌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邊精一

헌정회부회장·헌법개정특별위원

10·14·15대의원
前국회법사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광장정치조장, 의회민주주의약화우려

국민개헌발안제도를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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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한민국 헌정

사상최초로완벽한여·야합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간의합의에의하여탄생된헌법이

기때문일것이다. 이헌법개정당시에개헌안

국민발안제도를도입하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

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대의민주주의는민주주의의핵심요소이다. 대

의제도는 대표자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

함을전제로한다. 그러나대표자가국민을위해

가장유익하고합리적인결정을할것이라는기

대를전제로하는것이지반드시현실적인국민

의 의사와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이 반드시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일치하는

재판을해야하는것이아니라법과양심에따라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정의를실현하는재판을할것이요구되는

것과마찬가지다. 이것이사법권의독립이요구

되는이유이다.  

국가와전체국민위한개헌안제시가전제

개헌안 국민발안제 도입은 국민이 현명한 판

단으로국가와전체국민을위해가장바람직한

개헌안을제시한다는것을전제로할때비로소

타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 국민여론은여론조

작에의해얼마든지잘못된방향으로형성될수

있음을우리는경험했다. 국가기관과언론을장

악하고있는집권세력이그들스스로전면에나

서추진하기에는어려운개헌을지지세력을앞

세워추진할수있다. 

예컨대 토지공개념의 확대, 사유재산제도의

제한, 시장경제질서에대한국가권력의간섭, 사

회주의적경제조항도입, 연방제가우려되는지

방분권의 과도한 강화 등 사회주의적 헌법조항

을 개헌안 국민발안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또

는포괄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은 선거에 의

해다수득표로선출된권력에의해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훼손되는것이다. 즉집권세력이옳

지못한개헌을하고자할때국민개헌발안제도

를악용할수있다. 우리헌정사에있어유신헌

법, 1980년에탄생한 5공헌법등 독재적요소가

강한헌법들이모두국민투표를통한국민의의

사로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우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국민여론은여론조작에의해얼마든지잘못된방향으로형성될수

있음을우리는경험했다. 국가기관과언론을장악하고있는집권세력이

그들스스로전면에나서추진하기에는어려운개헌을지지세력을

앞세워추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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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에이용당하는위치로전락된다.

국민발안제를 채택하는 경우 개헌안에 대한

심도있는토론과국민의사형성을기대할수없

다. 오히려거리정치광장정치를조장할것이우

려된다. 이나라의사회적정의를세우는데있

어 핵심적 위치인 법무부장관으로 온갖 위선과

부정으로얼룩진사람이임명되었을때이를규

탄하는다수국민에맞서이를옹호하여조국수

호대규모집회가열리는것이한국의현실이다.

오늘날이나라는두쪽으로갈려이념의대립이

극심하여특정이슈에 국민개헌안이수시로발

안될가능성이있다. 그때마다광장정치가펼쳐

지고 국론은 분열되고 잦은 국민투표로 국력은

소모될것이다. 뿐만아니라 21대총선에서듣도

보도못한정당들이수없이탄생하는특이한현

상을보였다. 마찬가지로이해하기어려운개헌

안들이쏟아져나올가능성이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고 결정

하는역할을담당한다. 정당을통해서국민의의

사가수렴되고전체국익에도움되는개헌을추

진하는길이열려있다. 즉국민은정당을통해

서언론과시민단체의활동을통해서개헌을할

수있다. 정당과언론시민단체의활동과정에서

개헌안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발의 여부가 걸러

질것이다. 국민의의사를외면하는정당은국민

의힘으로도태시키면된다. 

국민이아닌특정정치세력에이용안된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으로 결국 무엇이든 개헌할

수있다는풍조가만연될까두렵다. 국민이주권

자이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그럼에

도불구하고우리보다민주주의의역사가길고선

진화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민개헌발안제도

를인정하고있는나라를찾아보기란쉽지않다. 

우리보다선진국이라할수있는나라중에독

일·스위스·이탈리아 등이 국민개헌발안제도

를채택하고있으나이들국가는소규모의공국

들이 공동으로 이룩한 연방제 국가들이고 우리

와는정치사회문화역사를달리한다. 그들국

가들은 건국부터 그들 고유의 사회·정치적 환

경에의하여국민개헌발안제도를채택한것임을

유의할필요가있다. 스위스는 1948년이후 200

여회, 독일은 1949년이후 60여회개헌을했다.

우리나라가 국민개헌발안제도를 도입한다면 잦

은개헌안발의가이루어지고이로인해광장정

치가더욱기승을부릴것이며국론분열이극심

할것이라는점을쉽게예상할수있다.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국정의중심은국민의

대표기관인국회다. 국회가제기능을해야만민

주주의가 건정하게 발전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의회

민주주의가퇴보하면집권자가지지세력을동원

하여 선동정치가 횡행하고 끝내는 전제정치로

간다. 민주주의의기본가치가훼손된다.

국민이 주권자이지만 국민개헌발안제도는 우

리의현실에서국민을위한것이되지않고오히

려특정정치세력에이용될가능성만있다고보

여지므로도입되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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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바다에춤추는밤물결같은

검은귀밑머리날리는어린누이와

아무렇지도않고예쁠것도없는

사철발벗은아내가

따가운햇살을등에지고이삭줍던곳

- 그곳이차마꿈엔들잊힐리야

하늘에는성근별

알수도없는모래성으로발을옮기고,

서리까마귀우지짖고지나가는초라한지붕,

흐릿한불빛에돌아앉아도란도란거리는곳

- 그곳이차마꿈엔들잊힐리야

향수(鄕愁)
- 정지용 - 

이달의詩

넓은벌동쪽끝으로

옛이야기지줄대는실개천이휘돌아나가고,

얼룩빼기황소가해설피

금빛게으른울음을우는곳

- 그곳이차마꿈엔들잊힐리야

질화로에재가식어지면

비인밭에밤바람소리말을달리고,

엷은졸음에겨운늙으신아버지가

짚베개를돋아고이시는곳

- 그곳이차마꿈엔들잊힐리야

흙에서자란내마음

파란하늘빛이그리워

함부로쏜화살을찾으러

풀섶이슬에함추름휘적시던곳

- 그곳이차마꿈엔들잊힐리야

※ 정지용시인은 1902년충북옥천에서출생, 서울휘문고

등보통학교를거쳐교토도시샤대학교영문학과를졸업했다.

1939년 <문장>지추천으로등단, 광복후이화여자대학교교

수,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1950년 전란 중에 납북,

그 해 9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집으로『정지용 시집』

(1935년), 『백록담』(1941년), 『지용시선』(1946년), 『정지용 전

집』(1988년)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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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개원제101주년기념식이 4월 10일국회의사당중앙홀에서개최됐다. 이날기념식에는문희상국

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사무총장등국회지도부가대거참석했다. 유경현헌정회장은기념사를통해“의정

원역사는우리헌정사에깨우침과가르침의보고”라고강조했다. 다음은이날기념식에서행한기념사전문

이다. <편집자>

14

코로나의크나큰어려움에온국민이한마음

한뜻으로이겨가는이거룩한노력에머리숙

여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국민은슬기롭게모범

적으로이어려움을이겨나갈것으로믿습니다.

101년전우리조상들은나라없는암담한세

월속에서도희망의횃불을들고임시정부의정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독립지사들은 혼연일체

우국충정과광복일념으로온생을다바치셨습

니다.

여기바로의정원헌장이있다시피대한민국

이라는국호, 민주공화제라는장엄한우리헌정

사에 금자탑을 쌓으셨습니다. 또 그 구성도 지

금우리국회처럼팔도대표들을고르게선출했

고, 특히 놀라운 것은 여성 대표들도 팔도에서

고르게의원으로모셨으니지금생각해도정말

경탄을자아내는훌륭한일이었습니다.

오직구국일념·통합일념·포용일념·희망

일념으로그어른들은그기록을우리국회에서

74년에잘모아서생생한문화재로서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뜻을살려서문희상의장·유인태

총장께서지난해 100주년때그역사를더빛나

게 더 생생하게 우리 국회에다 잘 모셔서 우리

후세들에게 가장 뛰어난 가르침의 학습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임시의정원개원제101주년기념식

의정원역사, 우리헌정사에깨우침과
가르침보고(寶庫)

柳瓊賢

헌정회장

10·11·12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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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국회에서 5당대표들을비롯한우

리 의원님들 20명이 초당적으로 상해를 방문,

100년전그의정원의그터전에서첫날에밤새

웠던그과업을다시재현한일은정말아름다운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우리 후배들

이간직해야될나라사랑의길, 정치를일으키

는일에큰귀감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훌륭한국민과민족은훌륭한역사속에서훌

륭한깨우침을받습니다. 우리의정원의역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깨우침과 가르침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우리가이런모임을통해서그어른들이

그 눈보라치는 세월 속에서도 봄날을, 봄날의

꿈을잃지않았던그빛나고찬란했던길을, 우

리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길을 제

대로가고있는가, 그길을제대로배우고있는

가를묻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뜻깊은 옛 어른들의 삶

속에서 꿈꾸셨던 혁혁하고 장엄하신 뜻을 마음

속에 다시 되살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뜻깊게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각오와

결의를다짐하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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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선거를통해선출된동등한자격을갖

춘사람들이사회에구속력있는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한 회의체다. 이런 의회는 크게 법을

만드는입법기능, 사회의갈등을조정하는기능,

그리고행정부를견제하는기능을갖고있다. 의

회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이런 기능

들을잘수행해야한다. 권력분산을핵심으로하

는 대통령제와 권력융합에 기반을 둔 내각제에

서의회의역할과기능은다를수있다. 그러나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최우선에 두어

야한다는것에는이견이없다. 

국회는대한민국의회를표현하는말이다. 대

한민국은견제와균형을핵심운영원리로삼고

있는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다. 87년민주화이

후한국국회는퇴보하고있다. ‘행정부견제’와

같은고유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

것이가장 큰문제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 구도 속에

서전개

대통령제하에 있는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

보다는 오히려‘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

각제구도속에서전개되고있다. 즉, 여당의원

들은 국민보다는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입

법활동을하고, 야당의원은의정활동의목표를

정부·여당을반대하는데맞추고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입법부 구성원으로 정

부를견제하는것이아니라오로지정파적인이

해를대변함으로써여야간의갈등과대립을고

착화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한마

디로 한국 국회엔 국민이 없고 오직 갈등만 증

폭되어가장개혁되어야할조직으로지목되어

왔다. 

20대국회는역대최악이라는평가가지배적

이다. 여야간정쟁에의해민생이희생된국회

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金亨俊

명지대교양대학교수, 정치학

당론에구애받지말고소신에따라

일하는‘개혁국회’로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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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는 폭

력 사태까지 일어났고 식물국회에 있어서 동물

국회까지진전됐다. 

한편, 지금까지보지도듣지도못했던 4+1(민

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이라는협의체를통해의회과정이변질되

는 과정도 겪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은

그동안여야합의를통해이루어졌지만 20대국

회에서는제1야당을배제한채여당과친여소수

정당이힘으로밀어붙여통과시켰다. 결과적으

로연동형비례대표제를골자로한누더기선거

법은비례성을높인다는본래의개혁취지는사

라지고지금까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비례

대표전담위성정당들이난무했다. 

한국언론학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가국회에발의된법안을분석한결과,

‘가결률’은 10%대로 추락했다. 15대 때는 57%

에달했지만 16대 38%, 17대26%, 18대 17%, 19

대 16%, 20대(2019년 12월 11일기준) 11%로떨

어졌다. 세간에는 입(立)법부가 아니라 무(無)법

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 무용론이 대두

되고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지극히 부정적이

다. 한국갤럽이 작년 10월(22-2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20대국회가 2016년부터지금까

지 국회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지’질문한 결

과‘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잘못했

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다. 20

대국회의역할수행정도를 100점만점으로평

가했을 때‘0∼19점’17%, ‘20∼39점’19%,

‘40∼59점’37% 등‘60점 미만’을 준 국민이

전체의 73%에달했다. ‘60∼79점’17%, ‘80점

이상’4%로, ‘60점이상’은 21%에그쳤다. ‘국

회 실패(Assembly Failure)’란 용어가 등장할

만하다. 

‘능동적으로일하는개혁국회’로거듭나야

그렇다면 21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

엇보다‘능동적으로 일하는 개혁 국회’로 거듭

나야 한다. 미국 의회 정치학자 메지(Mezey)는

의회의 정책형성력과 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라

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의회 유형을

분류했다. 정책형성력이란의회가어느정도행

정부의제안을수정하고용이하게거부할수있

는가를의미한다. 국민신뢰란의회가국민들로

부터어느정도지지를받고있는가를지칭한다. 

우리 국회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는행정부의제안을거부없이무조건통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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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법부의 오명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화 이

후에도행정부안에대한대안제시나의미있는

거부는아주예외적이었다. 제한적수정을하는

중간정도의정책형성력을갖고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상당히 낮은 주변적

(marginal) 의회라는평가를받고있다. 

이제 21대국회는환골탈태(換骨奪胎)해서행

정부의 제안을 대폭 수정하고 용이하게 거부할

뿐만아니라그자체의대안을제시할능력을보

유하고 있는 강한 정책 형성력과 국민들로부터

지지가높은‘능동형’(active) 국회’의모습을보

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의원개개인이전문성

을토대로당이강제적으로지시하는당론에구

애받지말고자신의양심과소신에따라의정활

동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선국회가정치의중

심이되어야한다. 

한국 정당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은 당원에 의

해선출되는당대표가중심이되는원외정당체

제이다. 원외정당체제는원내중심체제와대립

되는 개념으로 국회가 정당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원외정당이정치의중심이되는것을지

칭한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대

표보다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원외 대표가 당을

실질적으로대표하면서막강한권한을행사하는

체제이다. 

한편, 원내정당체제가잘구축된미국에서는

원외대표는없고원내대표가당을대표하고, 우

리나라의중앙당에해당되는전국위원회의장은

대선전당대회준비와대선운동보조등지극히

제한된 역할만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 국회를

선진 의회 민주정치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

해서는의원들의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을강화

시키고 동시에 의원들의‘문화적 세속화’

(cultural secularization), 즉, 의식의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 

특히, 정치관계법개정을통해원외정당체제

를 원내 정당체제로 전환시키고, 원외 대표직

을 폐지시켜 강제적 당론이 존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 탈바꿈하

기 위해서는 미국이 1970년대 의회 개혁을 위

해설치했던정치개혁위원회, 일명‘한센위원

회’(Hansen Committee)를 벤치마킹할 필요

가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의장권한과역할강화, 국회소위원회활성

화, 상임위원장의선출에서실질적인경쟁제도

도입, 상임위와소위위원회국민참여등을제도

화시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혁과 의원행위 규제

성문화

21대국회는말도많고탈도많은준연동형비

례대표제도를개혁할뿐만아니라의원들의행

위를 규제하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행동규범

인생산적인불문율이만들어질수있는환경을

제도화해야한다. 국회의문을 1년열두달열어

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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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일하는국회’의모습을구축해야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운영 기본일정과 관련, 9∼12월

에 열리는 정기국회 100일 외에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를열도록규정하고있다. 

정기국회를앞둔 8월은제외된다. 홀수달인

1,3,5,7월에도 교섭 단체간 협상으로 임시국회

를개최할수는있지만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는열리지않는게통례다. 1년중넉달을쉬는

셈인데, 논리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와

재충전, 일각에서는 입법 지원체계의 미비를

이유로 든다. 이러한 허구의 논리에서 벗어나

연중상시운영체제를만들어일하는국회의모

습을 보여야 한다. 의회정치의 제도화는 의회

기능이 활성화, 다변화, 효율화되는 과정인데

이를위해서는생산적인불문율의발달이필수

적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보다는 상호 비난

의 불문율이 형성되어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상생국회로거듭나기위해서는대화와타협, 상

생과 상호예의와 같은 생산적 불문율을 조속히

만들어가야한다. 이를위해 21대국회구성원

들은모두“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양

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는대한민국헌법제

46조②항을마음속깊이새겨실제행동에옮겨

야한다. 

또한, 지난 2002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채택

한“의원은국민의대표자로서소속정당의의사

에기속되지아니하고양심에따라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 제2항(자유 투표) 규정을 다시

한번깊이음미해봐야한다. 한국국회는‘선천

성상생결핍증’이라는악성바이러스에감염되

어있다. 21대국회가이러한바이러스를치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의회를 구축하길 바

란다. 

국회의장의위상강화가가장절실한과제

한국 의회 민주주의의 성패는 허구적인 정당

의 권위보다는 국회와 국회의장의 권위를 강화

하는 데 달려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

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의위상강화가가장절실한과제이다. 

현재와같이여야원내교섭단체를이룬정당

들의의사일정합의에따라의정을이끄는수동

적이고 의전 지향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의

수장으로서의능동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담당

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회법을

조속히개정해야한다. 

또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장기국회파행을막기위해국회의장

이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부여해야한다. 그래야만의원들간교차

투표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여하튼 국회

권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 스

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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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민주주의꽃. 4년마다한번씩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일하

며애국충성하는일꾼을뽑는국사(國事)이다. 

탐스러운 목련에 잇따라 수수꽃다리(라일락)

향기로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끝났다. 말많고탈많은코로나19 선거, 마스크

선거였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다시 뽑는

4·15총선은거대양당구도로정책대결은없고

‘안정’과‘심판’을 에워싼 말싸움으로 시종(始

終)한‘입전쟁’이었다. 막대한돈과조직과지모

를 기울였으니 일단‘이기고 보자’는 편싸움이

었다. 지지표를 많이 얻어 과반수인 170여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 만

하지만조용히표정관리하는모양새다. 원내제

1당을 노렸다가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멘붕상태

에빠졌다. 황교안당대표는개표중이던이날밤

11시30분“선거참패의책임을지고모든당직을

사퇴한다”고밝혔다. 오는 8월전당대회때까지

비상대책위 체제로 21대 국회 원(院) 구성에 임

할 것 같다. 어쨌거나 20대 국회는 5월 29일로

아듀!(Adieu: 안녕히가세요!), 희망과기대속에

6월 1일부터 맞는 21대 국회는 웰컴(welcome:

어서오세요)이다. 임무교대와동시에새로운사

공(대표)을세워야할보수통합호는전열을가다

듬고순항(順航)을해야한다. 

민주주의는국민의표로써심판받는다

민주주의는국민의표(票)로써심판받는다. 15

일밤개표과정에서 1∼2위득표차가나란히같

고단 2표차이로발표되는장면을몇차례봤다.

단 1표차로당락이결정되고가부(可否)가판가름

되는경우를역사는증언한다. 한표의가치가천

금같다는얘기다. 1649년의회표결에서단 1표

차이로 가결되어 영국 왕 찰스1세는 처형됐다.

1868년앤드루존슨미국대통령에대한상원(上

院)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단 1표 차이로 부결됐

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제재형

前대한언론인회회장

한국일보사우회명예회장

‘공(功)은부하에게, 책임은내게’돌리는
공복정신(公僕精神)은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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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76년미국은단 1표차이로독일어대신영

어를국어(國語)로채택했다. 1875년프랑스는단

1표 차이로 왕정(王政)에서 공화정으로 바꿨다.

1839년미국매사추세츠주지사선거때마커스

몰튼은 단 1표 차이로 당선됐다. 1845년 단 1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합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1876년단 1표차이로러더포드헤이스는제1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1923년 600만 유태인

을학살한히틀러는단 1표차이로나치당총수로

선출됐다. 이처럼투표는총칼보다강하다. 새역

사창조의권능을지녔다. 일찍이아브라함링컨

은 말했다. “의회투표와 국민투표는 다르겠지만

단 1표의선택으로세상이바뀔수있다.”

이와같이 4·15 국회의원총선거에서 66.2%

의 4,400만유권자가던진한표, 한표는새로

운대한민국헌정사를기록하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 4·3희생자 추

념식에서“먼저꿈을꾸었다는이유로처참한죽

음과마주했고, 통일정부수립이라는간절한요

구는이념의덫으로돌아왔다”고연설했다. 막말

인지고운말인지알쏭달쏭하다. 국가관과역사

인식의 견지에서 한번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로 촉발된 불상사의 진압

과정에서 엄청난 무력 충돌과 인명살상이 빚어

진비극적사건이아니던가. 이말씀이 4·15총

선에영향을주면어찌되나.

4·15총선에 나온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사건

에관한비판발언이누구를폄훼한‘막말’이란

이유로미래통합당에서제명처분되고후보자격

마저취소됐다. 그러나법원의가처분신청인용

으로 제명 처분은 되살아났다. 선거대책본부장

은“쓸데없는말은입을다물어야한다”고꾸짖

었다. 국회의원은‘말하는일꾼’인데입을다물

라면결국말없는벙어리를뽑자는말인가. 홍보

전에서‘경제파탄’은안되고‘친일청산’은괜찮

다고 유권해석한 중앙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는

무엇이기준인가? 이러다간할말, 못할말을가

름하는‘막말사전’이편찬될지도모를일이다.

공직자는정치적중립지켜야

공화당 집권시절 일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열

허구한날허송세월하다가회기끝나는날또는세모한밤중에

허겁지겁의안처리를산더미처럼무더기로처리하는가? 

국회의원은놀고도꼬박꼬박세비받는가? 

