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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결과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압승을

하고제1야당인미래통합당이참패했다. 의회민

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원리는 견제와 균형이

다. 국민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의 큰 차이로

의회의기능이잘되어갈지, 이러다가나라가한

쪽으로기울어질까걱정한다. 

여야원내대표가당선된후에서로인사를나누

면서 국민이 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는 협력과

협치를강조하더니당장국회개원부터여당은야

당이불참해도개원하겠다, 18개상임위원장자리

까지독식하겠다고으름장을놓고있으며야당도

해볼테면해봐라하며대결하고있다. 

국민들의 기억에 난장판 동물 국회상이 다시

떠오른다. 진보여당과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은

남북협상, 한일외교, 경제침체문제등난제들이

산적해있다. 거기에코로나19 같은긴박한사태

에정부가당면한난국을잘극복해나가도록국

민은간절히바라고있다. 

그러나금번총선에서국민의지지와다수의국

회의석을확보했다고장기집권의호기가왔다며

자만할일이아니다. 야당인보수정당도탄핵환

란을겪고도총선의참패를당하고도반성도없고

단결도못하고집권당의독주에대안없는반대만

하면서정권심판만외친다면미래가있겠는가. 

총선결과의석이줄어들면서참으로딱한처

지에놓였다. 제1야당을복원해보려고내부에는

처방도의사도없고외부에서명의를불러와수

술을맡겨놓고있다. 새로운정당을만든다면서

보수, 자유, 반공의 가치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니국민은또걱정이된다.

뭉칠수록커져야한다

뭉칠수록 커지는 집단이 있고 뭉칠수록 작아

지는집단이있다. 집단의성공과실패를설명하

는 법칙에는 뭉칠수록 약해지는 링겔만 효과가

있고그와반대로메디치효과가있다. 

그중에메디치효과는서로다른분야의요소

들이결합할때각요소들이갖는에너지의합보

다더큰에너지가생성되는효과를말한다. 나

라를발전시키고의회를바로세우고정당을개

조하는데이법칙을참고하면어떨까. 

金一潤

헌정회부회장

12·13·15·16·18대(5選)
(재)세계수도문화연구회이사장

메디치효과로국회를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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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출신의 작가이며 컨설턴트인 미국의

프란스 요한슨은 그의 저서‘메디치 효과’에서

이개념을사용했다. 그는 14세기에서 17세기까

지이탈리아피렌체에서강력한영향력을가진

메디치가문에서일어난사례를들고있다. 

그곳에 모인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각자 전문

분야의벽을허물고서로의재능을융합하여시

너지를내게되었다. 이로인해이탈리아가르네

상스시대를맞이하고레오나르도다빈치, 미켈

란젤로, 단테 같은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했다.

이같은놀라운효과가메디치가문에서일어났

다고하여프란스는이를메디치효과라고불렀

다. 프란스는이같은메디치효과가다른여러

분야에서도일어나는실례를들었다. 건축가피

어스가흰개미가개미집을지을때바닥에있는

구멍으로신선한공기가들어와탁해진더운공

기를 위로 빠져 나가도록 한 구도를 참고하여,

40도가넘는지역에서서늘한실내공기를유지

할수있는쇼핑센터를완공한예를들었다. 이

는 생물학과 건축학을 융합해서 에너지 절약형

의혁신적인건축물을완성시킨것이다.

다름의융합이위대한창조를한다

스티브잡스가이끌었던애플이아이팟, 아이

패드, 아이폰 등 히트상품을 낸 것도 자연과학

과 인문학, 예술을 융합하여 창조적 성과를 올

린 것이다. 미국이 수세기 동안 글로벌 패권을

누리는것도멜팅포트로불리는인종의다양성

을유지한결과로볼수있다. 

프란스는메디치효과를내기위한 7가지실

행방안으로“다른분야장벽허물기, 불편한환

경조성하기, 업무의다각화, 뉴아이디어적극

창출, 끝까지동기부여, 기존네트워크끊기, 위

기의수용”등을제시했다. 