No work No pay(不勞不給) 원칙에어긋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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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공직자는정치적중립을지키기위하여특

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거나 특정정당을

지지또는반대할수없다는선거법규정이있었

다. 이에따라대통령도선거찬조유세를할수

없다는유권해석이나왔다. 목포에서공화당후

보지원유세를막시작했던박정희대통령은고

흥, 김제 등 다음 유세일정을 취소했다. 한국일

보정치부국회출입기자였던나의서면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답변 때문이었다. 공화

당추천김치열선관위원은대통령만은예외(例

外)라는서면결의안을만들어위원 8명의도장

을 받아 번복 가결시켰다. 이에 격노한 사광욱

대법관은“법률 조항을 이현령(귀거리) 비현령

(코거리)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면서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의 감투를 벗어던져 버렸다. 역사에

특기할만한사건이었다. 

△경제는말아먹고△안보는팔아먹고△외교

는 구걸하고 △세금은 탕진하고 △곳간은 거덜

내고 △국채는 남발하고 △원전은 팽개치고 △

국정은 파탄내고 △민생은 외면하고 △기업은

주눅들고△노조만득세하고△알바는별따기에

△일자리노인천국△서민층피눈물에△중산층

무너지고△세대간반목하고△동서간분열하고

△이념간대적하고△진영간칼겨누고△중국이

상전이고△북한이우선이고△일본은무시하고

△미국은멀리하고△동맹엔고립되고△국격은

추락했고△통치는어설프고△경영은무능하고

△연설로사기치고△공약은부도내고△특기는

내로남불△잘못은언론탓에△실정은개돼지탓

△제편은춘풍온실△야당엔추상냉골△조국엔

마음의빚△국민엔울화통병△측근은우대일로

△정적엔조자룡칼△입법을농단하고△사법을

유린하고 △행정은 복지부동…칠언절구(七言絶

句) 짧은 말로 세상물정을 마음껏 풍자한 글이

SNS 카톡방에공공연히떴다. 그런데도혹세무

민죄로다스리거나잡아갔다는말이없다. 확실

히보장된언론자유덕분인가? 얼떨떨한심정이

다. 본시 양약(良藥)은 입에 쓰고 충언(忠言)은

귀에거슬리는법이니까. 안본척, 못들은척하

는것도대인의금도였다. 

1948년 7월 24일제헌국회가개원된이래 72

년 동안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대한민국 국회는

산넘고물건너오늘에이르렀다. 3개월전연

초예비후보들이선거채비를할무렵중국우한

(武漢)에서발진한우한폐렴(코로나19)바이러스

가불청객처럼우리나라를스며들더니순식간에

온누리에퍼졌다. 3월 16일경이사실을발설하

거나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판·조롱한 사람

들[런츠창(任志强·69) 華遠그룹회장, 쉬장룬(許

章潤·58) 靑和大 법학교수, 천추스(陳秋實·34)

시민기자] 어디론지 행방불명 됐다는 외신보도

도 나돌았다. 온 세상이‘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역질(疫疾)’이라고놀랐다. 

총선앞두고재난지원금지급홍보는포퓰리즘

의사협회전문가들이즉시“나라문을닫아야

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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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공항폐쇄)”고 5∼6차 건의했으나 당국은

이를묵살, 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도막기어

려운혼란사태를빚었다. 온세상이코로나공포

증에걸렸고수백만명이감염되고수십만명이

죽었다. 4월 16일현재한국인도 230명가량죽

었고, 감염확산은진행중이다. 병균을옮긴범인

을찾는와중에‘신천지’(대표이만희)란사이비

이단 기독교가 들통나서 혹세무민하는 실체가

드러났다. 대구시는‘코로나19’바이러스 공포

지대가됐고, 입마개마스크배급제도까지등장

했다. 뒤늦게심상찮은비상사태를눈치챈정부

당국은“손씻기, 마스크착용, 사회적거리(2m)

두기 등을 철저히 하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공항폐쇄, 출입국비자 발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세우느라야단법석을떨었다. 게다가긴급재난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50만원∼

100만원씩 주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짜서 국

회에제출한다고힘써홍보한다. 

방역의료진과간호사들의신속친절한봉사활

동에세계의언론들이‘모범적인방역’이라고칭

찬하자정부가먼저자기네공적이라고자화자찬

했다. ‘공(功)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돌리

는 공복정신(公僕精神)은 어디 갔나? 기업체나

유지들이재해돕기성금을내고현장봉사로실천

하는박애정신이야말로칭찬받을만한일이아닌

가! 배나무밑에선갓끈을매지말라는격언이있

다. 때마침총선을앞두고표를유인하는포퓰리

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야당의 입들이 막말을

쏟아낸다. 이래저래너나없이저질비하막말싸

움이 선거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 자격정지, 징

계처분, 제명조치에고소고발까지불사한다. 

국민의생명과재산지키는일은전광석화처럼

국회는민의의전당이다. 예의염치를알고품격

있게 언행하는 선량(選良)들이 모여 입법 예산수

립국정감사를하는곳이다. 그런데입후보자등

록마감날뉴스를보니 1천명넘는후보자의33%

가량이‘국립호텔’공밥먹은전과자였다더라. 

왜 이 나라엔 권모술수 아첨참소 빙공영사를

사양치 않는 정치꾼(Politician)은 흔한데 명망

높고존경받는정치가(Statesman)는왜그리보

기드문고? 4대국회때성곡김성곤(金成坤) 의

원은“국회의원은백수건달(화이트핸드드라이

문)”이라고 자학적인 말을 했다. 한동안 논란거

리가됐음은말할것도없다. 허구한날허송세

월하다가회기끝나는날또는세모한밤중에허

겁지겁의안처리를산더미처럼무더기로처리하

는가? 국회의원은 놀고도 꼬박꼬박 세비 받는

가? No work No pay(不勞不給) 원칙에어긋나

지않는가? 며칠전국회의원들이 4월세비에서

20%씩 떼어 코로나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의했

다는소식에우리는박수를아끼지않았다.

6·25 전란 때 창랑 장택상 전시 내각총리는

말했다. “국가의정통성을보위하고국민의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전광석화적인 조치’로

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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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후우양허정(許政) 내각수반은“비

혁명적인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직을 맡으라는 권유를 고사(固

辭)하였다.  

야당이라도쓸만한일꾼삼고초려등용

21대 국회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

주당의독무대다. 야당의도움없이도법을만들

거나고치기, 예산심의등기능을발휘할수있

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권여당은통합의

정신으로협치의손길을야당에내밀어야옳다.

가능하면 야당 사람이라도 쓸만한 일꾼이면 삼

고초려해서 등용하면 백성들 보기에 심히 아름

다울것이다. 신익희조병옥백낙준유진오유진

산선생같은어른을찾아국정자문을받는것

도아름다운모습일게다. 유진산신민당총재는

8대국회 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혼자서

만들어마감시간직전시간에선관위에직접가

서등록했다. 비례대표공천파동으로한때떠들

썩했지만그분만큼‘통큰정치인’은흔치도않

았다. 유총재장례식후인사차청와대를예방

한 아들 유동렬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호구지책

을마련해준얘기는정가의미담가화로남아있

다. 또한가지덧붙일것이있다. 15일밤개표

실황 중계방송 시간에 역대국회 최연소자는 누

구? 질문에 답변하기를 김영삼 의원(26세)이라

했다. 1927년 12월 20일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

산김영삼의원은 1954년 27세로 3대국회에진

출한 9선의원이다. 그런데 1934년 1월 10일진

안군에서태어난전휴상의원은 1960년 7·29선

거로 5대국회에들어간 4선의원이다. 당시신

문에역대최연소의원(만 25세)이라인터뷰하고

기사로도보도된것이기억난다. 역사는기억날

때바로잡아두는것이좋겠다고여겨진다.

‘준연동제비례대표제’폐지하길바란다

끝으로 21대국회는먼저 4+1방식으로삽입된

‘준연동제비례대표제’를폐지하기바란다. “일

반유권자는몰라도된다”(정의당대표심상정의

원)고할정도로헷갈리는제도, 이때문에떳다방

처럼 35개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투표용지 길이

(48.1㎝)가너무길어서수(手)작업으로개표하는

것은종이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로좋지않다. 

필자는비례대표제자체를폐지하자고제언하

고 싶다. 학술·기술·직능 대표를 뽑아 국회 운

영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겠지만 실상은 민주헌

금(정치자금+촌지) 내고 금배지를 사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본다. 선거법을 손질하려면 사전

선거제도도고쳐야한다. 투표마감후우체국을

거쳐개표장소로옮기는과정에참관인이함께

가지못해비밀보장, 투표지바꿔치기등부정선

거방지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장면을 목

격했다. 개표시간전며칠동안투표함은잘보

관됐는지 궁금해진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

직으로, 중선거구제로, 특권없는봉사직으로바

꾸면어떨까?

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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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마침내 21대 국회의 판도라가 활짝 열렸다.

결과는여도야도언론도깜짝놀랄만한여당

의압승이었다. 100년에한번있을까말까한완

승, 초유의 파워 입법권 등장, 슈퍼 여당, 공룡

여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년만에

최고의투표율(66.2%)을기록한지난 4.15 총선

에서단독으로과반의석을확보했고(163석), 비

례정당인더불어시민당의석을합하면무려 180

석을차지했으며, 열린민주당, 정의당의범여권

까지포함시키면 190석에달한다. 총 300석가

운데진보 190석vs 보수 110석으로확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한 거여야소(巨與野小) 정국은

21대국회의앞날을충분히예견케한다. 

與국난극복에, 野환골탈태에매진하라

21대국회에바라는국민적여망은무엇일까?

간단하다. 총선결과만본다면, 여당은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를계속밀어붙이라는정권엄호론,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

라는 재난 극복론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야당

은정권심판론이맥을추지못한만큼, 투쟁일

변도전략을전면수정하여보수재건에힘쓰라

는엄중한질책이다. 통합당은황교안대표마저

사퇴한마당에당의전열정비에꽤시일이걸릴

것 같다. 한마디로 여당은 국난극복에, 야당은

환골탈태에 매진하라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나

타난국민명령이라고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원장

세한대학교교수

(사)한국리더십개발원원장

‘巨與野小’국난극복에앞장서라는명령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총선정당별의석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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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단연‘민생국회’의극대화이다. 정부여당은온

국민이두달넘게생사를넘나들며고생하고있

는 코로나 정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생경

제를살려야한다. 이를위해민주당은 21대국

회가 열리자마자 7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재

난구호기금 마련과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 박차

를가할것이다. 민주당은또 20대국회에서여

야간공방을벌였던부동산관련법안의처리에

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 아울러문재인대

통령이관심을보여왔던남북보건협력, 비무장

지대(DMZ) 평화벨트, 통일경제특구, 북한 관광

재개문제도다시추진될전망이다. 이러한정책

들을정부여당이강력히추진할수있도록국민

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최상의 정치적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호날

두에게골을몰아주듯..

여당이의정활동주력하고야당과협치눈여겨본다

민주당은 탄탄대로다. 150석 이상(과반수 의

석)을얻었기때문에, 국회의장직을확보하고국

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임명동의안을단독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다 비례정당 의석을

합하면 180석(재적 5분의3 이상)이니,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를 24시간내에강제로종료시킬

수있다. 20대국회때야당의반발로애를먹었

던국회상임위원회만해도여당은 21대국회에

서 총 18개의 위원장 자리 가운데 12개 정도를

차지하게됐다. 집권여당이국회에서마음껏일

할수있도록국민들이넓은멍석을깔아준셈이

다. 다만, 국민들은 거대 여당의 의정활동과 야

당과의협치에대해전보다훨씬더냉철하게평

가할것이다. 우리국민은늘강자(强者)에게강

했다. 만약여당이국익이아니라당리당략을위

해독주할경우, ‘거대여당의오만’이라는채찍

을 들 것이다. 국민은 여당에게 화려한 권한과

무거운책임을동시에부여했기때문이다. 야당

도과거‘대안없는발목잡기의틀’에서과감히

벗어나야한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싸워서‘동물 국회’라

는오명을얻었다. 국민들은박근혜탄핵정국과

조국정국을지나면서삭발, 단식, 광장대결같

은‘맹수정치’에진저리를쳤다. 아무쪼록 21대

국회는‘인간국회’가되기를바란다. 동물국회

의가장큰특징은타협점이없다는것이다. 21

대국회에서도걱정되는것은타협점을찾기어

려운난제들, 즉정치권에서‘영원히뜨거운감

자’로치부되는개헌론과국가보안법폐지문제,

그리고 검찰개혁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는

20대국회에이어 21대국회에서도시한폭탄이

다. 이와중에조국전법무장관과윤석열검찰

총장의이름이또다시뜨겁게오르내릴것이분

명하다. 최강욱, 김남국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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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조국 지지자들과 현 정권의 청와대

참모들이대거 21대국회에입성해서조국 vs 윤

석열의대결은다시활활불붙을것이다. 

거물급퇴진에 3∼4선급중진새정치지도자도

약기회

민주당은범여권 190석에야권의 10석을끌어

들여 200석을확보하여개헌을시도할지모른다

는것이야당의의구심이다. 친문세력들이자신

들의오랜염원인토지공개념과동일노동동일임

금제도입등을위한개헌을도모하리라는것이

다. 권력구조개편문제는보수와진보의사활적

관심사여서 양자간에 격돌의 불씨가 늘 남아있

다. 한가지아쉬운점은여야가충돌할때, 완충

역할을하거나중재역할을할수있는제3당이나

중간지대가없다는것이다. 20대국회초반만해

도 38석의의석을얻은안철수의국민의당이나

름대로비슷한역할을하기도했는데, 21대국회

에서는그럴만한정당이나정파가없다.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등민생당의지도부와김

무성, 유승민등미래통합당의중진정치인들도

낙선하거나불출마한탓에이번 21대국회는‘거

물들의무덤’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하지만

21대국회의3~4선급중진들이새정치지도자로

도약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었다.  

한국정치의오랜병폐였던동서(東西) 분할현

상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걱정된다. 여당인민주당은호남의석을싹

쓸이하고, 야당인통합당은대구경북의석을싹

쓸이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처럼 영호남 대결

구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21대

국회가자칫차기대권주자들의경쟁무대가될

가능성이높고, 2022년대선이다가올수록영호

남 대결구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김부겸, 오세훈, 나경원 등 여야 중진

정치인들은격전끝에낙선했다, 반면에수도권

과 호남의 이낙연, TK의 홍준표, PK의 김태호

와김두관등은대권주자군(群)을새롭게형성하

며21대국회에서중심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21대국회의청신호는과거어느때보다‘젊은

국회’라는 점이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정치

신인들이 대거 입성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21대국회는여야를초월하여‘민생국회’와‘인간국회’와

‘젊은국회’의방향으로가라는것이국민들의외침이자호소이자

명령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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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초선 의원이 무려 155명(50.3%)으로 역

대최다숫자다. 초선의원들의장점은개혁성과

패기만만함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야와 보

수-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대한민국의 변화

와발전’이라는공감대형성에좀더유리하리라

기대해본다. 다만, 이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아

마추어리즘과무모함이다. 과거초선의원들중

에서는 돌격대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결코바람직스럽지않다. 초선다운참신함과용

기를갖고국민을위해직언을마다하지않아야

한다. ‘젊은국회’란단순히연령의젊음만을의

미하지 않는다. 사고의 젊음, 행동의 젊음을 의

미한다. 과거 초선의원들은 세계적인 흐름인 4

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가?

얼마나 소신의 정치를 보여주었던가? 대한민국

의젊은층을위해어떤일을했던가? 21대국회

의초선의원들이깊이고민해야할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외계층복지에‘부드러운우먼파워’기대

21대 국회에 여성 정치인들이 화려하게 입성

하는 것을 보면서‘부드러운 국회’를 기대해본

다. 고민정, 이수진, 배현정, 김은혜... 이미공천

때부터스포트라이트를받은신진여성정치인들

은중진정치인들과겨루어당당히승리함으로써

유망주로떠올랐다. 21대여성국회의원들은 57

명(19%)으로 매우 높은 수치다. 여성과 장애인,

아동등소외계층의인권과복지향상이기대된

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부

드러운우먼파워’이다. 딱딱하고권위적인정치

문화가부드럽고민주적인정치문화로업그레이

드되는데여성의원들의역할이필요하다. 가뜩

이나 21대 국회에 제3의 완충지대가 없고 여야

격돌이예상되는만큼여성의원들이정파를초

월하여포럼이나협의체같은모임을만들어부드

러운정치문화제고에기여하길바란다. 국내외

통계에의하면, 여성정치인들이남성정치인들에

비래상대적으로도덕성이높다고하니, 정치권

의청렴도제고에도기여했으면좋겠다. 

잠시눈을감고다시한번 20대국회를회상해

보자. 어떤단어가떠오르는가? 동물국회, 적폐

청산, 조국, 검찰개혁, 삭발, 단식, 광화문-서초

동 집회...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21대 국회를

상생해보자. 민생국회, 재난극복, 경제살리기, 여

야협치, 양보와배려... 이런긍정의단어들이떠

오르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민생국회’와‘인간국회’와‘젊은국회’의방향

으로 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외침이자 호소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

난 무서운 민의(民意)를 잊지 않는다면, 여야는

결코소모적인정쟁으로보내지못할것이다. 21

대국회상반기의성적표는불과 2년후인 2022

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여도야도, 보수도진보도그리고언론도깜짝놀

랄만큼무섭고위대한국민적심판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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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출신인류학자르봉(Gustav Le Bon:

1841-1931)은 1895년『군중: 대중의 마음에

관한 연구: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에서 한 개인은 어느 집단 속에 속하게

되면그행동양식이평소와크게달라질수있

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이후심리학과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1921년 발표한『집단 심리와 자

아의 분석(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에서집단구성원은자신

의이상이집단혹은지도자개인의이상과연결

되면서퇴행적행위를보일수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진영논리에함몰되어객관성상실

이러한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의 논리는 현

재우리의정당정치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평

소에는매우합리적이라고생각되었던사람들도

일단특정정당에소속되고또국회의원이된뒤

에는그행동이과거와현저히달라지는경우가

허다하기때문이다. 요즈음말로진영논리에함

몰되어객관성을상실하고오직자신이속한집

단의목적을위하여과격한발언과행동을하기

일쑤라는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타정당보다실효적인정책을내놓을때국

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게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당들은 말

로만보다나은사회를부르짖고있지만실제로

는 자기편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옹립하여 정권

을잡으려는목적에만함몰된행동을하는것같

아안타깝기그지없다. 

그야말로한국정치는언제부터인가수단과방

법을가리지않는대통령만들기경연장으로변

해버렸다는것이다. 때문에상대정치세력을무

조건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퇴행

金容新

국평포럼대표회의의장

前단국대석좌교수

정치철학박사

퇴행적집단심리에서벗어나는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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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연발하고있다.

퇴행적정치인들의선두에는말할것도없이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의원이란 비록 어느

정당에속해있을지라도크게는자신의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지지하지않은사람들의요구도반영해

야한다. 그런데우리사회에서는한정당의공

천을받고당선된국회의원들은자신이속한정

당의집단심리에함몰되어자신의소신도버리

고 오직 자기 정당의 승리 혹은 타정당의 궤멸

을 위한 막말과 독선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들

을 타협적으로 조정해 가는 역할은 일차적으로

정당이담당해야한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

나라의정당들은자당의주장만을앞세울뿐타

정당들과 타협하려는 의지 자체를 상실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속칭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들로 나뉘어 자기편 주장만이 진리라는

착각으로 상대를 적과 원수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견타협적조정이당역할…그러나현실은

조금깊이따지면진보나보수라는용어그자

체도정치철학적으로는바람직하지않다. ‘보수

(Conservatism)’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나타

난 용어로서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세

력에게부쳐진하나의이름표이다. 그리고그상

대적이름표는‘혁명혹은급진주의(Revolution

or Radicalism)’로서 현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

적입장을의미한다. 

때문에프랑스혁명당시에는왕권에우호적인

입장을 보수 그리고 자유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세력에게혁명이라는이름표가붙게되었다. 그

리고보수적인세력들이프랑스의회우편에자리

하고있었다고해서우파라고부르고혁명혹은

급진세력들이좌편에자리하고있었다고하여이

들을좌파로부르게된것이다. 그런데프랑스혁

명이후자유주의세력이정권을잡았을때에는

과거혁명혹은급진파로불리우던사람들이보

수혹은우파로불리고, 새롭게나타난공산혁명

세력에게는 혁명 혹은 좌파라는 이름표가 붙게

된다. 그러하니보수와혁명혹은우파와좌파라

는말자체는이름표에불과한것이지특정이념

을의미하는용어는아니다. 다만현재까지자유

주의가대세를이루고있으므로이들을보수혹

은우파로부르고, 공산혁명세력혹은그가치를

추종하는사람들에게는혁명내지는급진파혹은

좌파라는꼬리표가유지되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의 상대어로 진보라는 용

어를사용하고있다. 우리사회에서진보라는용

어는 1956년 조봉암(曺奉岩:1899∼1959)이 중

심이되어창당한진보당에서찾을수있다. 

진보당은 비록 의회를 통하여 일부 사회주의

적가치를실현한다고하지만해방이후자유민

주주의를 국시로 내건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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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사회주의실현이라는구호를직접내걸수

없었다는현실적제약에서벗어나기어려웠다. 

따라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한 마르크스(Karl

Marx:1818∼1883)가 주창한 공산주의가 역사

란필연적으로계급없는사회를향해진보한다

는 진보사관을 가진 점에 착안하여 사회주의적

인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혁명보다는 부드

러운 의미의 진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수있다.

‘리버타리안’vs ‘리버럴’vs ‘공동체주의’

물론 마르크스의 공산혁명 이론이 부정되고

있는현대민주주의하에서도자유와평등에관

한논쟁은계속되고있다. 미국에서는자유주의

자라고해도개인의자유를보다강조하면‘리버

타리안(Libertarian)’이라고 부르고 공적 이익

과평등을보다강조하면‘리버럴(Liberal)’이라

고부르는경우도있다. 나아가자유주의하에서

공적이익과평등을강조한이념을‘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라고칭하는사람들도있

다. 사실‘진보주의(Progressivism)’라는 단어

는 있지만 정치철학적으로 이는 특정한 사상을

가진이념이라고볼수없다. 모든이념이란보

다나은사회건설을향해진보한다는의미를내

포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앞에논의한원리를근거로보면우리사

회의진보는평등의가치를보다강조하고, 보수

는자유를보다강조하고있다고보면크게틀리

지는않을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모르고 우리말

로보수라고하면‘지킨다’는의미로그리고진

보라고 하면‘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기쉽다. 나는많은젊은이들이진보를선호

하는이유들중하나는우리말이주는뉘앙스때

문일수도있다고본다. 

쉽게 이해하여 보수가 지키는 것이고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음

의질문을하지않을수없다. 우리사회의보수

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사리사욕을 보호

하려고하고혹은경제발전이라는미명아래군

사독재세력을옹호하지는않는가? 그리고진보

세력은 무엇을 진전시켜 왔는가? 정의를 앞세

야당일때는여당하는일사사건건비판하면서여당이되면과거

자신들이반대했던행위들을서슴없이한다. 그것은바로집단심리의

퇴행성에젖어자기편이무조건이겨야한다는강박관념이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런행위가계속된다면국회는열리나마나이며

국민은심한정치불신의늪에빠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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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1대국회에바란다

워가난한사람들편에선다고외치면서도자신

들은부를축적하려는위선적행동은하지않는

가? 나는 그러한 모순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게 가짜 보수 혹은 가짜 진보라는 이름표를 붙

이고있다. 

이러한가짜들이야말로자신만이진리라는망

상에젖어상대방을적으로규정하는퇴행적행

위를일삼고있다. 

한 나라가 건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자

유와평등이라는두개의가치가서로잘조화를

이루어야한다. 물론상황에따라때로는평등과

공적 이익이 강조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의

자유가강조될수도있다. 경제적으로는성장이

강조될때도있고, 또한분배가강조될때도있

는것이다. 

따라서자신들의입장만이유일한해결책이라

는것이야말로망상이다. 나아가논리적근거도

없이무조건상대편을이겨야만한다는집단심

리의퇴행성이야말로정신적병리현상일수밖에

없다.

“제발이제퇴행적행위를거두어주시길…”

야당일때는여당하는일사사건건비판하면

서여당이되면과거자신들이반대했던행위들

을서슴없이한다. 그것은바로집단심리의퇴

행성에젖어자기편이무조건이겨야한다는강

박관념이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자신이속한

진영이승리를해야자신의정치적입지가넓어

진다. 그러니기를쓰고억지논리를내세워서도

자기진영을보호하려고한다. 그러다가도안되

면인신공격을해서라도상대진영을무너뜨리려

고한다. 이야말로속칭‘내로남불’의대표적인

퇴행적집단심리인것이다. 이런행위가계속된

다면 국회는 열리나마나이며 국민은 심한 정치

불신의늪에빠지게된다. 

나는 21세기 방법론 철학의 대가인 페이에라

벤드(Paul Feyerabend)가 1975년펴낸『방법론

에대항하여(Against Method)』에서밝힌‘이론

의 무정부주의(Anarchistic Understanding of

Theory)’에동의하고있다. 즉이세상에는우리

의문제들을일시에완전히풀어줄유일한이론

은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우리는타협과조정

을통해시대와국민이요구하는적절한정책들

을만들어나가야한다. 그것의본질적책임은정

당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그 몫을

성실히수행해야한다.

그런데 퇴행적인 집단 심리에 함몰되어 자신

이속한진영의승리만을위한언행을계속한다

면 이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하지않을수없다. 진정국민을위한정치인

이라면 자기 진영의 논리만이 진리라는 환상에

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서라도

이번 4.15 총선을통해국회에입성하게되는모

든국회의원들께한말씀드리고싶다. “제발이

제는 과거처럼 꼴사나운 퇴행적 행위를 거두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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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탁 전 의원(제12·14·16대 국회의원)은

입법고시 1기로국회에입성했다. 1933년출

생, 대구 대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를 졸업한 당대의 엘리트였던 그는 사회주의를

공부하기 위해 사회학과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에 국회 사무총장까

지지내며대한민국의회를속속들이잘안다는

평가다. 그는20대국회마지막에펼쳐졌던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연동형비례대

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등과관련, 기존의관례를벗어난정치행

위를강력하게비판했다. 

윤전의원은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등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잘해서그렇게된것은아니다”

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및야

당의실책을원인으로꼽았다. 그러면서“야당의

공천이제대로되지못해이런큰패배를맞이했

尹榮卓(12·14·16대의원) 前국회사무총장

“보수세력은수구꼴통, 친일프레임에
걸려꼼짝못하고있다”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헌정인터뷰는현역정치부기자가헌정회원을인터뷰하여정국에대한의견을제시하거나조언을하고후대에

전하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연재물이다. 이번호는 네 번째로 尹榮卓 전 국회사무총장을 게재한다.

尹총장은서울대사회학과졸업, 건설부국토이용관리국장, 서울국토관리청장, ㈜대우해외담당총괄본부장, 민

추협상임위원, 통일국민당정책위의장, 국회행정위원장, 국회석유산업발전연구회대표위원, 신한국당대구시지

부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영남대산업대학원객원교수, 국회교육위원장, 헌정회이사·부회장등을역임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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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황교안씨가참잘못했다”고비판했다. 

윤전의원은인터뷰내내현정부에대한강

한비판을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및탈원전등

정부의경제정책은물론대중(對中) 외교정책등

까지 그의 도마에 올랐다. 언론도 예외가 되진

않았는데주로여권에편향된보도를한다는지

적이었다. 그의지적을한마디로요약하면“정직

하지않고거짓말을한다”는것이었다. 

다음은윤전의원과의일문일답. 

Q_ 21대총선에서민주당이 180석, 범여권을포

함하면 190석에 육박하는‘압승’을 거뒀다. 이

번선거결과를어떻게평가하시나. 

“저쪽 성향이 190석까지 됩니다. 190석을 얻

은건좋은데진짜잘해야됩니다. 야권패배의

세가지요인이있습니다. 첫번째, 문재인정부

가 운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덕분입니다. 두 번

째는사실정부가거짓말을하고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건에서도중국에문을닫지않고눈치

만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문을닫을수없다

고거짓말을하지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코로

나19가확산, 정부의경제정책실정이부각되지

않았고, 언론에서 코로나19만 부각시켰습니다.

세번째는야당이제대로투쟁을못했다는점입

니다. 우리도정치를했지만그렇게투쟁을하면

안됩니다. 황교안씨의실패입니다.”

Q_ 윤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수통합에 역할

을 한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했다. 보수통합과

개혁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론 선거

패배에역할을했다는취지였다. 

“내가김영삼(YS) 전대통령시절에통일민주

당해서아직까지당을지키고있는사람입니다.

A씨는 자기가 야당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뭐하

는사람입니까. 황교안씨를꼬셔서광화문네거

리에서시위한사람들하나도공천을주지않았

습니다. 그게뭐하는짓입니까. 자기가언제부터

야당을했습니까. 우리는 3김시절에개헌파동,

6·10항쟁을다거친사람입니다. 나는이민우씨

(전신한민주당총재)의경제보좌관을했던사람

입니다. 자기가뭘했다고태극기집회에나온사

람을자를수있는권한이있느냐는말입니다. 잘

못돼도한참잘못된겁니다. 그래서야당이분열

돼서졌지않습니까. 거기다가세월호에코로나

19로돈까지준다고하니질수밖에없잖아요.”

Q_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가장

잘못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 

“나라가잘돼야할텐데진짜걱정입니다. 대

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하는

“지금우리나라정의가살아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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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기자들도 정부 하

는것에제대로비판을해야죠. 탈원전정책하

나만 봅시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

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그게 정직한

겁니까? 이번에코로나19도중국에서발생했을

때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야죠.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던 말은 다 어디로 갔

습니까.”

그의 비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옮아갔다. “100억원, 200억원이있는부자는

10억원을쓸수있어요. 그렇지만우리는가난

하다이겁니다. 미국은 1000억원을써도우리

는 10억 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예산이 13조

원이라고 하는데 빚은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국민을 위해 푸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떻

게할거예요. 그래서이번에표도많이받은건

데 미래세대가 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성장을 해서 지금 경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나라가지금죽을판인데거기에

다가또돈을푼다? 그러면최소한사과는하고

해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선 정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다거짓말이에요. 잘못된게포장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체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

니다. 그걸있는그대로잘못됐다고인정해야지

요. 탈원전해서어떻게됐나. 전부태양광사업

을 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엄

청나게 실패해서 지금은 빚덩어리입니다. 소득

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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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것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솔직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솔직하자는거예요. 지금우리나라정의가살아

있습니까?

윤전의원은갑자기국가유공자증을꺼내기

자에게 보여줬다. 중학생 시절 학도병으로 6·

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라는 점을 증명하

는 증서였다. “정부도 우리 노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뭘대접을하느냐. 돈한푼제때주질

않아요. 참내 창피해서…. 내가 6·25 학도병

출신인데 얼마 받는 줄 알아요? 20만원입니다.

6·25 참전용사도그거말고안나옵니다. 20만

원받아서뭐합니까. 그래놓고요새긴급재난지

원금을준다고야단아닙니까. 그때목숨건사

람은뭡니까.”

Q_ 사실이번총선은최악의선거였다는평가가

많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태는어떻게보시나. 

“요새국회를보면창피합니다. 국회의원을했

다는것자체가창피합니다. 이번에연동형비례

대표제도입, 그게국회에서할일입니까? 그걸

해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국

회는최소한합의제전통을이어갔어야죠. 옛날

엔그렇게싸워도합의를할건했지요. 요새국

회는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국회입법고시 1기입니다. 하나부터열까지

다알아요. 제가 3선할때모의원이재선이었

어요. 자기지역구에비행장을만든다고하더라

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왜만들어야되냐고. 답변이공무원이서울에서

비행기타고와야된다는거였어요. 가관입니다.

그래서국회의원은진짜제대로된국가관이있

어야 됩니다.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

당도그렇고여당도그래요. 민주화운동한사람

들은자기가최고라고하겠지. 내가볼때는운

동권사람들이더의식이안돼있어요.”

Q_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셨다. 어떤 부분이 문

제라고보시나. 

“솔직하게우리언론이제대로가고있습니까.

그러면누구를믿고여론이갑니까. 언론이제대

로해줘야될것아닙니까. 요새국민들이제대

로자신의의견을개진하지못하잖아요. 언론창

달이대단히중요합니다. 이래서민의가어떻게

되고, 정치가어떻게되겠나. 나도정치를한사

람이지만, 그게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언론

이란건국민의의식, 생각을제대로반영해줘야

되는것아닙니까. 반영을하지못하면무슨언

론입니까. 속된말로정권에아부하기바쁘잖아

“국회의원은진짜제대로된국가관이
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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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을하면안되는데언론이 100% 써주고있잖

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료 기자들이

제대로기사를쓸수있습니까? 이게우리현실

이에요.”

Q_ 야당이 지리멸렬,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시나. 

“그래서야당지지자들이아스팔트로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공천을 안 줬어요. 자

기들끼리분열이됐습니다. 지지를하지않도록

언론이만들었잖아요. 누가그랬습니까. 황교안

씨같은사람들이그랬다고요. 민심을안읽었다

는 말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자기가크게혁명이나한것처럼…. 우리

는해방후지금까지공산당하고싸움을하고있

는 겁니다. 보수가 뭐냐, 공산당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이념에젖어있다고매도하는게

우리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을싸우고있

습니다. 그런데그건온데간데없고보수꼴통이

란이름만남았어요. 보수당이진요인중하나

입니다. 보수당이 크게 세 가지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보수꼴통, 다른 하나는 친일 매

국노. 친일 세력하면 무조건 매국노야. 그런 프

레임에걸려있습니다. 다른하나는광주 5·18

민주화운동의프레임, 여기에대해선무조건말

을해선안돼요. 이세가지프레임에걸려있어

요. 보수는제대로말을못합니다. 그걸깰놈이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하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런게불만이에요.”

1980년대 생인 기자는 공산당과의 싸움이라

는윤전의원의말을쉬이이해하기어려웠다.

그에게재차질문했다. ‘이미국력만봐도대한

민국이체제경쟁에서승리한것은분명하지않

습니까? 전쟁이란부분은쉽게이해되지않습니

다.’그의답변은다음과같았다. 

“예전엔 38선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치열하게싸웠어요. 이제는이북에앉아서제주,

강원, 대구, 부산다공격할수있어요. 그런상

황이에요. 그걸모른다는겁니다. 젊은사람하고

나하고그게견해가다르다는거예요. 우리가미

리저쪽이그렇게까지못가게정신무장을하고,

단결되고그래야하는데이번에선거하는걸보

니 틀렸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면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말이있습니다. 우리

는 북한의 김정은을 너무 몰라요. 문 대통령은

지피도 모르고 지기도 모르는 거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수당이크게세가지프레임에걸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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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을전후하

여광주와전남일대에서발생한민중항쟁이

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이되는해

이다.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배경은 10.26

사건 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등하나회를중심으로신군부세

력들이 12.12. 군사반란을통해군권을장악했고

그후신군부의정권장악음모가드러나기시작

하자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저항하기 시작했

다. 특히 정치권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우울한서울의봄을준비하고있었으며 1980년

5월 초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광주에서

는전남대와조선대학생들의주도로대규모거

리시위와집회가열렸다. 그당시시위때외쳤

던 주된 구호는 비상계엄해제, 정치 일정 단축,

신군부퇴진등이었다. 

1980년 5월 16일까지는평화적인시위였으며

대학교수들까지 대규모로 참여했던 시위였다.

당시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횃불시위를 마치

고정부의입장발표를기다리기로했는데, 신군

부는 5월 14일부터공수부대투입을계획했고 5

월 17일오후 7시에공수부대투입을명령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국적으로 비

상계엄을 확대 발표했으며 신군부의 집권 시나

리오에따른무력시위진압의신호탄이었다. 그

날 저녁 전국적으로 대학생과 민주인사를 예비

검속연행하였다. 김대중씨를비롯한많은정치

인이 포함되었고, 광주에서도 학생시위 주모자

와 민주인사들을 505보안부대에서 연행했으며,

대학교수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했

던 평화적인 시위는 공수부대의 대검과 진압봉

그리고군홧발에처참히짓밟혔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정치 일정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됐는데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을 확대하고 전국에 공수부대를 투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金宗培

헌정회고문

15대의원
5.18 시민학생투쟁위원회총위원장

5.18 광주항쟁은폭동이아닌
민주화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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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강력진압했던 것은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이자쿠데타였다. 그때광주는 5월 17

일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전남대와 조선대를 장

악하였다.

1차로 파견된 부대는 7공수여단(단장 신우식

준장)이었다. 2차로 11공수여단(단장최웅준장)

이었고 차례로 3공수여단(단장 최세창)이 증파

되었다. 상태가악화되자보병20사단(사단장박

준병)도내려왔다 5.18 진압에참여한부대는 3

공수, 7공수, 11공수, 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등 총 6개 부대였다. 특히 7공수여단은 최초로

투입되어서 살인적인 진압봉과 대검을 착검한

채 시민들을 악랄하게 진압했으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큰저항을했다. 얼마나잔인하게진압

을 했으면 자상으로 죽은 시신이 1/3 정도라는

것이그당시상황을잘설명해준다.

많은희생자속출…아직도발포명령자밝혀지지

않아

40년이지났는데도아직도밝혀지지않은것

은‘발포명령자’이다. 특히 1980년 5월 21일오

후 1시경도청앞집단발포는현장에서 68명이

즉사했고부상자가 300여명에달했다. 이집단

발포를 두고 신군부는 정당방위이고 자위권 발

동이라고주장해오고있다. 그당시이희성계엄

사령관은국회청문회에서자위권발동이아니라

고증언했다. 이희성이명령한자위권발동지시

는오후 7시 30분이고도청앞발포는오후 1시

경이다. 정당방위라고주장하는것도이치에맞

지않는다. 특히도청앞집단발포때는시민들

이무장하지않고있었기때문이다. 시민들이무

장하기시작한것은오후 4시이후이다. 발포후

분노한 시민들이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

장하게 되었다. 그 당시 조작된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이오전에무장하고있었다고기록되어있

다. 시민들이무장하고있었기때문에발포할수

밖에없었다는논리이다. 1988년 5.18 광주청문

회당시정보기관합동으로 5.11 청문회대책반

을 구성하여 5.18 당시 군 상황일지, 작전일지,

계엄일지등의기록을삭제하고조작했다. 특히

전두환과관계된모든자료를삭제했다. 지금까

지광주학살발포명령자를밝히지못한주된이

유이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광주항쟁은 북한특수군

600명이침투하여일으킨게릴라전이라고말하

고 있다.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다. 5.18 당

시 광주는 계엄상황이었고 다른 지역으로 시위

확산을막기위해 6개부대가광주를겹겹이에

워싸고있었는데어떻게북한군이침투할수있

노태우씨 장남 재헌씨가 지난 8월 23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국립5.18민주묘
지관리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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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겠는가? 또한, 5.18 희생자나 부상자 중에서

북한과관련된자는단한명도없었다. 

게다가더큰문제는 484명이나신고되어있

는 행방불명자들이다. 당시 505 보안대 수사관

이었던허장환씨증언에따르면 5.18 당시광주

시 외곽에서 사망한 시신들을 임시매장 해놓았

다가진압후에파내서광주에소재한국군통합

병원 보일러실에 임시 화장시설을 만들어 시신

수백구를소각처리했다고증언했다. 아직도누

울자리를못찾고구천을헤매고있는 5.18 원

혼들을찾아줘야한다. 

5.18 민주항쟁에대한역사적인재평가

시간이 흘러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5.18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들을 군사반란, 내란, 뇌물죄 등의 혐의로 법정

에세웠으며전두환은 1심에서사형을선고받고

1997년 4월대법원에서무기징역이확정됨과동

시에추징금2259억5천만원이선고되었다. 

하지만 구속수감 2년 만에 전두환은 당시 김

대중대통령당선자의요청을받아김영삼정부

에서특별사면으로풀려나게되었다. 김영삼정

부는 1997년 5월 5.18 민주항쟁을민주화운동으

로평가하고 5월 18일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여

정부가주도하는기념행사를치르고있다. 그리

고광주망월동묘역을민주화성지로지정하고

국립묘지로 승격시켰으며 5.18 희생자 및 부상

자, 구속자를민주유공자로예우하여명예를회

복시켜주었다. 

이제 5.18 광주민주화항쟁 40주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밝혀지리라 기대

해본다. 더불어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암매장

등이밝혀져서역사를바로세우는계기가되었

으면한다. 

한마디 덧붙이면 5.18 유공자 명단공개 문제

인데 5.18 당시광주중심으로희생자가발생했

기때문에광주, 전남지역에서발생한희생자만

5.18 유공자로 지정되었는데 5.18 광주항쟁 후

에전국곳곳에서광주학살책임자처벌등을주

장하며희생된사람들과김대중전대통령내란

음모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다 보니 유공자 숫자

가확대되었고, 광주항쟁의명칭도광주의지역

이름을 빼고 5.18 민주유공자로 지칭하게 되었

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광주항쟁과법적으

로엮여져있다. 5.18 가짜유공자시비는 5.18을

전국화시키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오해라고

말하고싶다. 5.18 희생자들대부분이극심한트

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70% 이상이 기초수급

자들이며 현재 상당히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음

을알아줬으면한다.

금년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아픈역사가용서와화해를통해

서 국민통합의 마중물과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

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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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올해는 광주 5·18 민주화운

동 40주년을 맞게 되는 해이다. 1980년 5월

광주YWCA는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중심부에

있었다. 인간의상상을초월한 5·18만행을응징

하고규탄하면서여기에따른희생도컸다. 

당시 전남도청 앞에 위치했던 대의동 광주

YWCA 건물은 어려운 군사독재 정권을 살아오

면서 공회당과 사랑방 역할을 해왔었다. 광주

YWCA는기독교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인권

운동, 민주화운동의요람이었다.

그해 5월들어더욱민주화에대한열망이고

조되었던 분위기 속에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는연일민주화를열망하는집회에이어금남로

촛불행진이있었다.

상상을초월한만행, 인간이길포기한그잔혹함

이런 가운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후배

가나에게스승의날행사에필요한꽃을부탁해

나는이를준비해주었다. 민주화에대한열망을

갖고있는광주YWCA는도청앞광장가까이있

었다.

광주YMCA보다광주YWCA가더자유로울수

있었던것은남성분들은가정에대한생계를책

임져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광주YWCA는 조

아라회장님이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셨기때

문이었다.

처절한 역사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40여년의 세월! 나는 광주 5·18 당시 광주

YWCA 30대후반간사였다. 나는처절한 5·18

역사의 현장에서 열흘동안 똑똑히 보고 분노하

고압박당하고몸부림쳤었다. 

상상을초월한만행, 인간이길포기한그잔혹

함은지금온세계를위협하고있는‘코로나19바

이러스’보다도더무서웠던나날들이었다.