메디치효과가르네상스를일으키고첨단기업

을성장시킨다면, 붕괴된정당을회생시키고비

생산적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메디치 효과

의법칙을활용한다면다시살아날길을찾을수

있다.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이질적 요소를

서로 수용하면서 융합하고 거대 여당도 못 할

일이없다고 만용을부리지 말고, 약체야당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만 말고 서로 다른 주장

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국회가 되게

할수있다. 

뭉칠수록 발전하는 공동체와 뭉칠수록 퇴보

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민

족이일제의압박속에서광복을찾은후에‘뭉

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출발은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뭉치지 못했다.

위기를당면해뭉치기도했으나일시적으로뭉

치고 다시 분열해 싸웠다. 친일과 반일로 싸우

고 친미와 반미로 대립하고, 좌익과 우익으로

이념투쟁을하고, 지역감정으로치고받고, 진

보와보수로갈라져물고뜯고해왔다. 우리민

족도이제편을가르고싸우기를멈추고뭉쳐서

창조적이요, 생산적인성과를이루어위대한선

진국의위상을드러낼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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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인올해, 예순다섯번째현

충일을맞았습니다. 독립과호국이나라를세우

고지켜낸애국의뿌리임을되새기는날입니다. 

오늘우리가누리고있는자유와번영은가장

빛나는시기자신의모든것을조국에바친순국

선열과호국영령의헌신과희생위에서있습니

다. 이곳에잠들어계신한분한분모두가대한

민국의오늘을만들어낸분들입니다. 애국영령

과국가유공자들께존경을표하며, 유가족께깊

은위로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국립대전현

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

게되어매우뜻깊습니다. 안중근의사가마지막

으로남긴글씨는‘위국헌신군인본분’이었습니

다. 광복군을거쳐지금의우리군까지이어지고

있는군인정신의사표입니다.

安의사‘위국헌신군인본분’유언이군인사표

올해안중근의사순국 110주년을맞아대한의

자유독립과동양평화를위해당당히죽음을맞이

하신안중근의사의숭고한뜻이모든애국영령

들과함께할것이라믿습니다. 내일은봉오동전

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6월7일, 홍범도·최진동장군이이끈독

립군연합부대가봉오동에서‘독립전쟁첫번째

대승리’를거뒀고, 10월에는김좌진·홍범도장

군이주축이된연합부대가‘청산리대첩’이라는

독립전쟁사상최고의승리를이뤘습니다. 1940

년대한민국임시정부가창설한광복군의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

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65회현충일 / 대통령추념사(전문)

“오늘누리고있는자유와번영은

순국선열과호국영령의헌신과희생위에”

추념사하는문재인대통령(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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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

니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여 6·

25전쟁에참전했습니다. 광복군참모장김홍일

장군은‘한강방어선전투’를지휘했습니다. 장

병들과함께혼신의힘을다해북한군의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새로운전기를마련했습니다.

광복군유격대장장철부중령은기병대대장으

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포로로잡히지않기위해스스로스물아홉

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목숨을바쳐용맹하게싸운장병들뿐

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영웅들도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상설선

생의외손녀이현원중위는국군간호사관학교 1

기생으로 1953년 3월임관해참전했고, 간호장

교가절대적으로부족하던시절, 헌신적으로장

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이현원 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공훈을알리지않으셨습니다. 2017년 9

월, 러시아동포간담회에서뵙고, 오늘국민의

마음을담아국가유공자증서를드리게되어매

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 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독립군의 딸, 故

오금손 대위는 6·25전쟁 때‘백골부대’간호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

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 이곳에 잠들

어계신故김필달대령역시 1950년 11월간호

장교로임관해 6·25전쟁과베트남전에참전했

고, 간호병과장을역임했습니다.‘위국헌신군인

본분’을실천한간호장교들이있어가장위태롭

고절박한순간에도병사들은삶의희망을가질

수있었으며, 이역사는 70년이지난오늘, 후배

들에게이어지고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 3

일,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졸업생일흔다섯명

이임관과동시에코로나와힘겨운싸움을벌이

던대구로향했습니다. 오늘‘경례문’을낭독한

이혜민소위는그날임관식에서“6·25 참전용

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

숨바칠각오로임무를완수하겠다”고말했습니

다. 일흔다섯 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

은임무를당당히완수하며, 국민들에게커다란

용기와자부심을주었습니다.