金敬天

16대의원
김천과학대학교제4대총장
광주YWCA 제5대사무총장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과광주YWCA 
그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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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람들이다죽어가고있다는전화를받고

6·25동란 이후 제네바 세계YWCA에서 한국

YWCA에 파견한 한국YWCA 고문이신 박에스

더 선생님은 한국YWCA를 세계 A급 YWCA로

성장·발전시키는데큰공을세우신분이다.

한편 1960년 2월 광주여고를 졸업하고 1962

년 10월부터광주YWCA직원으로일하고있었던

나는 광주여고를 졸업한지 7년 만에 박에스더

선생님장학금으로 1966년 3월전남대학교에입

학하게되었다. 큰은혜를입은분이시다.

1980년 5월 19일박에스더선생님께서하와이

로아주떠나시게되어한국YWCA연합회에서 5

월 18일에환송회가있어5월 17일광주Y 조아라

회장님, 이애신총무님과함께서울에올라갔다. 

그날 밤 우린 이애신 총무님의 큰 딸 문예원

씨집에서잤는데다음날아침광주에서난리가

나광주사람들이다죽어가고있다는전화가걸

려왔다. 당시한신대에다니던남편도함께있었

다. 이때조아라회장님께서는광주사람들이다

죽어가고있는데우리만서울에있을수없다고

하시어우린광주길을서둘렀었다. 박에스더선

생님 전송을 못하고 광주로 오려고 강남터미널

에도착했는데알만한사람들이차에서내려와

절대가지말라고만류했다. 우리도우리였지만

조아라회장님고집을누가감히꺾을수있었겠

는가! 광주행고속버스를타고내려왔는데터미

널까지도 가지 않고 무등경기장 근처에다 우릴

내려놓았다. 조아라 회장님은 이애신 총무님과

함께운림동집까지걸어가시고나는남편과함

께동명동우리집까지걸어왔다.  

무정부상태 10일간광주시민은위대했다

광주는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에

의해살벌하고무서운도시, 죽음의도시로되어

가고 있었다. 1978년 6월 교육지표사건으로 인

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년형에 3년 집행유

예로 풀려난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가장단속해주시는분은광주YWCA 조아라회

장님과광주YMCA 김천배총무님이셨다. 

나는조심한다고했지만억울한일, 불의한일

을보면못참는성격은또어쩔수없었다. 시민

군으로 무장된 광주는 계엄군을 외각으로 퇴진

시켰고 10일 동안 광주시민은 민주주의를 지키

기 위해, 광주를 지키기 위해 외롭고 정의로운

투쟁을계속했다. 이때광주는외부차량도끊

기고 전화도 끊겼지만 전깃불과 수돗물은 끊기

지않았다. 

광주시민은 죽음과 삶을 함께 나누며 처절하

리만큼외로운투쟁을했다. 공생공존의삶을확

인할수있었던무정부상태의열흘동안의광주

시민은위대했다. 매점매석도없었고금방과은

행털이도 없었고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없었

다. 우린함께주먹밥을나눠먹고광주YWCA 강

당에서 시민군 대열을 정비하고 전남도청을 본

부삼아시민군이주둔했고도청앞분수대에서

늘끊임없는투쟁의함성이터져나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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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6·25때의빨치산보다더무서운공포속

에언제계엄군이쳐들어올지, 도청에있는 400

여개의TNT가언제터질지모르는긴장된분위

기속에떨고있어야했다.

우리어른들은이만큼살았지만죄없는우리

아이들이불쌍하기만했다. 남편유태규목사는

상공부산하 공직에있었는데 내가 1978년 6월

전남대 교육지표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하게 되자 공직에서 면직 당하고

다음 해 1979년 3월 한신대에 학사 편입해

Th.M 석사과정까지마치고 30여년간목회생

활을하고이제은퇴목사로서노년의생활을보

내고있다. 

그때당시돌배기를비롯한세자녀(재영, 소

영, 은주)는다성장해전문직의료인등사회인

으로서제역할을잘감당하고있다.

5월 27일 계엄군 다시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

드디어 5월 27일 새벽 외곽에 있던 계엄군들

은탱크를앞세우고도청을향해시내로진입해

들어왔다. 무참하게시민들을죽이는대포소리,

소총소리는광주를뒤흔들었다.

이작전에광주Y회관에있었던광주Y신협직

원박용준도그날새벽에처참하게죽었다. Y신

협에함께근무했던김길식은교탁밑에숨어살

아났고 박용준은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저

항하다 광주YWCA 4층 현장에서 죽었다. 고아

였던 박용준은 광주Y를 지키다, 광주를 지키다

Y회관에서그렇게죽어갔다.

계엄군이할퀴고간Y회관은총탄세례로벌집

같이 되어버렸고, 총탄 맞은 캐비닛, 깨진 유리

창과함께잡다하게흩어져있는집기들위엔시

멘트가루와먼지로뒤덮여있었다. 광주Y 4층에

서죽은용준이의시체와 2층에서죽은신원미

상의시체를끌고내려온피로물든계단은먼지

와뒤범벅이되어있었다.

어찌 우리 Y회관만이랴! 광주를 이토록 죽음

의도시! 처절하리만큼슬픈도시로만든원흉을

향한분노가천지를삼키려했다. 도청앞상무

관에는 1백여구의시신이안장되어있었고가족

들의통곡은하늘을찔렀다. 그나마시신을찾은

가족들은 나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고 울부짖

는가족들의방황이거리거리에가득찼었다. 한

80년광주 5·18민주항쟁당시계엄군에게연행되는시민

내지수정분  2020.4.23 2:1 PM  페이지43   Cheil-868 



44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세기에가장처절하고비참한사건이아닐수없

었다.

5월 29일계엄군체포작전개시

계엄군들의 만행에 이어 이제 사람을 잡아들

이는구체적인작업이시작될것같은기미가있

어 5월 28일밤 8시 30분경남편과함께동명동

집을나왔다. 어머니와아이들에겐서울오빠결

혼식에다녀온다고했다. 어슴푸레한달빛을헤

치고여기저기서개짖는소리만이무거운정적

을깰뿐이었다. 5월 29일새벽드디어계엄군들

의체포부대작전이시작되었다. 우리집도예외

는아니었다. 어젯밤들어오는걸분명히보았는

데, 군인들이잡으러와내가없으니, 총칼로천

장을찌르고자고있었던아이들을군화발로지

근지근 밟으니 무섭고 아파서 아이들은 자지러

지게울었고내대신칠순어머니를끌고가“딸

어디갔는지말하지않으면죽이겠다”고총칼로

위협하자어머니께서기절하셨다고한다.

남편과함께피신, 또수난의역사시작

남편과함께피신한나는또다시수난의역사

의길이시작되었다. 우리는백운동로터리바리

케이드를 빠져나가 영산포로 갔으나 거리에 군

인뿐인기척이없어, 다시영산포에서급히송정

리로돌아와긴급대절한버스로탈출을시작했

다. 6·25 때보다도 더한 긴장감 속에 비포장도

로로정읍까지가는동안가마니로덮어놓은시

체를 보았는가 하면 수차례의 검문검색을 받았

다. 그때에주로군인들은청년과대학생들에게

검문검색이 심했다. 정읍에서 서울까지는 고속

버스를탔는데한번도검문검색을받지않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울까지는 잘 도착했

으나막상마음놓고들어갈곳이없었다. ‘이넓

은 지구상에 숨을 곳이 거의 없구나’생각하니

‘여우도거할곳이있는데인자가거할곳이없

구나’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생각이 불현듯 났

다. 그긴박한상황속에서도아이들이보고싶

은마음은참을수없는고통이었다.

전국현상금지명수배

그동안 전전긍긍 간신히 피해 다녔는데 설상

가상으로현상금전국지명수배자가되어각매

스컴을통해보도된것이다. 

신문, 방송, TV할것없이다보도되었고전국

방방곡곡화장실에까지사진과전단이나붙기시

작했다. 이렇게되고보니더욱힘들었다. 숨겨주

면은닉죄로처벌을받게되니모두두려워했다.

막상잡히게되면현장에서총살당할것같은

위기의식속에서삶에대한강렬한애착에사로

잡히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환청현상까지 나타

났다. 찬란히쏟아지는햇빛마저도나를두렵게

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대문을 잠그고,

방문을잠그고, 그래도불안해이불장속에들어

가있기도했으니이어찌정상적인행동이었겠

는가! 한편으론최대변장술도요했다. 한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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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곳저곳잡히지않고잘피해다녔다. 어려

운가운데도우리들에게큰도움을주신서울큰

언니 가족들, 김현애 선생님 가족, 강광파 후배

가족등여러친구들께감사드린다.

한달의수사가마무리될무렵, 자진출두기

간이발표되었다. 더이상숨어있을수도없는

데다한국YWCA연합회박순양총무님의적극적

인 권유와 주선으로 도피생활을 마감하고 자진

출두하게되었다. 

전두환 국보위 사령관이 있었던 수경사로 들

어가거기서일정한조사를받고광주로이첩되

어광주경찰서를거쳐보안대로넘어갔다. 이때

용감하게 광주경찰서로 면회 온 사람이 있었는

데 조용규 씨(광주여고 김행자 후배 남편)이다.

보안대로 넘어가기 전 장로님이신 지익표 변호

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자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사건중유인물에포커스를맞추라고하셨

다. 이에 먼저 들어간 조아라 회장님과 이애신

총무님진술과적중했던것이다. 

수사를받는동안가장고통스러웠던것은잠

을잘수없었던일이다. 수사를받으면서고문

을당하면서도잠을잘수없는고문이가장큰

고문이라생각된다. 때때로변호사역할을해주

는수사관도있었다. 며칠동안의수사를마치고

나는석방되었다.

광주 5·18문제는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할

민족사적요구

광주 5·18문제의올바른해결은결코특정세

력에대한정치보복이나한풀이가아니라민족

정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족사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광주문제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

라이나라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의 제반모순과 질곡을 극복하려는 역사적인 사

건이었음을깊이인식해야한다. 그리고광주문

제는특정인의전유물이아닌온국민의민주주

의를 갈망하고 세계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사랑

하는모든사람들의아픔과희망속에서피어날

가장소중한5·18정신임을명심해야한다.

광주 5·18 기록물:세계유네스코기록물에등재

생생한기억속에광주 5·18 민주항쟁 40주년

을맞게되었으나 5·18 피해자는수천수만인데

가해자의얼굴은하나도나타나지않으니! 진실

을외면한다고진실이묻혀질것인가!

이미세계유네스코기록물에등재된광주 5·

18 민주화운동기록물은세계위대한역사의한

페이지로영원히장식될것이다.

광주 5·18을북한군과간첩들이일으킨대한

민국을공격한전쟁이라고헛소리하는몰지각한

작자가있는가하면양심을저버리고역사를왜

곡시키려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양심적인 고백의

역사가이루어지길바란다. 하루 빨리 광주 5·

18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이글을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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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무오년 겨울, 그해 가을에 발생한 유

럽의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의 2차 유행

이불과수개월만에한국을덮쳤다. 당시“무오

독감”으로약 14만명이사망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1,678만 3,510

명중절반에가까운 742만 2,113명(44%)이감

염되어 13만 9,128명(전체 감염자의 1.87%, 전

체인구의0.83%)이희생되었다.

2020년 1월벽두부터우리나라를강타한코로

나19 감염병은 4월 14일기준확진자 10,564명,

사망자 22명에달하고있다. 1918년의‘무오독

감’보다는숫자상으로나아보이기는한다. 그러

나 전 세계적으로는 금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

하고있다. 실제 200여국 194만여명확진, 12만

여명이사망하였다. 이로인하여전세계경제성

장률하락, GDP 감소전망은 2001.9.11. 테러사

태, 2008 세계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영

향을끼칠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리고무엇

보다도 전 세계의 국가내 혹은 국가 간 봉쇄

(Lockdown)를경험하는것은처음겪는사례일

것이다.

필자는 예방의학 전공자로 국제보건, 공중보

건위기관리대응분야에서활동하여왔다. 금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위기와 2015년메르

스 사태 당시 감염병 대응 대책 마련과 대국민

위기관리현장에서일을하고있다. 현재 3월 29

일부터 6월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초청으로

코로나19 국가정책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 정

부에서근무하고있다. 본고에서는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과

전망을중심으로기술하려고한다.  

WHO 가이드라인 한계…초기대응 실기, 사망률

증가

감염병은 예방가능한(preventable) 그리고 피

기획?코로나19

최재욱

고려대의대예방의학교수

대한의사협회과학검증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과장기전
어떻게대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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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avoidable) 질환이라는점에서감염병

이발생한지역혹은해당국가의총체적인역량

과수준을가늠해볼수있다. 즉, 의료서비스와

제도의질, 감염병예방및관리행정역량, 공중

보건위기관리 대응 역량, 성숙하고 전문적인 대

국민소통그리고시민사회의역량에따라감염

병의발생및전파차단그리고치사율은국가간

에커다란차이를보일수밖에없다. 실제코로나

19로인한국제적대형위기사태에대하여국제

사회와주요국의대응력강화필요성이대두되었

다. 예를들어새롭고불확실성이큰전염병대응

에 WHO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었고, 각국의 상황별 대응도 상이하여 국

제사회에혼선이초래되었다.  또한미국과유럽

등선진국들도코로나19의초기방역정책의실

기와 감염 질병 치료 장비, 의료 기구가 부족한

상황을겪으면서사망률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한것으로국제사회에서평가받고있으나, 실상

은여전히근본적인문제점을갖고있다. 메르스

사태당시우리사회가겪었던수많은시행착오

와허점, 그로인한국민의정부불신과감염관

리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

태이다.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같은 시행착오

를반복하고그로인한감염관리의실패로인한

피해를 국민은 감수하여야 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국가감염병전문병원

과 국가감염병격리시설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며, 질병관리본부의규모와위상은크게달

라진것이없고, 감염관리대응관련정부투자

역시수년전부터예산축소편성과삭감이반복

되는등행정부그리고정치권은관심을두지않

았다. 

그러나과거탓만할수는없다. 또한금번코

로나19 사태 초기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극복하

고현재코로나19 감염관리가다소안정된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과거의유사한역사적위기와경험

을통해긍정적인변화도기대할수있기때문이

다. 예를들어 1918∼1919 스페인독감당시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나,

이후백신개발과예방접종문화확산등의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AIDS, SARS, 신종플루 H1N1, MERS, Ebola,

Zika 바이러스와같은신종감염병유행이후국

제적 경각심이 제고되어, 지역적·국제적 협력

의계기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유엔주도하에

MDGs, SDGs와 같은 세계개발의제와 주요 목

표가국제협약으로제정되기도하였다.

감염자확산속도최대한늦춰폭발적증가막아야

이제 코로나19의 장기전을 대비하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인구의 40% 이상감염될수있다

는전망은현실화되고있으며우리나라역시예

외가아니다. 우리나라인구중 20% 혹은 40%

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대략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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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혹은 2,000만명의감염자가발생할

것이며, 치사율을 0.5%∼0.1%로가정하면 20%

감염시나리오의경우 5만명에서 10만명의사

망자를, 40%의경우 10만명에서 20만명의사

망자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너무불안에떨

필요는없다. 긍정적이고희망적인예측도충분

히가능하다. 우리나라는코로나19 바이러스감

염자의사망률을낮출수있는역량과의료기술

을갖고있다. 

첫째, 감염자확산속도를최대한늦춰폭발적

인증가를막아야한다. 이를통해감염중환자

치료병상수와의료역량의과부하를방지한다면

코로나19 감염 치사율을 최소화하고 장기전을

치를수있다. 

둘째, 건강취약집단즉치사율이높은위험집

단을 대상으로 방역 당국은 선제적으로 전수조

기진단을 실시하여 치사율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령집단을적극보호하여야한다. 

셋째, 우리나라일차진료를주도하고있는동

네의원이참여하여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관리

를시작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야한다.

현재붕괴위험에직면하고있는일선 1차의

료기관의 진료 정상화는 코로나19 조기진단 효

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소외된

만성병, 모자보건및호흡기질환등에대한 1차

의료서비스의 정상화 및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하는데중요한모멘텀이될수있다. 

1차의료기관즉,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

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일차 의료를 책임지

는 동네의원부터 일차 진료를 정상화하여야 한

다. 그러나이를가능케하려면의료진감염우려

와의료기관폐쇄를최소화할수있는감염관리

대안을먼저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질

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상

황별개인보호구권장범위기준에따르면마스

크, 장갑, 고글과 긴팔 보호의를 착용하는 경우

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실질적인 감염위험성은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메르스에 비하여 전염

성이 현저히 높은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는 좀

더세밀한보완이필요하다. 의원급의료기관의

감염예방및관리에관한기준(2월 10일)은과거

메르스대응절차에준하여작성한것으로코로

나19에 맞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

정의및기준개정, 보호장비의지급, 휴업시의

보상 문제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과 진료

특성을감안하여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의적

절한관리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진단키트검사일차의료기관에맡겨야

또하나주목해야할점은현재간편키트검사

로가능한코로나바이러스에대한항원(Ag) 및

항체(IgM, IgG)검사의활용을기다리고있다. 이

검사는기존의RT PCR 검사보다는정확도가떨

어지지만결과가빨리나오고일차의료기관에서

손쉽게사용가능한장점이있다. 항원은현재감

염 상태를 말하고 항체는 감염중이거나 회복중

기획?코로나19

내지수정분  2020.4.23 2:1 PM  페이지48   Cheil-868 



2020. 5 49

혹은과거감염을의미한다. 즉항체가있는국민

과의료진은코로나19에대한면역력을갖게된

것이므로감염에대한걱정을하지않아도되는

것이다. 이러한회복면역항체양성의료인이점

차많아지면위에기술한의료인의여러리스크

들을점점 줄일수있게되며, 일반인도회복면

역항체양성인경우정상적인일상생활이가능

하며국민의불안감도해소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일차 의료기관에게 스크리닝

진단등의역할을맡기기위해서는의사협회, 코

로나19대책본부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

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기

준권고안과, 의원급의료기관의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개정안을조속히준비하여야한다. 그

리고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정책적그리고재정적지원에대한방안

을정부당국과협의를시작하여야한다.  

치사율낮추기위한방역정책최우선돼야

우리나라코로나19 감염병에대한방역정책의

성공여부의판단기준은이제부터는확진자숫

자가아니라낮은치사율과사망자숫자로평가

될것이다. 따라서현재코로나19 감염병의국내

치사율을낮추기위한방역정책이최우선순위

이어야한다. 전국일선에서 1차보건의료를담

당하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관리와조기진단을강화한다면지

역사회 내에 잠재한 코로나19 감염자와 감염위

험을근본적으로관리할수있는좋은수단이될

것이다. 마치수면밑에잠겨져있는빙산과같

이 존재하는 지역사회 감염자를 조기 진단해내

는것은잔불처럼계속발생할수밖에없는산발

적소규모집단감염의원인을제거하는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정상적인 진료

에서소외되고있는고혈압, 당뇨및일반호흡기

질환 등 만성병 환자관리와 소아청소년과 임신

과출산의관리를위한모자보건과같은일차의

료가정상화될수있을것이다.

더이상코로나19로인하여일차진료를포기

할수는없다. 국민의료의가장기본이자필수의

료인 일차의료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초

(fundamental)이며지난 50여년에걸쳐의료계

가 구축해온 국민의료의 근간이다. 일차의료를

조속히 정상화하지 못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건

강피해에 버금가는 국민건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럽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장기전을준비해야하

는지금이일차의료의정상화와, 사회적취약계

층의보호와지원, 치사율을낮추기위한선택과

집중등새로운방역정책으로의전환이절실히

필요한시점이다. 지속가능한방역전략과보건

의료정책의 조화에 대한 의료계의 사회적 논의

를지금시작해야한다. ‘신은항상용서하고, 우

리는때때로용서하지만, 자연은결코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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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사스 코

로나바이러스-2 감염에 의한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뿐만 아니

라전세계를감염시킨팬데믹이되었고 4월 11

일 현재 전 세계 185개국에서 보고된 확진자만

1,698,271명, 사망자는 102,753명이다. 한편우

리나라는현재까지 10,480명의확진자및 211명

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한때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현재 하

루신규확진자수30명정도로컨트롤되는수준

까지추가전파가억제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

나무증상감염을포함한바이러스의전파가이

전에 보던 사스 및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사뭇달라종식이될때까지는지속적인사회적

거리두기등온국민의협조가필요한상황이다. 

코로나19 치료제개발은비현실적인바램

이번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

나바이러스-2는 2002∼3년사스코로나바이러

스, 2012년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와바이러스의유전자염기서열상매우

유사한 바이러스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중에서도

모두 베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공통된 그룹에

속해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이전까지만

해도사람에게는가벼운감기정도외에는심각

한질병을일으킨적이없어서바이러스연구자

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받는 바이러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들어서서이번코로

나19까지포함하면이미 3번째전세계보건더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

며바이러스의원래숙주로알려진박쥐에서이

미 다수의 사스 유사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합심해서 현재의 코로나19뿐

만아니라미래의코로나바이러스위협에대응

해야할필요성을역설해준다. 

이번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연구와 관

련되어서 항상 언급되는 3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획?코로나19

金承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인수공통바이러스연구

실연구팀장

코로나19 치료제개발과
대안으로서의약물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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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바로진단, 백신, 치료제의개발이다. 현

재 진단은 방역조치와 더불어 우리나라 진단업

체들의선제적인대비및정부의신속한승인과

현장적용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

고있으며여러나라들에서공급을요청받고있

을정도로괄목할만한진전을보여주고있다. 

한편, 현사태를종식시킬수있는궁극적해

결책은 백신의 개발이지만 백신 전문가들에 의

하면실제백신사용을위해서는성공적으로개

발된다는 전제하에서 최소 18개월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한다. 현재 최신의 백신 플랫폼 기술

등을활용한백신후보들의신속임상시험등이

진행되고있지만현코로나19 종료전사용가능

성은그렇게높지않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떠한가? 통상 항바이러

스제를포함한신약의개발에는최소 10년혹은

15년이상의기나긴시간이필요하다. 실험실에

서의연구개발외에도동물실험을포함한전임

상,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등을

모두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며 이마저도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제

의개발은비현실적인바램일것이다. 

코로나19 현실가능한대안‘약물재창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약물재창출’이다. 약물재창출은 기

존에특정질환의치료를위해식약처등을통해

사용승인받은약물을다른질환의치료에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가장대표적인약물재창출의예는비아그

라로서, 원래 비아그라는 협심증의 치료제로서

개발이되었지만이후발기부전치료제로서‘재

창출’된경우에해당한다. 약물재창출의장점은

기존에이미다른질환치료를위해허가받은약

물인만큼약물의안전성및약물동력학등이이

미사람을대상으로검증이되었다는점이다. 따

라서일반적인신약개발에따르는복잡하고오

래걸리는전임상혹은임상시험을다거치지않

더라도실제환자에게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

있다. 현재의코로나19 사태와같은엄중한상황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현실적으로는이번과같은사스유사코로나바이러스의발생이

또다시경고되고있으므로이에대응하는범용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개발을지금이라도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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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유일하게기댈수있는현실적대안인셈

이다. 이번사태에서도약물재창출의경우는종

종언론보도를통해확인되고있다. 

이미 자주 소개되고 있는 약물인 클로로퀸은

원래 말라리아 약으로 개발된 것이며 칼레트라

는에이즈치료제로서개발된것이다.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해 온 필자의 연구

실에서도클로로퀸과로피나비르(칼레트라의주

성분)의항바이러스효과는세포수준의실험에

서 늘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고 신약개

발을위한연구에서늘양성대조군약물로서사

용해왔다. 

비록 세포 수준 이상의 연구에서는 코로나바

이러스에대한효과가확실하게검증된바가없

는 약물이지만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약물이라도 임상시험에 바로 들

어갈수있는것은바로이미기존에다른질환

을대상으로승인을받은약물이기때문에가능

한것이다. 이두가지약물외에도현재전세

계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바로 약물재창출의 대상으로서 시험중인 것들

이다. 

美 에볼라 치료제 동물실험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이런승인약물들과약간다르면서현재가장

큰기대를받고있는약물이있는데이것은미국

의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만든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다. 원래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서개발이되었고이미임상1상시험까지완료된

약물이다. 비록 에볼라 치료제로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임상1상시험을완료했다는것은일단

약물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의미

이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미국의 연구진을

통해렘데시비르는메르스치료제로서의가능성

이계속연구되었고현재언급되고있는약물중

거의 유일하게 세포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한 약물이

다. 실제작년말과올해초발표된논문들을통

해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된마우스및

영장류 실험에서 어느 정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약물이어서더욱기대되는약물이다. 

현재우리나라를포함, 전세계적으로렘데시

비르의 약효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대규모로

진행되고있다. 다만동물실험에서도감염초기

및바이러스역가가비교적낮을때만효과가가

장좋고그외의경우에서는다소효과가떨어져

서코로나19 감염환자를대상으로하는임상시

험에서그효능이보다정확하게검증되어야할

것이다. 

旣승인약물, 코로나19 항바이러스활성증명

필자의 연구실에서도 최근 약 3천개의 약물

스크리닝을통해세포수준에서약 20여개의기

승인 약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

기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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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 중

천식약으로사용되고있는시클

레소니드는 4월두번째주부터

연구자 임상에 들어가게 되었

다. 이것 역시 약물재창출의 한

예라고할수있다. 

감염병은 그 특성상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감염자가 폭

발적으로 증가할 때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받게되지만한번지나가고나면사람들

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서구 사람들이 많이 걸린 만성 감염병의 경우,

그나마 민간 제약사에서도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관심과연구개발투자가활발하나그외감염병

의 경우, 사업상 이유로 민간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을기대하기는어렵다. 

21세기들어서서특히다양한종류의신종바

이러스 감염병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큰

영향을끼치고있다. 예를들면이번코로나19를

비롯한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일명 살인

진드기바이러스), 그리고가장최근에는아프리

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우리나라에도심각한문

제를일으켰고또여전히해결되지않은상태로

남아있다. 교통수단의발달등에의한국제적인

왕래의증가및급격한도시화등으로어느때보

다신종바이러스감염병의전세계적인발생은

점점피할수없는현상이되어가고있다. 선제

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할수없는부분들은공공영역에서주도하고나

서서미래의감염병에대한선제적인대응을해

야할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스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또다시 경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범용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

발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기존에성공한항바이러스제의경우,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 및 복제효소를 타

깃으로한것들이다수였음을상기해볼때, 이

것들에대한선제적인개발을통해최소한임상1

상시험정도는미리완료를해놓음으로써미래

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할수있는만반의준비를해두는것이이제는

정말로필요해졌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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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전세계적인확산이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

일정부분완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기는하지

만돌발변수가산재해있는데다근본적으로치

료제가개발되지않는이상사태의장기화로인

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에 코로나19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 및 전 세계

적인모범이되고있는대한민국의코로나19 대

응방안과 백신 및 치료약 개발 현황에 대해 알

아본다.

중국우한서발생후전세계로전파

2019년 12월중국후베이성우한에서처음으

로호흡기병증집단발병사례가보고됐다. 현재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감염증이급속히전파되고있다. 

국내기관들에따르면4월8일기준, 신종감염

병인코로나19는첫발생된이래전세계확진자

수가 1,362,490명(사망 80,17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WHO에서는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선포한상태다.

우리나라의경우, 4월 10일현재확진자는 1만

450명, 사망자208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사람에서호흡기감염을일

으키는주요감염체중하나이다. 주로박쥐, 설

치류, 사향고양이, 인간, 조류 등에서 바이러스

가발견된다. 

사람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이알려져있다. 2종은사스와메르스로고도

의전염력을갖고있으며, 사람에서중증호흡기

증후군을발생시켰다.

나머지 사람코로나바이러스 4종(HCoV-

OC43,HCoV-229E, HCoV-NL63, HCoV-

HKU1)은경미한상기도호흡기계질환을유발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이들 6종코로나바이

기획?코로나19

張福心

17대의원
前한국여성정치연맹부총재

前성균관대약학대학원겸임교수

약학박사

코로나19 대책과
백신및치료약개발

내지수정분  2020.4.23 2:1 PM  페이지54   Cheil-868 



2020. 5 55

러스의 아형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분류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파되기 이전에

먼저동물로부터유래했다. 사스와메르스모두

박쥐를 조상 숙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또한

초기폐렴이발생한환자의검체서열분석에의

거, 박쥐가 근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뱀이나 천

산갑 등이 중간숙주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비말뿐 아니라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감염, 안구표면을통한코로나19 전파가능

성도제시되고있는데이러한전파경로에대해

서도더연구가필요하다. 또한독일에서는잠복

기에있는감염자로부터전파되는등무증상감

염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이가족이나병원내, 도시간전파가

급속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 인간대인간전파

예방을 위해 무증상 감염 발생 전 최대한 빨리

접촉자와 격리시키고, 효과적인 역학적 통제를

계속해야할것이다.  

한국 정부, 봉쇄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채택…빠

른검사와진단병행

한국정부의이번코로나19 대응책은전세계

의모범사례로각광을받고있다. 우리정부는

다소 심각하지 않아 보였던 코로나19가 대구지

역에서 급작스럽게 확대되자 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을택하며감염병에대응해나갔다.

감염병 발병부터 국가나 도시를 막는 봉쇄령

을통해감염병유입을차단해야한다는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봉쇄보다는빠른검사와진

단을통한환자를선별하고접촉자를관리한것

이다.

특히정부는봉쇄령없이입국자격을보다강

화했다.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및일본발입국자사증심사를강

화했으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을검역관리지역으로지정해입국자검역을

강화하고있다.

특히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아직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특이적인치료법이나, 감염억제를

위해사용할수있는특이적인항바이러스제는없으며, 백신도

없는상황이다. 다만전파속도로볼때백신개발전에치료제의

개발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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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특별입국절차’

를시행한데이어 3월 19일전세계모든입국자

로적용지역을확대했다.

4월 1일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

하고, 입국시특별입국절차는동일하게수행되

고있다. 

무엇보다대한민국정부는의료기관이해외여

행력을확인할수있도록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건강보험 자격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통

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를조기에발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

에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

단검사접근성을높이고, 대규모의빠른진단검

사를통해환자를찾아내는데집중했다. 

선별진료소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의료기관출입전별도로진료를받도

록 하며, 635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

소를설치해운영중이다.

이 중 94.8%에 해당하는 602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를하며, 환자들간의감염을최소화하

기위해차에서진료를받는드라이브스루와공

항등에서는워킹스루등선별진료소운영모델

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을도입해긍정적인평가가이어지고있다.

정부공식자료에따르면, 진단검사를실시하

는곳은총 118개소로, 공공기관 23개, 의료기관

81개, 수탁검사기관 14개이다. 

환자 발생 시 중앙·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

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

고있다.

신용카드내역, CCTV 분석, 휴대폰위치정보

등을통해확진자동선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

투명하게공개하여일반국민의추가감염을막

고스스로접촉여부도확인할수있도록대응하

고있다.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 역

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도 조사해 확진

자인지후 24시간이내에가족및동거인등의

접촉자는자가격리된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내 치사율(4월 8일 현재)은 1.92%로 세계

평균치사율(5.88%)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

고있고, 하루 1만 5천건, 누적 16만건에달하는

거대한진단검사능력을갖추고, 신속하고체계

적인감염병관리를수행하고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당부하듯이 현재 코

로나19 사태와같은미래질병문제는보건당국

뿐아니라경제, 외교, 교육, 환경등다양한부

문과의연계·협력을요하고있다. 

따라서 미래 질병 대응에는 보건정책뿐 아니

라다부처협력과융·복합전략이필요한것으

로보인다. 

기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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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보건정책의 비전을 세우고 미래 질

병어젠다에대비할수있도록보건당국의역할

을지지하고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

해야한다.

지역약국공적마스크공급처로역할재조명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약국 역할을 새롭게 규명했다는 점에

서정부대처가큰호평을얻고있다.

마스크 품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되

기에 앞서 발빠르게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하

고 약국으로 유통채널을 사실상 일원화시키는

한편 5부제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스크공급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특히지역약국들이상당한희생을감내하면서

도정부정책에적극협조해급속하게사회적안

정을이뤄냈다.

따라서앞으로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해지

역주민들과가장근접거리를유지하고있는약

국의역할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약국은보건의료시스템의최전방에

서의심환자또는유증상자들이건강관련상담

이나 단순한 정보 또는 약물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조언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시

설이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은 물론 올바른 의료이용

관련대국민홍보와교육의채널로우선활용할

수있다. 이미약국과약사는의약품안전사용교

육등에서뚜렷한성과를거두며홍보교육채널

로서의효과를입증한바있다.

아울러이번사태에서 DUR을통해입증됐다

시피 해외 여행력 정보 조회를 통해 감염병의

지역확산을막는전초기지역할을담당할수도

있다.

그리고무엇보다기본적인역할은공적마스크

안정 공급 등 방역물품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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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인만큼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마련

돼야한다.

치료법, 백신연구활발히진행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치료

법이나, 감염억제를위해사용할수있는특이

적인항바이러스제는없으며, 백신도없는상황

이다. 다만전파속도로볼때백신개발전에치

료제의개발이필요하다.

치료제개발을위해미국 FDA는최근말라리

아 ,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클로로퀸

(chloroquine)과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

ychloroquine)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목적으

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것을 긴급 사용승인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긍정적인소식이들려오고있다. 

우리정부는그동안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필요한감염동물을개발해왔으며, 5월초

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

제 1건, 백신 2건의효능검증에돌입한다는계

획이다. 

특히새로운약보다는이미시판또는임상을

거쳐안전성이입증된약물등을중심으로코로

나19에도 효능이 있는지 확인 작업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

단은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코

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의고해상도유전자지도를완

성했다고밝히기도했다. 이를통해바이러스전

사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고,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유전체 상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켜지게된것이다.

아울러현재후보백신에대한연구도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의치

료는일차적으로지지적치료를시행하며, 입원

시엄격한격리와예방조치를시행한다. 

사스와메르스바이러스를프로토타입으로활

용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있다. 

플랫폼 진단 기술이 개발되어 확진자를 조기

에감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동물모델에

서 메르스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RNA 중합효소 억제제인 렘데시비르

(remdesivir)와같은광범위항바이러스제, HIV

약물인‘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

(Ritonavir), 항바이러스제 interferon beta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적용해연구중에있다.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기술과 같은

핵산백신플랫폼기술도시도되고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의 추

이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특히신규병원체의

위협은또다시도래할수있는만큼제반연구

및기술개발도함께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

다.

기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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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선권력을획득하는유일한수

단이 선거이므로 4·15 총선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선거는제로섬게임이아니다. 선거

가 끝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국정 파트너로서

양보와타협을통해국민을위해입법하고정부의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 따라서 총선은 공명선거

분위기속에서품격을유지해야한다. 그러나이

번총선은정책과민생은실종되고지금까지선거

에서유례가없는막말과선심만난무했다.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에서도 투표율은 28년

만에 66.2%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권자들

의높아진정치의식과좌우진영의결집력도보

탬을 한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 결과는 여당

의압승으로끝났지만선거풍토는진화·선진화

하지못하고퇴행·퇴폐화했다. 

4·15총선진단

첫째, 13일간의짧은선거기간동안실시된이

번 총선은‘코로나19 블랙홀’이 정책·민생 등

모든 선거이슈와 쟁점을 빨아들였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부동산정책과 소득주도성

장등실정을내세운정권심판도덮었다. 국민들

은 선거이슈보다 생사가 걸린 코로나사태 안정

을원했다. 

미래통합당은중국발입국금지와마스크구

입불편등정부의초기대응실패를부각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로도움을청했고, 외국언론의한국정부의코로

나감염대책에대한칭찬과팬데믹이후대응을

잘하고있다는일부국내언론의보도와정부여

당의 자화자찬으로 실패론을 잠재웠다. 의료진

의희생과국민의협조로코로나감염확산이줄

어든부분도있는데정부가그공을통째로차지

했다. 

90개국이 넘는국가가 입국을 금지시키며 코

로나 감염에 대비했는데 한국정부는 방역보다

중국을의식한‘외교’와시진핑방한을위한‘정

김화

前경향신문편집위원

前데일리리뷰논설실장

前용인대강사

정책·민생대신막말·선심의 3류선거
여당압승으로국정운영탄력, 극한대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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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앞세워 초기에 입국금지를 안 해 감염이

확산된것과마스크판매에대한지오영의특혜

의혹을 야당은 제기했으나 이것마저 코로나 블

랙홀로선거전밖으로밀려났다. 

둘째, 4·15총선만큼 막말이 난무하는 선거는

선거사상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막장드라

마를연출했다. 여야를막론하고막말과비방을

쏟아냈다. 선거기간이짧은이번총선의경우메

시지 전달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긴 하지

만국민에게상처를주는막말은선거풍토를혼

탁하게할뿐만아니라후보개인이나소속당에

도전혀도움이안된다.

막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인사

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후보 개인이 했다. 통

합당 김대호 후보는“30∼40대는 무 개념·무

논리이고, 노인되면장애인이된다”고세대비

하 발언을 했다. 여당과 언론이 비판하자 깜짝

놀란 통합당은 재빨리 윤리위원회를 소집 제명

했다. 급하게 끈 불의 재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차명진후보의세월호유족도덕성폄하발언이

이어졌다. 지역 후보자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세월호이후에는사람과짐승의두종류

가있다”고원인을제공했다고하지만차후보는

“텐트 안에서의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와

의성문란이있었다”고인터넷신문을인용해서

말했다. 통합당은처음탈당을권유했으나두번

째 막말이 나오자 최고회의에서 급하게 제명했

다. 설상가상으로 광주광역시의 주동식 후보는

“광주는제사에매달려있다”고광주민주화운동

비하발언을했다. 

더불어민주당윤호중사무총장은“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돈키호테, 황교안 대

표는 애마, 박형준 위원장은 시종이다”고 말했

다. 통합당이“소설도읽지않은무지에서나온

말이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윤총장은

“은유와비유”라면서무고로고소하겠다고역공

세를폈다. 여당막말에는이해찬대표도가담했

다. 이대표는“미래통합당은팔에문신한조폭

으로천박하고, 주책없고, 토착왜구”라고거침없

이토했다. 백원우전청와대비서관도미래통합

당과후보를가리켜“쓰레기정당, 쓰레기정치

인”이라고말했다. 도종환후보는“북한보다한

국이미사일을더쏘았다”고말했다. 

막말에대한양당의대처는판이했다. 통합당

은 즉각 사과하고 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침묵했고일부는역공을폈다. 선거 2일전

에김남국후보의성인팟캐스트출연으로인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지도부는“별 것

아니다”라고했다. 민주당은통합당이라는정당

에막말을했지만통합당은유권자를상대로막

말을했다. 통합당의막말은선거전략으로도큰

잘못이었다. 해당유권자들에게큰상처를주고

마침내수도권참패라는원인을제공했다. 긁어

서부스럼을만들었다.  

일반적으로선거에서‘말전쟁’은야당이주

도권을 잡는데 이번 선거는 여당이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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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흔들었다. 막말을 한 여당후보는 당선됐

고 야당 후보는 패했다. 여당 지도부가“조폭”

“쓰레기”같은최하위급막말단어로비난했지

만 통합당은 여론을 환기할 만큼 역공을 펴지

못했다.

셋째,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선심공약만 쏟아

졌다. 여야 모두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

다. 민주당과시민당은‘소상공인과영세자영업

자 권익보호를 위한 1호 공동 정책공약을 발표

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과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

나이공약은민주당이 4년전 20대총선공약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에 포함된 내

용이었다. 그 때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이었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경제공약도 대안세력으로

서주목할만한정책능력을보여주지못하고 20

대 국회에서 발의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정책의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뒤늦게“조국을

살릴것이냐? 경제를살릴것이냐?”는메시지를

던졌지만문재인정부최대실책인‘소득주도성

장’과‘탈원전’‘부동산대책’같은경제정책을

선거이슈화하지못했다. 처음부터경제를헤드

슬로건으로내세웠으면어떠했을까.

경제 등 정책은 미미했지만 선심공약은 창대

했다. 소득하위 50%에 100만원(4인 기준)씩 지

급하자던정부안이청와대와더불어민주당협의

를거쳐하위 70%로확대됐고, 미래통합당황교

안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제안

하자이해찬민주당대표도지급대상을 100%로

확대50만원씩지급하자고했다.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국민 1인

당 1409만원의빚이다. 이렇게국민들에게복지

에대한기대수준을잔뜩높여놓고재원뒷감당

을어떻게할것인가. 매표를위한정치포퓰리

즘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국민들의 혈세부

담과미래세대가짊어질부채를누가책임질것

인가. 

넷째, 정당간연합은없었다. 몇개지역구에

거대여당이겸손한자세로야당을국정파트너로인정하고야당의존재이유를

배려한다면선진적인의회모습을보여줄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해왔던것

처럼야당을적폐대상으로보고, 이번선거에서여권인사가한막말인통합당을

“쓰레기정당”“쓰레기정치인”“조폭”이라는인식이변하지않는다면몸을던

진투쟁밖에는별다른대안이없는야당과의극한대결이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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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 같은 진영의 후보 개인 간 연합은 있었지만

20대 국회처럼 민주당과 정의당과의 연합은 없

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결과, 민주당 단독으

로 지역구에서 163석이라는 과반을 훨씬 넘어

차지했듯이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본다. 유시민

의예측이적중한것이다. 민주당과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창출한것이다. 

다섯째, 지역 벽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총선

에서호남은더불어민주당이싹쓸이했다. 20대

국회에선자유한국당이전북에서 1석, 전남에서

1석차지했었다. 광주와전남은민주당일색이고

전북은무소속이 1석당선되었지만. 당선자인이

용호는선거전민주당에입당원서를냈다가거

부당했다. 민주당이손짓하면입당할것이확실

하다. 호남이기반인민생당은지역구와비례당

합쳐 1석도차지하지못했다. 

영남은PK 지역에서민주당이몇석건지기는

했지만경북과대구는통합당이석권했다. 대구

의무소속홍준표는본인이통합당복당을선언

했다. 이처럼진영에따른국토의동서분할은정

치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지역정치는국론

분열을부채질할뿐이다. 인물보다정당만보는

‘묻지마투표’에다름아니다. 망국적인지역주

의부활이다. 

통합당충격적인수도권참패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253석 중 84석을 차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을 획득 압승했다.

특히수도권에서의석차는충격이다. 수도권 121

석중 민주당은 103석으로 85%를 차지했다. 민

주당은수도권에서만통합당지역구와위성비례

당인미래한국당의당선자를합친 103석을차지

했다.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당의

참패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는커녕 3년간

실정마저합리화해준셈이다. 

김종인선대위원장이선거결과가나온후“자

세도갖추지못하고지지를요구한것이송구스

럽다”고 말했듯이 통합당은 공천에서부터 선거

기간중여론조성, 막판막말대응에이르기까지

갈팡질팡 체제를 일사불란하게 갖추지 못했다.