코로나와맞서국민곁에서헌신한것도軍

우리군은국민의곁에서헌신적으로코로나

와맞섰습니다. 20만명이넘는장병들이물자

운송지원, 방역과소독, 공항·항만검역등국

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

다. 헌혈에가장먼저팔을걷어붙인것도군장

병들입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다한우리군을애국선열들과호국영령

들도자랑스러워하실것이라믿습니다. 저역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

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故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강원도양구전투에서전사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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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부치지못한편지를품고있었습니다. 오

늘따님임욱자님이 70년만에아버지에게보

내는답장을낭독해주셨습니다. 임춘수소령의

편지한통은가족에대한사랑이조국을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

음을알려주고있습니다. 이편지들은 6·25전

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있는, 살아있는역사임을증명합니다. 국

가의 공식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한개인과한가족의역사임을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나와내가족, 내이웃이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내 조국’,

‘우리모두의나라’가되었습니다. 평화는국민

이마땅히누려야할권리이며, 두번다시전쟁

이없는평화의한반도를만드는것은국민이부

여한국가의책무입니다. 정부는평화를지키고

평화를만들기위해더욱강한국방, 더욱튼튼

한안보에전력을다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오

늘을만든분들을영원히기억하고역사에새길

것입니다. 저는또한오늘현충일을맞아, 코로

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

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기억하고자합니다. 고인들의안식을기원

하며, 유가족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정부는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찾아주기

조사단’을출범시켰습니다. 6·25전쟁당시훈

장수여가결정됐지만, 훈장과증서를받지못한

5만6천여명의유공자와유가족을찾아무공훈

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

치고있습니다. 모두 5천여명의유공자를찾았

고, 생존유공자들께훈장을전달해드렸습니다.

당시화랑무공훈장을받았지만, 증서를받지못

한예비역병장김종효님께오늘국가유공자증

서를수여하게되어매우뜻깊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증서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

하여복무기록이없었지만, 공적을찾아내어오

늘국가유공자증서를드렸습니다. 이름도, 계급

도남기지못한 3만2천여유격군들의공적도함

께발굴하고기리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도계

속해나갈것입니다. 지난해비무장지대화살머

리고지에서 찾은 6·25전쟁 전사자 故박재권,

故남궁선, 故김기봉 이등중사를 이곳 대전현충

원에모셨고, 故정영진하사의아드님께화랑무

공훈장을전달했습니다. 신혼에헤어져혼자아

들을키워온이분애님은오랜기다림끝에아흔

나이에 故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

사흘전 6월 3일, 대구앞산충혼탑에서귀환행

사가열렸습니다. 가족들의유전자검사협조가

있었기에우리는영웅들을다시만날수있었습

니다. 故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예순일곱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발굴한호국용사의신원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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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

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

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

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왔습니

다. 앞으로도‘생활조정 수당’과‘참전명예 수

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들의명예로운삶을지원하고, 의료지원도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국립대전현충원에 4만9

천기규모의봉안당을건립하고있습니다. 내년

에는전국 35만기의안장능력을 44만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기규모로늘려예

우를다해국가유공자를모실수있도록하겠습

니다. 지난 6월 2일‘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 군장병의헌신과희

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매우뜻깊습니다. 병사들의일반장애보상

금을대폭인상하고, 교전으로인한장애는특히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유족연금지급률도근무기간에관계

없이일원화했고, 유가족가산제도를신설해가

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

다. 국가유공자와유가족들에대한보훈은정부

의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하나입니다. 보훈이

야말로국가의가장기본적인책무일뿐아니라

국가를위해생명까지바칠수있는애국심의원

천이기때문입니다. 독립과호국이오늘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민주주의로부활했고, 가족과이웃을위

해희생한수많은의인을낳았습니다. 독립·호

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

을실천했고, 새로운시대정신과역동적인역사

의물결을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애국은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

지고있습니다. 서로양보하고타협하며상생협

력의길을넓히고있습니다. 누군가의아들과딸

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

들이우리의오늘을만든애국영령들입니다. 독

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깊은존경을표합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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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한민국현실과헌법개정필요성

1948년 헌법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평균 4.3년마다 개헌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1987년이후개헌논의는많았으

나,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행헌법이압도적인최장수헌법이될정도

의국민적지지를얻고있는점도있지만, 적어

도 2007년노무현대통령이원포인트개헌을제

안한 이후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나 정치권에서나 공감대가 크다고 볼

수있다. 다만, 개헌의시기와내용에대해이견

들이첨예하게대립하는가운데합의형성에계

속실패하고있는것이다.