통합당참패의원인을살펴보면, 

첫째, 공천과정의잡음이다. 황교안대표는김

형오공천관리위원장에게전권을위임했지만사

천논란으로중도하차했고, 일부지역은뒤바뀌

기도 했다. 위성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도황대표와의갈등으로중도하차했고순

번이재조정됐다. 4년전김무성의‘옥쇄파동’이

재연되어국민들로부터공천신뢰를잃었다. 공

천에서컷오프된중진들이무소속으로출마하여

당선된것을봐도짐작이간다. 

둘째,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부재다. 서울 종로

에서 낙선으로 15개월의 대표직을 마감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구심점을 형

성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로서 중진들에게는 험지출마를 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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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출마 지역구를 이리저리 셈하다가 이낙

연이종로출마를발표한후에야뒤늦게종로를

택했다. 뿐만 아니라 말실수도 있었다, ‘N번방

호기심 가입자는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코로

나위안금지급은말을뒤집었다. 김종인도”정

치가인지법률가인지모르겠다“고술회했다. 

셋째, 보수통합만외쳤지혁신을안했다. 당명

도 바꾸고 일부 이탈세력과 물리적으로 합쳤지

만혁신보수의모습을보여주지못했다. 탄핵이

후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은커녕 보수통합에만

치중하면서 중도 등 외연확장보다 안주하는 무

능·무기력을보여줬다. 대안정당으로서국민기

대를충족시키지못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해

서 무너지면 안 된다. 위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의 거대함선을

물리쳤다. 통합당은 103석이란 의석이 있지 않

은가. 절벽앞에서있지만원점에서스스로정

체성을찾아가고새로운인재를수혈해서한걸

음씩국민앞에다가가면반드시인정받을날이

올것이다. 파도를일으키는것은물결이아니라

바람이다. 

21대국회및정국전망

21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은국회에서개헌

외에는 입법·고위공직자 임명동의·패스트트랙

무력화 등 가히 무소불위의 공룡정당으로 군림

했다. 개원전부터여권일부에서국가보안법폐

기와윤석열사퇴설등이솔솔흘러나오고있다.  

문재인정권은행정부는물론대법원·헌법재

판소·언론·시민단체를장악했고신설된공수처

까지 손안에 쥐고 국회까지 접수하면 행정·입

법·사법 3권을완벽하게통제하게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고 박차를 가할

것이며, 청와대 출신 19명을 국회로 보낸 21대

국회에서 개헌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가

능성이높다. 이런추세라면보안법폐기안도제

기될수있겠다. 이뿐만아니라개혁이란이름으

로자신들이의도한사회전반에걸쳐체제를바

꿀가능성도부인하기어렵다. 

다행히도부자몸조심한다고거대여당이겸

손한 자세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야

당의 존재이유를 배려한다면 선진적인 의회 모

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야당을적폐대상으로보고, 이번선거에

서 여권인사가 한 막말인 통합당을“쓰레기 정

당”“쓰레기정치인”“조폭”이라는인식이변하

지않는다면몸을던진투쟁밖에는별다른대안

이없는야당과의극한대결이예상된다. 

행정부 견제의 입법부 기능이 사라진다면 절

대권력을거머쥔정부는권위주의유혹에빠지

기쉽다. 권위주의는전체주의로가는지름길이

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플

라톤의‘중우정치’와아리스토텔레스의‘다수의

폭정’을경계해야한다. 민주주의는현명한시민

과착한지도자가만났을때꽃을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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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중국우한발신종코로나19 바이

러스가신천지신자들을중심으로전염이확

산되면서우리사회는걷잡을수없는패닉상태

에빠졌다. 언론에서는대대적인특집방송을마

련하고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의료

진들이 패널로 나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대처

법과개인위생과전염예방을위한정보들을쏟

아냈다. 

정부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

회의를했고일일대국민보고를했다. 오전에는

보건부차관이코로나19 환자발생현황과병상

마련등의료자원공급현황등을상세히알렸고,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2차 브리핑을 하면

서국민들에게코로나19 현황을브리핑했다. 이

과정에서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은국민들의이

해를구하고개인위생등을포함해대처요령들

을비교적상세히설명해주고기자들의질의응

답도받아가면서국민들의불안을해소하고극

복가능하다는희망의메시지도담아전달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4월 4일자에서샘워커(Sam Walker)

기자는‘침착하고 유능한 2인자들이 있어 감사

하다(Thank God for Calm, Competent

Deputies)’는제목의칼럼에서정은경질병관리

본부장을‘영웅’에비유하며코로나19에대처하

는능력을높이평가했다.

워커기자는칼럼에서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과 영국의 부(副) 최고의료책임자인 제니 해리

스, 케냐의 무타히 카그웨 보건장관, 미국의 앤

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 등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떠오

른 새로운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확산하면서재미있는일이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뽑은 대담하고 카리스마 있는,

자기애가강하며정치적으로계산적인지도자가

아닌, 자기분야의전문가들이진짜영웅으로떠

오르고있다”고설명했다.

워커기자는이런논지의첫번째사례로정은

경 본부장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코로나팬데믹에대응하는데핵심적

화제의인물

코로나현황…솔직하고차분하게안내
美WSJ “코로나‘영웅’…국민안심시켜극복”호평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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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했다.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분석, 인내심있는침착함은대중에게강

력하다”고 하면서“고조된 위기 국면에서 사람

들은본능적으로정본부장을신뢰하게된다. 그

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정

본부장이‘바이러스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을때코로나19 공포의상황이절정에달했

던한국인들은본능적으로그녀를믿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검사 프로그램과 엄격한 폐쇄

조처로 3월 12일부터는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

를 넘어섰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

람들은정본부장을‘전사’나‘영웅’으로부르고

있다”고전했다. 

워커기자는“아직한국을포함해어떤나라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 본부장

이‘빅토리랩(자동차경주등에서우승자가경

주후트랙을한바퀴더도는것)’을하는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피

하며인터뷰요청도정중하게거절한다”고소개

했다. 그러면서워커기자는“한기자가코로나

브리핑에서얼마나자느냐고묻자, 정본부장은

‘한시간은넘게잔다’고답한개인적인질문내

용으로마무리했다. 

샘워커기자는최근WSJ 리더십칼럼을연재

해오고있다. 그는WSJ 스포츠기자로오랫동

안 취재 활동을 하다『캡틴 클라스(THE

CAPTAIN CLASS):세계에서가장위대한팀을

만든리더의 7가지숨은힘』의저서를낸리더십

분야의칼럼니스트다.

월스트리트저널 4월 4일자에게재된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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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10년, 2020년대세계경제는‘뉴노

멀’로요약된다. 종전의이론과규범, 관행이

더이상통하지않는다는의미에서붙여진용어

다. 미래예측까지어려우면‘뉴앱노멀’로구별

한다. 뉴노멀시대에발생하는모든경제행위

는첫단계인정확한원인진단부터어려워대책

을마련하기가어렵다.

2020년대 세계 경제는‘디스토피아’가 자주

발생해예상치못했던혼란에빠질가능성이높

다고예상돼왔다. 디스토피아란유토피아의반

대되는 개념인 반(反)이상향으로, 예측할 수 없

는지구상의가장어두운상황을말한다. 유토피

아의저자토머스모어는인간현실세계의이상

향으로유토피아를제시했다. 

코로나이후‘뉴노멀디스토피아’시대

두가지의미가합친뉴노멀시대에발생하는

디스토피아는 초기 충격이 유난히 큰 것

nobody knows, 즉아무도모르는위험이기때

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모든사람을공포에휩싸이게하고, 세계증

시가한순간에폭락하는것은뉴노멀디스토피

아의첫사례다. 

‘아무도모른다’면모든경제활동은멈출수

밖에없다. 죽은시체와같다는의미의‘좀비경

제’라는용어까지등장하기시작했다. 특정국경

제의좀비화정도를알수있는대용변수인통

화유통속도, 통화승수, 예대 회전율 등과 같은

각종 경제활력 지표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속속

떨어지고있다.

세계화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전염성이 강

한코로나19는입국제한등을통해사람의이동

부터차단하기때문이다. 사람의이동이자유롭

지못하면상품과자본의이동도제한된다. 코로

나19 충격이 커질수록‘세계화’보다‘자급자족

(autarky) 경제’의 필요성이 고개를 드는 것은

코로나이후경기전망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겸신문논설위원
前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부사장

前美와튼계량경제연구소한국측자문위원

저서『UR과한국경제』『또다른 10년이온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경제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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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각국경제정책과주력산

업등에커다란변화를몰고올

움직임이다.

‘골든 타임’놓치고 국제통상

마찰도잦아

한국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개

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생산여건이갈수록악

화돼왔다. 낮은출산율과고령

화로생산가능인구, 특히청년

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불일치가해결되지않으면

서 만성적인‘고비용-저효율’

구조가개선되지않고있다.

노동력에이어생산에필요한

자본도저축률하락등으로갈수록성장률을제

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우려된다. 저축

률이하락하는요인으로정치권의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

건개선등이지적되고있다.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나라의뇌물과부패정도는정치적영향력과

행정규제에비례한다. 독점적이윤인경제적지

대(ren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사회구성원은치열한로비활동을전개하

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추구형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정

착된다.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예

전만못하다. 특히국회의원을포함한정치권에

대해그렇다. 당리당략에국민과경제앞날은뒷

전이다. 신뢰회복의‘골든타임’까지놓쳐이제

는 한국 경제도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처럼

아무리좋은정책신호를준다하더라도정책수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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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층은정작반응하지않는‘좀비국면’에빠져

들고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높

아진국제위상에맞게내수시장이발전되지않

음에 따라 통상 마찰도 잦아지는 추세다. 기업

간불균형이심화된상황에서삼성전자등특정

기업의경우세계최고의반열위에올라간것에

따른 착시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

부터통상마찰의표적이되고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외환위기가‘위기극복 3단계

론’으로볼때외화유동성을확보한이후잦은

정책변경, 정부혹은정책에대한신뢰부족등

으로시스템위기극복이지연되는과정에서실

물경기회복이완전하지못한채20년이상지났

기때문이다.

시스템위기와실물경기극복지연

더우려되는것은시스템위기와실물경기위

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

른투기요인이커지는대신위기불감증에따라

대처 능력이 약화돼 왔다는 점이다. 이때 투기

요인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극복했다고

봤던유동성위기가다시발생한다는것이‘위기

재귀론’이다.

외환위기이후들어선어떤정부든모두가경

제안정성이계속흔들리고위기론이가시지않

는것은‘통계수치의위기’가아니라경제입법

과정책운용체제를중심으로한‘사회시스템의

위기’에연유된다고볼수있다. 이때문에코로

나사태이후한국경제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

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돼

야한다. 

정확한현실진단을토대로경제시스템을안

정시킬수있는대책을마련해나가야한다. 성

장의견인차역할을담당하고있는수출이세계

경제환경이나환율이조금만불리하게되면크

게감소돼곧바로위기감이닥치는소위‘천수답

구조’를‘수리안전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땜질식단기처방은금물이다. 

현정부를포함해앞으로어떤정부가들어서

든간에경제우선정책을예산조기집행과같은

단기적인대증처방에의존할경우고질병인‘고

비용-저효율’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해진

다. 오히려구조조정노력을지연시킴으로써후

손이부담해야할사회적비용은엄청나게늘어

날것으로예상된다.

한국 기업에게도 자국 내에서 안정된 경영활

동을보장하고, 해외진출한기업도국적을잊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혁정치이든 산

업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

이전제돼시행해야한다. 규제완화를추진하면

서기득권때문에핵심규제사항을풀지못하거

나, 특정기업에게막대한이권이보장되는신규

사업을허가해주면서뒷거래가오가는식의뒷

맛이가시지않는정책이계속될경우위기감만

코로나이후경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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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가능성이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무국적화’를 촉진하고

산업공동화와 실업증대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수있다. 기업도경기가좋을때에는한탕

하고경기가나쁠때에는정부의지원을바라는

‘화전인식경영’은지양해야한다. 정치권과정

책당국이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

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투자는생존을위한의

무다.

정치권과정책당국신뢰회복절실

국민에게도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시각과안정된경제생활을영위할수있는

시스템을마련해주는것이시급하다. 법규이든

사회규범이든 간에 정책당국이 마련하는 대로

쫓아가더라도고위층에서뇌물이다떡값이다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

감과허탈감에휩싸여각종위기론을낳게하는

원인이된다.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

로지원해주는발상의대전환도필요하다. 갈수

록국민이정부의정책에대해무조건냉소적인

반응을보이는것은정치권, 그중에서도국회의

원이국민에게신뢰감을줄수있을정도로올바

르게국정을운영하지못한측면이많았기때문

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

한다하더라도국민이부응하지않을경우또다

시정책을내놓아야하는‘정책의악순환’만되

풀이될가능성이높다. 나자신을다소희생한

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는동시에, 일단

정책이추진되면소기의효과가나타날수있도

록적극후원해줘야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밝지 못하다.

연평균성장률로 3%대초반을기록했던 2010년

대에비해 1% 포인트이상큰폭으로떨어진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저출산-고령화’

문제를해결하지않을경우 0%대로추락할것으

로보는예측기관도있어주목된다. 

최소한 잠재수준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이 제시

한‘글로벌해법(global solutions)’을통해인

구 문제를 해결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4차 산업

등에대한투자를대폭늘려야한다. 각분야에

걸쳐개혁을통해기득권을놓고벌이는가치와

이념대결을해소해나가는과제도중요하다.

모두쉽지않은과제다. 현정부를포함해앞

으로새로들어서는정부는많은정책을내놓기

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신뢰부터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공공선(公共善·pro bono publico)’정신을발

휘한다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고개를들고있는각종위기론을잠재울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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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과비견되는코로나발경기불황

코로나발경기불황이상상을초월하고있다.

대침체를넘어대공황까지갈수도있고심지어

대공황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

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대의 루비니

(Nouriel Roubini) 교수는 이번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대공황 (Great Depression)보다충격이

더심하고빠른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

으로 급속히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미국연준의장버냉키(Ben Bernanke)

는 코로나발 위기는 대공황보다는 자연재해 위

기와같은양상이라고진단했다. 하버드대의케

네스로고프(Kenneth Rogoff)는이번코로나발

충격은 수요충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붕

괴, 국경봉쇄, 교역위축에따른공급충격도가세

하고있어종래의위기때보다더큰충격이올

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수요위기는글로벌원자재중간재조달위축,

금융조달 어려움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글로벌

무역거래위축, 세계경제성장둔화로수출이위

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업증가 등으로 소

비가급감하는등투자수출소비가급격히감소

하면서생산과고용이줄어드는위기다. 공급위

기는 중간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공장

가동 중단과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 제약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원자재 중간재 조달

이어려워져생산활동을하지못함으로써발생

하는위기로생산활동과고용을추가로위축시

킴으로써위기의폭이깊고속도가빠르다는것

이다. 

이때문에GDP 기준세계경제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줄을잇고있어세계경제의암운이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연준은미국실업자가 2020

년 2월의 576만명에서 2020년 2분기에는 5281

만명으로증가하고그결과 실업률이 2020년

코로나이후경기전망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명예회장

前고려대경제학과교수

코로나이후의경기부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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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3.5%에서 2분기에는 32.1%로급증할것

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 이는대공황때최

악의수준이었던 25%를넘어서는수준이다. 성

장률은 2020년 1분기에는 -6%, 2분기에는 -

14% (J P Morgan)  내지는 24%∼30%

(Morgan Stanley)에 이를 것이라는 놀라운 전

망마저나오고있는실정이다. 

미국연준과연방정부의파격적인대책

이같은전망이대두되자연준은 3월 15일전

격적으로제로금리와 7천억달러의양적완화정

책을발표한데이어 3월 23일에는전례없는파

격적인대책을발표했다. 즉국채와주택저당채

권(MBS)의 매입한도를 폐지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을 안정

시키기위한투자등급회사채시장지원대책, 신

용도가높은개인소비자들을지원하기위해학

자금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등을자

산으로발행된유동화증권(ABS)을매입하는‘자

산담보부증권 대출 기구(TALF·Term Asset-

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도 설치했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기구(MMLF)’와‘기업어음(CP)매입기구

(CPFF)’의투자범위도확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5일 2조 달러

(약 2460조원) 규모의슈퍼경기부양책을발표

했다. 고용을유지하는소상공인에게 3670억달

러지원, 실업수당을 4개월간주당 600억달러

추가지급, 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을 통한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 달러

(약 614조원), 병원등의료기관에 1500억달러

(약 184조원) 지원, 소득 7만 5000달러이하성

인 1인당 1200 달러, 아동 1인당 500 달러지원

등이다. 소득 상한선 7만 5000달러는 미국의 1

인당국민소득이금년에 6만 7천달러로추정되

므로 대체로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으

로볼수있다. 

급속한침체속으로빠져드는한국경제

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는당연히글로벌

경기침체의직격탄을맞고있다. 이미문재인정

부이후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는

홍남기경제부총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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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붕괴하고있는한국경제는수요공급양

측면에서 초래되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급속히

추락하고있다. 블룸버그는금년 1분기성장률은

-0.9%로 전망하고 올해 성장률은 S&P는 -

0.6%, JP모건은 -1.3, 심지어노무라는 -3.7%

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마이너스성장은 1997

년금융위기로마이너스성장을했던 1998년이

후처음이다. 그만큼금년경제상황이엄중하다

는의미다. 

수요측면에서이미마이너스증가율을지속해

온투자와수출이더욱악화됨은물론저조한수

준을지속해온소비도더욱위축될것으로예고

되고있다. 코로나19로일상적인생활이제약을

받게됨은물론국가간왕래도급속히축소되면

서음식업도소매업호텔업관광업항공업등의

타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무역거래도 급속

히위축되고있다. 설상가상한국에많은부품을

공급해주는중국, 인도등의공장가동이중단

되는 등 소재부품과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서 공급측면에서도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공급양측면의위기는경제를더욱

비상한상황으로몰고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미문재인정부의잘못된친노조반기업좌

파경제정책으로경제가 3년째붕괴되는등경

제체질이극도로악화되고그동안의방만한재

정지출로위기때방파제역할을할재정도이미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한

국경제가소생하기힘든실물경제위기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

이점차현실화되고있는등경제상황은퍼펙트

스톰으로향해치닫고있는모습이다. 

파격적인통화재정정책

경제가 복합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기업부도

등실물경제생태계붕괴를방지하기위한대책

이시급하다. 경제생태계는한번붕괴되면회

복이 쉽지 않다. 영업기반과 고용 유지를 위한

긴급자금지원, 신용보증확대, 한국은행금융중

개지원대출확대, 금융시장안정지원등과감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20조

원규모의2.28 종합대책, 11조 7천억원의추경,

1차 2차비상경제회의 100.1 조원합 132조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별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 32조원, 중소중견기업지원 29.1조원, 채

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에 48.5조원, 소비쿠폰등소비진작에 8.1

조원, 감염병방역과의료인프라구축에 2.3조

원 등이다. 긴급한 운용자금이 제 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으

므로신용보증절차를간소화하는등자금지원이

실기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긴급지원

이필요한실정이다. 

한은도 금융기관 지원분 중 환매조건부(RP)

채권매입에 2조 5천억 원을 비릇해 중소중견기

업자금지원과 채원펀드를 책임지는 산은 수은

코로나이후경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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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에 대한 대출과 정부보증 기업어음과 회사

채매입을검토하고있다. 이외에도한은은 3월

16일기준금리를 0.75%로 0.5% 포인트인하하

고 3월 19일에는 600억달러한미통화스왑을전

격체결했다. 3월 26일에는 4월부터 6월까지 3

개월동안일정금리수준아래서시장의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제도를도입키로결정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

관에증권사 11곳을추가하고RP 매매대상증권

도한국전력공사등공기업발행채권 8종을추

가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2449만5천만 명

에 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

다. 12조2천억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추산

되고있다. 일부지자체에서는재정여건은고려

하지않은채이미지급하고있는곳도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자국채를 60조 원이나 발

행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 편성한 금년도 512.3

조원예산중현금성복지 86.4조원이약 1200

만명이넘는국민들에살포되고이중중복살포

도 23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는 실정에서 다시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막대한 현금살포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

려가크다. 

정책기조대전환과장기전대비필요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법

인세인하, 상속·증여세인하, 투자세액공제도

입, 연구개발세액공제확대, 투자를규제하고있

는각종규제혁파등을시급히전향적으로추진

해야한다. 이제더이상친노조반기업정책을

친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비상상황에이른것이다. 

특히 중국경제 환경의 악화로 탈중국하는 한

국기업들은물론외국기업들까지도한국으로유

치할수있는파격적인대책을제시해중국발위

기를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

할필요도있다. 

미국유럽에서는이제코로나바이러스가확산

되기시작하고있다. 중국에서는감염자가줄어

들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계불신 문제

가대두되고있는가운데 4월개최예정인양회

를앞두고조기봉쇄해제론이대두되면서재창

궐우려가나오고있다. 기온이하락하는가을에

다시창궐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장기

전에대비할필요가있다. 

입국자검역관리와관리에필요한물적인적

보강은 물론 방역체계 강화, 감염병동 증설, 바

이오산업육성등의료산업과온라인쇼핑온라

인강좌플랫폼산업육성등새롭게대두된언택

트산업을육성하고, 중간재부품공장들이해외

로만나가서유사시공급망붕괴로이어지지않

도록규제혁파노동개혁법인세인하등국내에

서기업할수있는환경마련에전국민이합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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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전세계적대유행(팬데믹)으로인

적교류와경제활동이올스톱되고있고, 막

대한인명과경제적손실이발생하고있다. 수요

와공급모두에서동시에, 실물경제에서금융에

이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인류가경험해보지

않은세계적규모의손실이발생하고있다. 트럼

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제3차 세계대

전으로비유하고있다. 면역제와치료제개발이

늦어진다면그보다더할수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유사한 감염병이 발

병했던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등과 피

해규모를비교했으나, 중국내감염병전파속도

만으로도과거케이스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

로큰피해가전세계적으로발생할것임을쉽게

짐작할수있다.  