이미 13년전에노무현대통령과각정당대표

들이제18대국회에서국회주도의개헌을합의

했었다. 이러한약속에기초하여제18대국회에

서는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19대국회에서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각기국회의장산하에구

성되었지만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2017년 30년만에개헌특위가구성되었지만역

시개헌안의마련에이르지못했으며, 2018년 3

월에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

턱을넘지못했다.

현행헌법이역대헌법가운데가장성공적인

헌법이라고평가되지만, 33년의세월은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웅변한다. 유신헌법의 잔재라 할 수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 경찰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제한)의 개정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정보화 사회의 현실화에 따른 기본권조

항의개정필요성에더해제왕적대통령의해소

를위한권력구조의개정필요성이계속제기되

고있다.

벌써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 새로운 시대

에맞는헌법을무한정기다리기만할수는없으

며, 변화된 시대, 변화된 세계에 발맞추는 선진

특집Ⅰ개헌, 꼭필요한가

제10차개헌, 언제어떻게해야하나

張永洙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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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국가시스템을위해서헌법개정의필요성

은날이갈수록더욱절실해지고있다. 

2017년개헌특위와 2018년대통령

개헌안실패의원인과파급효과

제20대국회에서의개헌논의는박근혜전대

통령의‘개헌블랙홀’발언으로대표되는강력한

반대로인해물밑에서소극적으로움직이고있

었다. 그러나최순실사태로인해박근혜전대

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가의결된이후제

왕적대통령의문제를해소해야한다는국민적

요구에부응하여개헌특위의구성에여야가합

의하였다.

이렇게구성된 2017년개헌특위는그러나 1년

을보내고성과없이종료되었다. 국회내에개헌

자유발언대를설치했고, 전국주요도시에서개

헌토론회를개최하는등의

활동을했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보고서가한

권 나온 것 이외에- 개헌

특위는 개헌의 방향과 내

용에대해확실한입장정

리도하지않은채끝나버

린것이다.

개헌특위의공전을가져

온가장큰원인은 2017년

5월 9일 시행되었던 대통

령선거에서 찾을 수 있다.

정권의교체를가져올수있는대통령선거가정

치권의모든관심을빨아들이는블랙홀이되어

30년만의개헌특위가오히려정치권의관심에

서벗어나게되었다는점은당시개헌특위가공

전하였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개헌의의미와중요성에대한정치권의

인식 부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안될것이다.

또한, 당시개헌에대한시민단체들의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

진적인주장들이포함되어있어서이를수용하

는것에대해정치권에부담스러워하고있었다

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일부쟁

점들에대해서는시민단체들사이에갈등과충

돌이 격렬하게 나타남으로써 정치권에서 곤란

해했던점들도고려될수있다. 하지만개헌특

대한민국 9차례개헌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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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실패에대한가장중요한원인은정치권의

소극적태도에서찾을수있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

다. 그러나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불과 1개월여

에마련한개헌안이야당과의협의없이일방적

으로발의된것에대해서는비판이많았다. 국회

에발의한이후에는개헌안의내용에대한수정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가결또는부결하는방법밖에없는데이런식의

개헌안발의는결국야당의부결을유도한것으

로해석되었기때문이다. 결국, 야4당이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개

헌안은무산되었으며, 이후정부-여당에서는야

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악순환이더욱심화되었다.

이렇게 개헌이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은 구태

의답습을벗어나지못했다. 여전히대통령중심

의승자독식정치구조가유지되었고, 여당은무

조건대통령의정책에찬성하고, 야당은무조건

반대하는악순환의고리를깨뜨리지못했다. 진

영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되었고, 제왕적

대통령의문제를둘러싼논란역시계속되었다.