전세계적‘사회적거리두기’실시

현재 상황에선‘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

적으로가장널리채택되는대책이다. 사람들이

외출을자제하고필수품구매외소비활동을하

지않으니수요가급감하고있다. 특히동네골

목상권은문닫은지오래되었다. 손님이안오

는것도문제지만, 혹시나바이러스감염자가올

까걱정해일시휴업중인가게도적지않다. 대

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매출이 꺾이면서

앞으로위기가몇개월더지속되면줄도산이현

실화될수있다. 실업이늘어나고생활비를감당

하지 못하는 가계가 빠르게 늘게 된다. 미국의

경우최근실업수당신청자수가 12배나늘었다. 

사람간접촉을피하는것이최상의대책이되

면서모임자체가줄었다. 이로인해식당, 가게,

쇼핑몰등서비스업에서해고사태가가장먼저

발생했고, 이어국내외이동제한으로영업타격

을받은여행사와항공사가폐업혹은무급휴직

에 들어갔다. 이어 자동차와 같이 생산 공정이

긴산업에서빨간불이켜졌다. 중간재조달차질

과이동제한으로생산시설이제대로가동될수

없다. 바이러스퇴치를전시상황으로규정한미

코로나이후경기전망

정인교

인하대국제통상학과교수

코로나19와경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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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전시물자동원법을 발령하고, 자동차 회사

에호흡기등의료장비를생산하도록명령했다.

과거 2차대전시 포드자동차가 군용비행기를 생

산하도록한것과같은방식이다. 

전세계모든지역이일시에코로나바이러스

를퇴치하지못하면출입국규제를해제할국가

가별로없을것이다. 국제적비즈니스가제대로

될리없다. 이런상황에서중간재수급차질은

지속될것이고, 기업의영업부진과고용악화가

이어질것이다. 가계와기업의파산이늘어나게

되면서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수있다. 

코로나19 극복이국내외경제회복관건

앞으로 코로나19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

에극복할수있을것인가가국민경제및세계경

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전문가에 따라

V(급반등), U(장기침체 후 반등), L(장기침체),

I(경기급락지속) 등모든가능성이제기되고있

는것은코로나바이러스의퇴치시점도불투명

하지만 기존 다른 감염병이나 경제충격과는 비

교할수없을정도로후유증이있을것으로예상

되기때문이다. 

코로나19 퇴치가 급선무이지만, 경제 생태계

붕괴와 경제동력이 상실될 경우의 비용을 고려

하여각국은대응방안을내놓고있다. 우리나라

는 엄격한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입국 가능성을

열어두고있지만, 많은국가들은해외유입자체

를차단하고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게최대위

협이‘사람간격리’이므로많은국가들이무조

건 외출금지라는 비상수단을 도입했다. 3월 중

순인도는 3주간외출금지를, 세계최대발병국

이 된 미국은 2주간 외출금지를 결정했다가 사

태가악화되자무기한연장한상태이다. 유럽도

유사한상황이다. 

경제에대한부담으로초기코로나대응에실

패했던 미국은 뒤늦게 초강력 조치를 도입했지

만, 이미 뉴욕, 시애틀 등 대도시에 바이러스가

퍼져 눈앞의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

다. 세계최강국인미국도코로나바이러스에는

별뽀족한대응방법이없다. 의료시스템이취약

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영국 등에서 치사율은

10%를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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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유입된바이러스가세계적휴양지인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유럽 사람들에 의해 퍼졌

고, 얼마안가유럽전역이코로나에초토화되었

다. 이탈리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스위스는인

구수대비가장많은수의확진자가발생했다.

이들국가역시경제에주름살을줄것으로우려

하여초기조치를취하지않아최악의바이러스

공포에떨고있다.

우한에서발병한코로나19 바이러스가전국으

로퍼지자중국은우한시를철통같이봉쇄하고,

전국에 외출금지를 명령했다. 문화혁명 시기처

럼 완장을 찬 규율대가 시골 동네 입구를 막고

외지인출입을통제하고, 바이러스의심환자가

있는 집에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대문에

못질을할정도로철저하게방역에나섰다. 일부

드러나긴했지만, 이과정에서비인간적인처사

도많았을것이다. 중국이니까가능했겠지만, 그

럼에도바이러스조기종식을했다고대놓고자

랑할사안은아닐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작년 말 바이

러스감염병문제가생겼을때국제적으로알리

고조치를취했다면전세계가현재와같은비극

적인상황과경제적손실을떠안지않았을수있

다.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

로정보를공개했다면, 최소한코로나19 바이러

스에대한연구로면역제개발을앞당길수있었

다. 이와관련하여중국두둔에앞장섰던WHO

역시비난을피하기어렵다. 

中정상가동하나미·유럽가동중단여파

전국적인 이동 제한으로 경제실적 악화가 우

려되자, 중국당국은경제활동재개로입장을바

꾸었다. 휴업중인 회사들이 공장을 가동하도록

행정명령을내렸지만, 근로자출근이막히니공

장이정상화될수없었다. 2억9천만명으로추산

되는 농민공들이 고향에서 대도시 공장으로 돌

아오지못했고, 설령조업을재개했더라도미국

과유럽경제가올스톱되면서주문을받지못해

재고만쌓일뿐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활동 정상화 입장은 확

실하나 이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지방정부가

사람이동통제해제에소극적이다. 3월 27일장

강(長江) 대교에서 후베이(湖北)성 황메이(黃梅)

현 사람들과 장시(江西)성 지우장(九江)시 경찰

이대치했던장면은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3

월말이 되면서 중국내에서는 중국내 추가 확진

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신빙

성은 낮아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각급

학교의개학이다. 베이징등에서지난 3월 25일

학생등교를허용했다고하나, 많은초중고와대

학들의개강일자가정해지지않았다.  

전세계가코로나19를퇴치하더라도안심하지

못하는상황이지속될수있다. 전세계모든사

람이 면역기능을 가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바이

러스혹은변형된바이러스가또다시발병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년 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되돌아갈가능성은사실상없고, 앞으

코로나이후경기전망

내지수정분  2020.4.23 2:1 PM  페이지76   Cheil-868 



2020. 5 77

로상당기간동안국경간사람의이동을제한하

거나일정요건을충족시킨경우에한해입국을

허용하는상황이유지될것이다.

경제가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보호무역주의와자국이기주의를내걸면서

나라밖 경쟁국가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

아지게된다. 수출입환경은악화되고취약해진

국제무역질서는 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를

수있다. 특히미국이나유럽이중국에대해코

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게 되면 국제관계는 걷

잡을수없이악화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중

국의대응이중요할것이다. 자칫체제경쟁으로

갈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트럼프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중간 1단계합의이전까지추진해오던

‘중국 배제(China Decoupling)’정책을 재추진

할수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등미국내

대중국강경파들이주장해온전략을실행에옮

길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세계무역질서붕괴시모든국가최악상황맞아

현재의세계무역질서의붕괴시모든국가들은

최악의상황을맞게될것이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는더심각한손실

에 노출될 수 있다. 3월 26일자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당초 2.3%에서 -2.2%로무

려 4.5%p 낮췄다. 이는WTO 붕괴등최악의시

나리오를반영하지않은추정치이다.

코로나 이전 세계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많은국가들이자국에서의제조업생산

을 독려할 것이고, 바이러스 전파 채널이 되는

사람의국경간이동을제한할것이다. 사람이동

제한으로 해외 직접투자와 서비스 활동은 주춤

할 것이고, 상품 무역장벽은 높아질 것이다. 세

계화는 지속되겠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세계화

와는다른형태로변형될것이다. 

경제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

등많은국가들이긴급자금을수혈하고있다. 우

리나라도이미 100조원규모의대책을추진하고

있고, 필요시 재원을 늘릴 것이다.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정책과

장기전략이동시에추구되어야한다. 재정여건

이녹록치않은상태에서재정투입효율성을고

려해선심성현금살포를최소화해야한다. 코로

나19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지원하되, 골목상

권과기업도산이최소화되도록재원의상당부분

을투입해야한다. 

전세계모든국가에게손실이지만, 내수규모

가 작고 해외진출로 경제를 일구어온 우리나라

에게는더암울할것이다. 코로나19에대한정보

공유와 면역제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

면서, 사태가어느정도안정되면국제사회가고

립을풀고보호무역동결과같은국제적합의와

실행을위해나서야하지만, 우리에겐그럴만한

역량이없다는것이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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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뜻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국가의 권

력을획득하여유지하고행사하는활동으로

국민들이인간다운삶을살게하고사회질서를

바로잡는 활동이라고 되어있다. 즉, 자신과 정

당의이익을취하지않고국가와국민을위하여

선한목적으로가치를일구어나가는것이라나

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지성과 지혜

를가지고이타적으로국가와국민을위해서정

치해 줄 것을 기대하며 4년에 한 번씩 우리는

정치인을뽑는다. 하지만해마다실망하지않을

수없다. 

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하는것

그럼좋은정치는어떤것일까? 나라의주인인

국민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하는것이고이를

위해헌법을만들고그헌법에따라주권자들이

인간의존엄성과자유, 평등을누릴수있도록하

는게좋은정치라고생각한다. 현재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행복한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은하루가멀다하고국민을위해서라고열변을

토하고있다. 사실일까? 국민들이그들의눈에는

어떻게비칠까하는의문이생기며, 자신들의권

력을유지하기위해서국민은안중에도없는사

람처럼보일때가한두번이아니다. 

논어에 보면“군자는 명분에 맞는 말을 해야

하고, 말을했으면반드시실천해야하며, 그말

에조금도소홀함이없어야한다.”라고했다. 이

글귀는자신의본분에맞는의무와권리를다하

고자신에맞는몸가짐을해야한다는의미로나

는해석해본다. ‘자신을다스리지못하고국민

과나라를제대로다스릴수있겠는가?’즉대학

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

平天下)를이룰때이것이바로올바른정치라고

생각한다.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치를 권력으

로만 생각하고 입신양명의 기회로 생각하는 일

회원원고

韓斅葉

헌정회이사

12대의원
NGO한얼공동체총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총재

왜정치를하려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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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치인들을바라보며마음편한국민들은얼

마나있겠는가? 참으로안타깝다. 

어느날공자의제자인자공이공자에게정치

가무엇인가물었다. 공자왈“양식을풍족하게

하고군비를충분하게하며백성이신뢰하게하

는 것이다.”만일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자공이묻자공자왈“군비를버려야한

다.”또다시두가지중하나를버려야한다면묻

자공자왈“양식을버려야한다. 사람은모두죽

기마련인데, 만일백성에게신뢰를받지못한다

면나라는유지될수없다.”‘그래사람이야’나

의삶에서참된정치는무엇인지를깨닫게하고,

지금까지도내인생의마중물이되어준값진글

귀이다. 

‘한얼홍익정신’이바로나눔과봉사정신

이 깨우침의 실천으로 12대 국회의원을 시작

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실천이힘듦을알고야

인으로돌아와지금까지도주창하는것이‘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즉 한얼홍익정신’이다. 이

정신을실천할수있는방법은바로나눔과봉사

라고생각한다. 이실천만이국민이하나될수

있고행복해질수있다고확신한다. 훌륭한정치

인은사익과공익중무엇을추구하는가와운이

좋아야한다고생각한다. 이운은많이베풀수록

더많이온다는것을나는몸소깨달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왜

정치를하려고하는가를생각하고있는데, 공천

에서떨어진한정치지망생이억울하고분하다

고하소연하면서‘선배님은 30여년전그때억

울하지 않으셨느냐’며 이제야 선배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알것같다는후배의전화를받았다.

후배의전화를끊고눈을감으니잊고지냈던잊

을수없는 1988년노무현대통령과야당단일화

를이루기까지격정의정치인생이내머릿속에

주마등처럼지나간다. 

13대총선당시 41세현역국회의원인나는부

산동구민의여론조사 1위였다. 그런데부산남

구에공천신청한그당시이름없는무명의인

권변호사 노무현 후보를 당에서는 동구에 공천

발표하였고나는공천에서탈락되어무소속으로

부산동구에서노무현, 한석봉(개명전필자이름)이함께입후보하면여당후보

인허삼수의당선이확실했다. 나는고민끝에지지자들의강력한반대에도

불구하고아무조건없이노무현에게후보를양보하고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

노무현을당선시키고, 동구지구당위원장직도내주었다. 그후노무현은대통령

이되었고, 나는파란만장한세월을보내면서지금에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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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입후보하여내뜻을펼치고자하는소신이

었다. 그당시정치이슈는야당단일화와군정종

식, 문민정부탄생이었는데부산동구에서노무

현, 한석봉(개명전 필자 이름)이 함께 입후보하

면여당후보인허삼수의당선이확실했다. 

나는 고민 끝에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무조건없이노무현에게후보를양

보하고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노무현을당선시

키고, 동구지구당 위원장직도 내주었다. 그 후

노무현은대통령이되었고, 나는파란만장한세

월을보내면서지금에이르렀다. 나는그때의선

택에지금까지후회가없다. 나의정치적소신은

국민과나라의공익을위하는것이다. 

국민과의약속과신뢰는반드시지켜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더가까이다가가기위한방법과수단에불

과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30여년전과감히양

보할수있었다. 아직도나는정치인이라면이것

만은꼭지켰으면하는바람이있다. 나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국민과한약속과신뢰를더소중히여

겼으면하는것이다. 

정치를하다보면국운과상황에따라많은것

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는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불이익을당하고피해를볼수도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다

면어찌국민과나라를위해서정치를한다고말

할 수 있으리오! 이것만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지켜야되지않을까싶다. 

더나아가서는나를낮추고공천자를적극도

우는길이나라와국민을위하는길이며국민이

보고싶어하는정치의모습이라고생각한다. 현

재전세계와우리나라에퍼져나가고있는코로

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모습을보라! 자신의목숨을담보로의료진

과소방관이대구와경북으로자원봉사하고, 장

애우가정성껏모은마스크를거부하고, 초등학

생이돼지저금통을털어마스크를기부하며, 할

머니가마스크를몰래경찰서앞에놓고도망치

듯돌아가는모습들이매스컴을통해볼때마다

나는행복감에눈물이나기도했다. 

이처럼 국민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국민과 나

라를위하여헌신하고있다. 이얼마나자랑스럽

고위대한대한민국국민이아닌가? 며칠전공

천 파동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후배님

에게정치선배로서한말씀드린다면, 왜정치

를하고자하는지? 정치인이되면어떤삶을살

고싶은지 ? 그대의뜻이정치가목적이아니고,

공익을위하는길이라면, 승복하고공천받은경

쟁자를적극도우며때를기다려라. 때는국민과

한약속과신뢰를지키면서많이베푼만큼기회

가온다고감히조언하고싶다. 정치는아름답고

정치인은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날

이오기를간절히기대해본다.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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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국회의원을역임한김석준총장(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역저인『바로찾는한

국고대국가학』이새로출간되었다. 그의 10년에

걸친오랜기간동안한국고대사연구에뼈를깎

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9백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저술로탄생하게된것이다. 본래역사학

이아닌행정학과정치학을전공해온그가이렇

게 오랜 세월을 투자하여 한국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파헤쳐서 사계에 당당하게 책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데에는, 남다른 학문적인 열정과

내공을비롯하여, 학자의입장에서는무척드문

다채로운스펙이한역할을해왔을것이라고말

해도좋을것이다.

학계에는이미잘알려져있다시피, 그는서울

대를거쳐미국 UCLA에서석·박사학위를받

았으며, 이화여대교수, 하버드대와옥스퍼드대

의초빙교수, 안양대학교총장, 한국행정학회회

장에이어서, 국회의원, 국가고시위원등을지냈

고, 지금은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총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국가변동론』, 『현대대통

령연구』, 『뉴거버넌스와사이버거버넌스연구』

등다수가있으며, 그의이름이미국의『마르퀴

즈후즈후세계인명록』등에등재되어있는유명

인사이다. 

이런그가지난어느시점에우연히우리나라

의역사가너무왜곡된데대한자괴감을못이

겨서 역사연구를 결심하게 되었다니, 10년이라

는긴세월동안에기울인그의땀에전노력이

두터운 이 책 한 권에 응축됨으로써 우리의 역

사를 바로세우는 데에 기둥이 되리라고 믿으면

서, 이책을집필한동기를그에게서직접들어

본다. 

“2006년저자가교수출신국회의원으로동료

의원들과함께일본문부성장관에게직접일본

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자리

에서 그들의 주장이 한국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예상외의 답변을 들으면서

부터이다....그것은 국회 항의단에게는 대단한

수모요 수치 그 자체였다....단군과 단군조선의

역사를부정하고신화로보는것이한국역사학

계의통설이라니! 한국이중국과일본의건국이

후훨씬뒤에건국되었다니!!”

회원신간

김석준저
『바로찾는한국고대국가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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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출범하다

‘여성의제정당’을 내세운『여성의당』이, 세

계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출범했다. 최초의

여성국회의원인임영신의원이 1945년창당한

『대한여자국민당』이후 처음 등장한 여성정당

이다.

『여성의당』은 2월 7일 창당을 결의한 뒤 2주

만에창당발기인대회를가졌고, 27일만에정당

설립요건을갖추어대한민국여성정당으로문을

열었다. 출발이늦긴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카드뉴스, 영상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

로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등각시·도당

에 1,000명이상이참가하여 10,000명에달하는

당원을 눈 깜짝할 사이에 확보했다. 10대에서

60대까지세대별로 7명의초대공동대표를추대

해, 상임대표를따로두지않고모두가 7분의 1

목소리만갖는수평정당을지향한다. 특히전체

당원의 90%가 10~30대인청년여성이어서기존

정당과확연한차별성을보이고있다. 

『여성의당』은선거연령이 18세로낮아져청소

년의목소리를담을수있는큰강점을갖게되

었다고강조했다. 

“『여성의당』은 123세대(10대/20대/30대)가

당원의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동안

여성의제가뒷전으로취급되던시대는끝났다.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성

폭력문제를해결하겠다. 피해자는평온한일상

으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받는

안전하고 탄탄한 정당정치로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여성의당』은 3

월 27일 각 세대를 대표하는 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선관위에등록하고비례정당순위 29

번을배정받았다.

회원원고

여성의당창당을바라보며
- 21대, 여성정치는아직멀었다 -

헌정회여성위원장

한국여성의정사무총장

17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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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여성정치는어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몇 달 전만 해도

여성계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각 정당은 앞

다투어여성지역구 30% 공천실현을약속했다.

이미법제화로확보한비례대표여성 50%는, 연

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당을 통해 새로운 여

성의입성을담보한다고여겼다. 또한20대국회

에서 이루지 못한 최초의 6선, 다수의 5선으로

중견여성정치인의탄생을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성정치의 변화

는어디서도찾을수없었고앞선기대는처참히

무너졌다.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생각

해보면, 

첫째, 각 정당의 여성공천 비율이 너무 낮다.

민주당 253명 중 32명으로 13%, 미래통합당

237명중 26명으로 10.9%, 정의당 76명중 16명

으로 21.1%, 민생당 58명중 4명으로 6.9%이다.

253개지역선거구의전체후보자 1,116명중여

성후보가 213명으로 19.1%(국가혁명배당금당

제외 13.0%)에불과하다1). 

과연 이런 상황을 20대 총선의 10.5%보다는

증가했다고말할수있겠는가?  

둘째, 원칙 없는 공천과정에서 여성 후보의

희생이 컸다. 여성 30% 공천을 위한 공심위의

‘3월 8일여성의당창당’

1) 이러한가운데, 국가혁명배금당은지역구 253명중여성후

보 77명을 공천하여 30% 이상을 달성하여 여성추천보조

금 8억4천을배정받았다. 국가혁명배금당 77명을제외하면

13.0%이다. 이들 후보 중에는 살인미수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자가 있다 하니, 여성후보할당제와 여성추천보조금의

취지를완전히말살한사건으로기록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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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이 재심이나 최고위원회

에서 원칙 없이 뒤집혔다. 여성이 어렵사리 단

수 공천되었던 곳은 상대 남성후보의 재심요구

에경선으로대부분탈락했고, 여성이오랫동안

가꾸어온 텃밭마저 전략공천으로 내주어야 했

으며, 속칭공천이당선이라는지역의여성후보

옆에는 무소속으로 남성이 출마하는 사례가 빈

번했다. 또한 3선이상의중견여성정치인이정

부의 중요한 정책 수행을 위해 떠나 출마하지

못했고, 떠난 자리에는 다시 여성을 공천하지

않았다.   

셋째, 각정당은여성후보 30% 확보를위한

준비가부족했다. 30% 여성확보를위한공직선

거법개정은아직그대로있다. 당헌상의규정은

규정일뿐실제로공천과정에서는전혀힘이되

지못했다. 여성정치인양성과지원을위한여성

정치발전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고, 남녀동

수관련3법(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은

발의된채로잠자고있다. 