개헌의시기와방식: 

합의가능한사항부터점진적으로

이제제21대총선이끝나고다시금개헌이야

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180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이원하는방향으로개헌을추진한다는

말도있고, 개헌저지선을가까스로확보한야당

이여당주도의개헌을막을것이라는말도있다.

그러나개헌의주체는국민이며, 국민의의사를

수렴하는개헌이무엇보다우선되어야한다.

물론국민의의사가하나로통일되어있는것

이아니기때문에여당과야당이각기국민의사

를 수렴해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당에 의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국민의사

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을염두에두고여야의입장을떠나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다만, 예산법률주의의도입등과같은국

민들의관심이높지않은전문적인문제에있어

서는전문가들의의견이존중되어야할것이다.

30년이상축적된개헌의필요성이한꺼번에

분출되었기 때문에 2017년 개헌특위에서도 국

민들의수많은요구들이혼선을빚었고, 심지어

날카롭게충돌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최근헌

법전문에 5.18정신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견

해대립이재현되었던것처럼개헌에관한쟁점

들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부분도적지않다. 그러나무한정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가능하지않다.

결국, 현실적인대안은합의가능한사안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 제29조 제2항을 비롯하여 개정에

이견이별로없는사항부터개정해야한다. 헌법

의모든조문에대한이견을낱낱이조율해서합

의에이르게하는것은결국헌법개정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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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만드는결과가될것이다.

그렇다고이견이있는부분에대한합의를소

홀히해도된다는것은아니다. 기본권과권력구

조에관한대부분의사안에대해서는충분한공

론화를통해이견을좁힐수있고, 이를통해개

헌에대한합의에이를수있다. 이런노력자체

를게을리하는것은개헌에대한진지함과치열

함의부족일수밖에없다. 다만, 대화와설득으

로이견이좁혀지기어려운부분, 이념적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

리하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개헌하는 것보

다는잠시미뤄두는것이오히려나을수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볼때, 오히려개헌의적기는지금부터

6개월혹은길어야 1년이라할수있다. 각정당

의대선후보가실질적으로결정되고, 대선운동

이 물밑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대선

블랙홀이 개헌논의를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에맞는개헌은국가경쟁력이다

개헌이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시스템을

개혁하는것이며, 이를통해국가경쟁력을확보

하는것이다.

과거 영국은 19세기적 국가시스템을 고집한

결과제2차세계대전의승전국임에도불구하고

국력이기울어갔고, 독일은 20세기에맞는국가

시스템을갖춘결과제2차세계대전의패전국임

에도불구하고영국보다부강한나라가되었다.

그러면우리는어떠한가?

과거 우리 헌법은 장기집권과 독재의 영향으

로점철되어있는국가시스템을두고있었다. 그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던 것은 물론

이지만 나름의 효용을 찾는다면 1960년대와

1970년의개발독재에는맞는국가시스템이었다

고말할수있을것이다. 1987년개정된현행헌

법에의해장기집권과독재의성격을많이털어

냈지만, 여전히대통령에게많은권한이집중되

어있는청와대중심의권력구조라는점은부인

하기어렵다.

그러면 2020년 현재에도 개발독재가 가능하

고 또 필요한가? 당시에는 한정된 자본과 인력

을이른바선택과집중을통해효율적으로활용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개발독재의 효용성이

있었지만, 그때와는비할수없이자본과인력,

경제규모가 확대된 오늘날에는 다양성과 전문

성, 자율성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국가시스템이필요하다. 1987년헌법은

이런점에서는낡은체제라고볼수밖에없다.