넷째, 젠더 의식을 가진 여성후보가 부족했

다. 각 당이 스토리 위주로 인물을 발탁하면서

성평등이나 공익을 표방하는 인재들은 뒤로 밀

렸다. 제도적으로 50%가확보된비례대표의경

우도젠더감수성이높은전문가를순위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후보뿐만 아니라 공직을

지원하는 모든 후보라면 성평등 의식은 기본이

되어야함에도, 성인지적관점에서후보자검증

이 부족해 영입한 후보의 미투 문제, 불법전력

등이 노출되었다. 정책이 실종되었다고 평가받

는이번선거에서여성정책공약또한무엇인지

알수없는선거가되었다. 

『여성의당』에희망을걸다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비례정당 29번

인『여성의당』은 여성의제정당을 선명하게 표

방하며, 여성의제를다루면표를받기어렵다는

기존정당들의행태에반기를확실히들었다.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여성들

이느끼는안전에대한불안함이어떠한것인지,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

겨운일인지N번방문제가적나라하게보여주고

있다. 이러한여성문제를남성중심의법조계나

정치권은절대로이해할수없고, 해결해주지않

는다는 절박함 속에서『여성의당』은 20~30대

회원원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국회의원남녀당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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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중심이되어궐기했다. 

『여성의당』은 1세부터 100세까지여성이겪는

생애주기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남녀의

임금 격차, 1인가구와 장애여성의 문제, 여성빈

곤, 여성의육아전담등전통의성별격차를비롯

해여성을향한폭력, 스토킹, 파트너폭력등디

지털성폭력처벌강화부터노년여성질환건강

보험 확대까지 여성의 생애주기별 문제를 의제

로여성의삶을바꾸는정책정당을표방했다.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

색하게도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여성추천

보조금제도를이용한정당의출현까지. 이무질

서 속에서 유일하게 비례대표성을 담보하고 있

다고볼수있는『여성의당』은원내진출에실패

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애초에우리가정

치를왜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물음으로돌아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왜 정치를 하는가?’의

대답을잊은채생계형직업인이되어버린국회

의원을 바라보며, 여성의제정당으로서 창당한

『여성의당』은‘왜?’를잃지않기를바라는마음

이다. 

『여성의당』은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N번방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제

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요구에 확실히 화답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의 역할과, 향후 도전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

습을 갖추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여성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적극 협력

해야한다.

안타깝게도 오늘 받아든『여성의당』공보물

은현실정치의벽을확실하게보여주고있다. 거

대정당의두꺼운책자는고사하고A4 용지의절

반크기도되지않는공보물을보면서착잡한마

음이 드는 한편, 공보물의 크기는 돈의 크기일

뿐의제의깊이를담는것은아니라는생각도해

본다. 『여성의당』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서, 창당을결의한지한달만에당을일구어낸

저력으로앞으로더욱단단하고울림이큰정당

이되기를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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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가치면천둥소리가뒤따른다. 상식과정

의가무너지면민주주의붕괴소리가들린다.

최근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민주화이후민주주의위기를걱정해야하

는아이러니다. 상식이무너지고정의가부러졌

기때문이다.

과거 민주주의의 맞은편에 있다고 생각했던

보수세력이오히려상식과정의, 민주적가치를

지키자고외친다. 옛날민주화운동을했던민주

진보세력들을 향해... 마르크스가 말한‘역사는

되풀이된다’는말이딱들어맞는다. 한번은비

극으로, 또한번은희극으로.

조국사태는상식과정의를파괴했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두 방향에서 위기

를맞고있다. 한방향의위기는민주화이후민

주주의 개념에 대한 일부 민주진보세력의 독선

적태도에서비롯된다. 최근민주주의위기는바

로민주주의바탕이‘상식과정의’라는기본사

실을 망각한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공동체가굴러가는데는굳이말하지않더

라도 이런 상식과 정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사회를지탱하는상식과정의가바로우리

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민주적가치’요, ‘민주

적질서’다. 조국사태는상식과정의를파괴한

대표적사례다.

독재냐 민주냐가 끝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

의시대에, 보수냐진보냐의이념적갈림은‘민

주적가치’이후의문제다. 보수든진보든상식

과 정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누구든지 민주주의

를훼손하는자다. 과거민주주의를주장하던세

력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식과 정의를 파괴한다

면민주주의를파괴하는자다. 보수냐진보냐는

단지이념적갈림의판단기준이지, 그것이민주

주의세력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아니다. 지금

과같은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시대에는.

21대국회, 금태섭·정병국·노회찬처럼
정치하라

金成鎬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헌정회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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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조한다. 누가 민주세력인가. 상

식과정의를지키는자가민주세력이다. 누가반

민주세력인가. 상식과정의를파괴하는자다. 보

수세력도 진보세력도 민주주의 수호자가 될 수

있고, 민주주의파괴자가될수있다. 일부민주

진보세력이 지금 민주주의 개념을 오독하고 오

판하는지점이다. 

보수, 중도, 진보세력이한지붕아래있는국

회는두말할것도없이민주주의의최후지킴이

다. 민주주의위기상황에서국회의역할이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민주공화

국’이라고못박은대한민국헌법 1조는입법부

인우리국회가만들었다. 헌법에서규정한민주

적 작동원리는 국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이

지켜야하는기본원칙이다.

21대국회가해야할첫번째책무는바로무

너진상식과부러진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다.

상식과 정의,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요, 기본 질서다.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과 노

선싸움은민주적기본가치와질서를지킨다음

에하라.

박근혜탄핵사례는의회민주주의미래다

두 번째 방향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를 뒤집

으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다. 그들이내건깃발은어설픈직접민주주의다. 

<로마인이야기>를쓴시오노나나미는 <그리

스인이야기Ⅱ>에서민주주의에대한놀라운통

찰력을 보여준다. ‘그리스 최대의 적은 그리스

자신이었다! 황금시대를 맞이한 아테네를 붕괴

로이끈것은민주정치에둥지를틀고있는포퓰

리즘이었다.’직접민주주의를낳은그리스는정

작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멸망했다는 역사의 아

이러니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직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우중정치(중우정치), 즉 포퓰리즘의

독성을발가벗긴다.

기원전 420년대우중정치로그리스민주주의

를 파괴시킨 포퓰리즘 세력들이 2천4백년이 훨

씬지나한국민주주의를파괴하려는시도를하

고 있다. 역사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 공산주의등전체주의로흘렀다. 민중이

주권자라는 직접민주주주의‘빛’을 살리면서,

직접민주주의‘그림자’인 우중정치의 포퓰리즘

21대국회는‘태극기부대’와‘조국기부대’에휘둘리지않으면서,

상식과정의에바탕한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수호자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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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견제하기위해발전해온제도가바로현대대

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다. 

모든제도는완벽할수없다. 대의민주주의역

시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대체할수는없다. 직접민주주의장

점을대의민주주의안으로끌어들여민주주의를

보완하라는것이역사의가르침이다. 진보가조

국을옹호하듯도덕적으로파탄하면패권주의로

흐르고, 어설픈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전체

주의로흐른다. 진보가경계하고또경계해야할

부분이다. 이는김대중, 노무현이추구했던민주

주의의길도아니다. 

20대국회의박근혜대통령탄핵은직접민주

주의 요구를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

인대표적인사례다. 부패한권력에대한민중의

탄핵요구를대의민주주의틀안으로끌고들어

와, 거리의직접민주주의정치를의회의대의민

주주의절차에따라, 주권자인민중의정당한요

구를합법적이고민주적으로대변했다는점에서

대의민주주의승리요, 의회민주주의미래다.

금태섭, 정병국이그립다

20대국회에서민주주의기본인상식과정의

를지킨대표적인물은더불어민주당금태섭의

원이다. 많은 민주당 지지세력들이“조국사수=

검찰개혁”으로몰아가며‘조국기’를휘두를때,

금 의원은 상식과 정의를 외쳤다. 정파적 이익

보다 민주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역사적 책무를

앞세웠다.

금의원은 21대국회의원민주당후보선출을

위한당내경선에서졌다. 금의원을떨어뜨리기

위한공작정치차원의치졸한행태를우리는모

두알고있다. 금의원은진정한민주주의자, 의

회주의자로남을것이다. 

21대국회에는제2의금태섭, 제3의금태섭이

우후죽순처럼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의회민주주

의가산다. 더불어민주당은깨달아야한다. 금태

섭없는민주당에는미래가없다는사실을. 4년

뒤 22대국회에는반드시금태섭을국회로복귀

시켜야한다. 금태섭없는국회는앙꼬없는찐

빵이다.

20대 국회의 또 다른 대표적 의회민주주의자

는미래통합당정병국의원이다. 2016년 10월말

부터서울광화문거리등에서박근혜탄핵을요

구하는촛불시위가불타올랐을때, 대의민주주의

와의회민주주의는시험대에올랐다. 만약당시

국회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의회민주주의 틀

안으로끌고들어와해결하지못했다면, 불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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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중단사태가일어나고의회민주주의와대의

민주주의는심각한위기에맞닥뜨렸을것이다.

정의원은여당인새누리당국회의원이었음에

도, 촛불시위에서나타난민의를의회주의틀에

서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공동

대표를맡아국회의합법적절차를통해박근혜

탄핵을이끌어냈다. 대학시절민주화운동을통

해 민주주의 정신이 체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리라.

중도보수세력이 통합한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자신을다섯차례당선시켜준고향경

기 여주시-양평군 선거구에서 탈락했다. 만약

공천탈락이유가탄핵에찬성한정의원에대한

‘태극기 부대’등 극우세력의 눈치보기였다면,

그야말로어불성설이다. 정의원은부당한공천

탈락에도“정치의 여정 가운데 늘 개혁의 칼을

주장해왔다. 이제 그 칼날이 저를 향한다. 거부

하지도, 피하지도않겠다”고순수히받아들였다.

이렇게멋진공천탈락입장문을남긴정치인도

드물다.

미래통합당은착각하지말아야한다. 정병국

없으니당이조용할것이라고. 정병국없는미래

통합당역시미래가없다. 정의원은정권을빼

앗긴뒤 2017년 6월 <나는반성한다-다시쓰는

개혁보수>라는 참회록 형태의 책을 냈다. 반성

없는보수, 개혁없는보수에게미래는없다. 정

병국은금태섭과함께 22대국회에반드시되돌

아와야할정치인이다. 

최장집, 진중권강의를들어라

21대국회에바란다. ‘태극기부대’와‘조국기

부대’에휘둘리지않으면서, 상식과정의에바탕

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

어야한다. 이를위해진중권전동양대교수와

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의강의를들어라. 

진전교수는현재국회밖에서민주주의기초

인상식과정의를외치는대표적인물이다. 어쩌

면금태섭은국회안진중권이었는지도모른다.

최명예교수는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가나아갈

방향인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철학적기

반을설파하고있는대표적정치학자이다. 어쩌

면정병국은국회안최장집이었는지도모른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은 21대국회에서금

태섭처럼 하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병국처

럼하라. 정의당의원들은노회찬처럼‘정의’를

절대잊지마라. 그래야국회가살아난다. 의회민

주주의가살아난다. 민주주의가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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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개원 101주년기념식

文喜相(14,16,17,18,19,20) 국회의장은 4월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文 의장은“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다.

국민통합의힘으로초유의국난을극복하고국가경제와국민의일

상을되찾아야한다. 제21대국회에서는 101년전민족의선각자들

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제정했다. 이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라면서“임시헌장 2

조에는의회주의정신이담겨있었다. 견제와균형이작동하는정치체제, 다양한목소리를통해국가를이

끌어가는민주주의사상의발로였으며우리나라의회주의의위대한첫걸음이었다”고설명했다. 

4.15 공천심사소감밝혀

金炯旿(14,15,16,17,18)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월 11일 공천관리

위원회를마친뒤 4.15 총선공천심사에대한생각을밝혔다. 金위원장

은“이번공관위의시대적소명은‘시대의강을건너는것’과‘대한민국

살리기’라는 두 가지에 있었다.”면서“공천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가사람을기르지못한대가를지금혹독히치르고있다. 인물의빈

곤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책을 썼다. 하나는 인물의 전략적 배치,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

한묘목심기였다”고설명했다

임시정부요인및무명용사탑에분향, 참배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임시정부 요인 및 무명용사

탑에 분향, 참배했다. 이어 4월 14일에는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주재했다. 丁총리는코로나19 발생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줄

곧코로나19 현황점검과정부역할을제시했고, 폭발적으로증

가한 확진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적 의료기관과

민간의료시스템자원을적절히분배하는것등을총괄, 진두지

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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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회의

李洛淵(16,17,18,19)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6일 총선 직후 국회

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국민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의석을주면서크나큰책임을안겨주셨다. 버겁고무서운책임을느낀다”면서“(민주

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확실히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 이위원장은“저희는정치에대한국민의실

망과분노를기억하며늘겸손한자세로품격과신뢰의정치, 유능한정치를실현하겠다”고덧붙였다.  

국립 3·15 민주묘지참배

李柱榮(16,17,18,19,20) 국회부의장은 3월 15일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 참배했다. 3·15의거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3·

15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항거한 사건으로, 이후 4·19혁명

의도화선이됐다. 3·15의거일은지난 2010년국가기념일로지정됐다.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본회의통과

朱昇鎔(17,18,19,20)국회부의장은 3월 6일‘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

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는‘여수산업단지업체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조작사건’을근

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

정하고측정결과를거짓으로기록하는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BOB 8기수료

柳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

구원장은 3월 30일 사이버 보안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리더 BOB 8기

(2019.7∼2020.3) 수료 인증식을 코

로나19 사태로취소하는대신, BEST 10과그랑프

리 1팀을선정, 발표했다. BOB 프로그램은지난 8

년간 1,060여명의 차세대 보안 리더를 양성했으

며, 세계 최대 해킹방어대회인 DEFCON CTF에

서 2차례 우승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

여자타공인 최고의 정보보안 리더양성프로그램

으로자리잡았다.

임시정부기념관기공식

李鍾贊(11,12,13,14) 임

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

위원장은 4월 11일 대

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후문재인대통령께 임시정부 기념관건립

준비현황에대해브리핑한후기공식을가졌다.

내지수정분  2020.4.23 2:2 PM  페이지91   Cheil-868 



헌정廣場

앞서 3월 31일에는 한글음파이름학회 한얼중앙동

상담센터를개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金元雄(14,16,17) 광복

회 회장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

립기념식에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정의당대표등과부대행사를함께했다.    

MBN ‘동치미’프로그램에출연

金洪信(15,16) 소설가는 4월 4

일 MBN 동치미에 패널로 참

여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일상에대해의견을나누었다.   

KBS 심야토론출연

金宗培(15) 민생당 공동선대위원

장은 4월 11일 KBS 심야토론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출연해 4.15 총선전망을했다. 

동명이인애국지사추모위원장맡아

黃鶴洙(15) 헌정회 사무총장은 3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故

黃學秀(1879∼1953) 애국지사의 추

모식을 가졌다. 故 황학수 애국지사

는 임시정부국무위원으로활동했다. 黃추모위원

장은 추모식 배경에 대해“우연한 기회에 동명이

92

총선후기자회견

金鍾仁(11,12,14,17,20) 미

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

원장은 4월 16일 총선 후

기자회견에서“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

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야당도 변화하

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

라고요청한것, 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밝혔다.  

국회방송출연

洪熙杓(12,13) 헌정회

부회장은 4월 9일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

송 뉴스N 프로그램의

‘쓴소리 단소리’코너에 출연해 4.15 총선과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3월

26일 洪起薰(13,14) 홍보편찬위원회 편집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

코로나 사태와 4.15 총

선, 정국 방향에 대해

견해를밝혔다.  

국제신문에칼럼기고

韓斅葉(12) 한얼공동체 총

재는 4월 7일자 국제신문

에‘왜 정치를 하려고 하

는가’기고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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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黃 애국지사를 알게 됐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의 훌륭한 정신을 기려야겠다는 생

각이들었다”고했다. 

KBS 심야토론출연

宋永吉(16,17,18,20) 더

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

책위원장은 4월 4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

에 朴亨埈(17) 미래통합당 공동 선대위원장, 鄭東

泳(15,16,18,20) 민생당 공동 선대위원장, 李貞味

(20) 정의당 공동 선대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출연

해‘4.15총선 기획-선거 쟁점은 무엇인가’에 출연

해각기정당의견해를밝혔다. 

제주 4.3추념식

元喜龍(16,17,18)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는 4월 3일 제72주

년 4.3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추념식은코로나19 여파로

예년 참석자의 1% 수준으로 간소화해 문재인 대

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당 대표, 제주지역 주요 기

관장, 4.3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만이 참석해 추

모했다.  

NH농협은행과업무협약식체결

朴映宣(17,18,19,20)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4월 7일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NH농협은행과 업무 협약

식을 체결했다. 朴 장관은“농협은행은 다른 은행

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

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

방의소상인들도 보다빠르고 편하게 지원을받으

실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국군방송 라디오‘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96.7MHz)’진행

李季振(17,18) 전 아나운서

는국방 FM 국군방송라디

오‘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

께(96.7MHz)’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

지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12월 1

일부터국방, 안보, 시사, 정보등을다루고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간담회

金賢美(17,19,20) 건설교통부

장관은 4월 7일 한국건설기

술관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

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정책 동향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어 4

월 10일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과간담회도가졌다.   

디지털성착취·성범죄재발방지임시회개최촉구

(17,19,20) 정의당 대표는 3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沈 대표는 최근‘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디지털성착취·성범죄재발방

지를 위한 총선 전에 원포인트 임시 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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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성폭력처벌강화긴급간담회

李仁榮(17,19,20)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

표는 3월 23일 국

회에서‘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개최해관련자들의의견을청취했다.  

『한국고대국가학』신간발간

金錫俊(17)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은 4월 8일 고조선의 국가와 행

정을 다룬『한국고대국가학』신간을

발간했다.  

SBS 스페셜출연

金榮宇(18,19,20)의원은 4월

12일 SBS 스페셜에 李哲熙

(20) 의원과 출연했다. 두 의

원은 모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고려대정치외교학과선후배이기도한두의

원은전남보길도로 1박2일여행을떠나국회의원

입문과정치활동과정등 20대국회와정치인으로

서삶에대해회고했다.    

‘농산물품앗이완판운동’농가돕기

李喆雨(18,19,20) 경북도지사는

4월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실

시된‘농산물 품앗이 완판운

동’을 5주연속직접해지난 4

월 12일까지 판매금액만 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농산물은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

경농산물재배농가를돕기위해마련한것이다.  

코로나여파로힘든농가돕기및위로행사

李庸燮(18,19) 광주광역시

장은 3월 23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코로나19로 어

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마

련한농산물꾸러미(고구마, 방울토마토, 계란등 11

개 품목) 공동구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마스

크, 광주김치, 건강음료 등 기부물품을 가득 실은

차량을대구시(시장권영진)로보냈다. 

코로나피해소상공인금융지원확대

權泳臻(18) 대구시장은 4

월 2일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위해융자지원규모를대폭확대하고,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상품과市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해 0%대금리로대출을지원한다. 규모는 1조

2000억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강원농업인력자원봉사단발대식’

崔文洵(18) 강원

도지사는 4월 8

일 강원도청 앞

에서‘강원농업

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을 했다. 崔 지사는“코로

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

고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참여 기관단체장께서 자원봉사자

10만 명을 결성해 주셔서 부족한 인력을 메울 예

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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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및네이버, 카카오대표간담회

兪銀惠(19,20)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2일 한국장학재단

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와 공동으로 에듀테크 및 네이버, 카

카오대표와함께간담회를가졌다. 이날간담회는

코로나여파로 인한초중고교의 온라인개학에 따

른 원격 수업이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

련기관대표와협의했다.  

성남시‘스마트시티’기획간담회

殷秀美(19) 경기도

성남시장은 3월 30

일 성남시 스마트시

티 사업을 총괄 기

획하는 마스터플래너 김태형 단국대 교수와 간담

회를가졌다. 殷시장은“우리시는원도심과신도

심간의 지역 격차가 크다. 때문에 이동성에 대한

문제해결주안점이지역별로다르고, 해결방안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기존의

인프라와플랫폼, 서비스등을활용해이들이서로

소통하고 공감할수있는민주주의 방식으로 지역

과삶을잇는 방향으로 성남형스마트시티를 구현

해달라”고당부했다.

『너하고싶은대로해』발간

정은혜(20) 의원은 최근『너 하고 싶

은대로해』라는신작을발간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이수혁 의원이 주

미대사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더불어

민주당비례대표의원직을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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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德圭(11,13,14,16,17) 회원이 4월 9일 별

세. 고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평

민당·민주당·신민당 원내 수석부총무, 민

주당 사무총장, 국회 행정경제위원장, 제

15대대통령직인수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국무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국회정보위원장, 민주당 대통

령후보 국민경선 집행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당 선거관

리위원장, 제17대국회전반기국회부의장등을역임했다.

향년 79세.

金裕祥(11) 회원이 4월 6일 별세. 고인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단국대 대학원 경영

학 박사. 공군장교. 민주공화당 사무국 공

채로 입당해 기획국장, 기획관리부장. 민

주정의당 창당발기인, 기획실장, 전문위원실장, 정책국

장. 11대 국회 경제과학위원, 상공위원, 국민투자신탁 사

장, 대한투자신탁 사장, 산업증권 회장, 투자신탁협회장,

대한민국헌정회감사·이사등을역임했다. 향년 83세.

全正姬(19)회원부친(故전경진) 3월 25일별세.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월15일마감이후접수분은다음호게재
(연락처 : 편집실 786-2881~2)

새둥지 大吉 하시길…

(13,14,15) 자)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92 

시범예미지A 1011/802

安亨奐(18)자) 서울송파구오금로32길 14 송파삼성래미

안A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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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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Ì± °¿» ðÏÙ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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