제10차 개헌에서 인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국가시스템의합리화를통해국가경쟁

력을 확보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제10차 개헌의 화두로

‘분권과협치’가강조되고있는것도단지동물

국회를막기위한정치적필요에의한것이아니

라 21세기에 맞는 국가시스템의 합리화라는 시

대적소명이‘분권과협치’로모아지고있기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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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제정과개정경과

1919년 3.1 운동직후대한민국임시정부의대

통령을역임한이승만은미국유럽등지에서독

립운동을 전개하다가 8.15해방 후 귀국하여 제

헌국회의원선거에서서울동대문구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초대 국회의장이 되었다. 제헌국회에

서 1948년 6월 3일에구성된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기초한 의원내각제 헌법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헌법안의 토의

과정에서 이승만 의장이 대통령제정부, 단원제

국회 등을 주장하여 대통령제 정부가 받아들여

졌다. 이로인하여대통령이행정권을장악하고,

상원의 인사 동의권과 탄핵심판권 등의 통제권

이없어진후대통령제왕화의길이열렸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중임제한 규정까지 개정하

면서 4선에까지이르다가 1960년 4.19민주혁명

으로하야한후하와이망명중생을마감하였다.

4.19혁명 이후 장면은 제2공화국의 민의원에서

과반수에겨우 3표를초과한 117표를얻어국무

총리가 된 관계로 3표가 배신하면 내각이 무너

진다는 불안감 속에 국정혼란을 수습하지 못하

고 9개월만에군사혁명으로퇴출되었다. 제3, 4

공화국은대통령제와단원제국회체제에서박정

희대통령이강력한행정권을행사하다가 5선에

이른 후 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4선 후 실각과 박정희 대통

령의 5선후시해된사건을당한우리국민들은

그것이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빚어진 정변쯤으

로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그후제5, 제6공화

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수난이 계속되면서 우리

헌법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기시작했다.

한국헌정의잔혹사

현행헌법은 1987년국회에서여야합의로대

특집Ⅰ개헌, 꼭필요한가

우리헌정사의비극과개헌론

金容鈞

헌정회헌법특위위원, 16대의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체육청소년부차관

국회사무차장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18   Cheil-868 



2020. 7 19

통령직선제와 5년단임제를수립한민주헌법으

로 30여년간 평화적정권교체의전통을정착

시켜왔지만예기치못한부작용과함께헌정사

의 패착이 반복됐다. 한 시대 7명의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등 3명이퇴임후구속

처단되고, 박근혜씨는탄핵으로축출된후구속

처단되고, 노무현씨는탄핵소추가기각된후임

기를 끝내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하

고, 김영삼, 김대중씨는재임중아들들이부패

혐의로구속처벌되는등대통령잔혹사가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다. 경제 역시 지난날의 성취

에도불구하고제대로성장을하지못하고내리

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박정

희대통령이래국가발전의견인차였으나 1991

년 제6차 계획을 완료한 후 중단되었다. 그 후

IMF 국가파산사태를겪으며국가부채는수천

조에이르고대기업의주식태반이외국자본에

넘어가고많은국내공장들이싼임금과노사평

화를찾아서외국으로나가고있으니그만큼실

질적국민소득과일자리는줄어들고있다. 정치

경제적희망과성장이위축된상황속에코로나

19사태는 사회적 불안과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사상유례없이잔혹하고부끄러운헌

정사 속에 여야,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은날로심화되어정치는선동과포퓰리즘,

허무주의의경쟁장으로변질되고있다.

그것은현행헌법이미국헌법과는달리민주

국가의헌법으로서갖추어야할중요한제도몇

가지를결여하고있기때문에빚어지는혼란으

사사오입개헌당시국회본회의장(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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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가장큰결함은대통령의제왕화와 5년단

임제에있다는자성과자각이대두되고있다.

미국의대통령제헌법

우리는민주국가경영의경험이전혀없는상

태에서제헌국회를구성하여 1948년 6월 3일에

헌법기초위원회를열고 7월12일에제헌헌법을

통과시켰으니불과 40일만에헌법을제정하였

다. 미국은 1776년에독립하였으나헌법은 11년

에 걸친신중한 논의 끝에 1787년에 제정된 것

을보면크나큰차이가있는것이다.

그렇다면같은대통령제헌법하에있는미국

의헌정사는어떠했는가. 민주제를택한현대국

가들의 정부형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통

치하는 대통령제와, 국회가 행정부를 띄우거나

침몰시킬수있는의원내각제가있다. 우리는제

2공화국헌법만이내각제였고제 1·3·4·5·

6 공화국헌법은모두가대통령제였다. 그외이

원집정부제등은두제도를혼용한것으로성공

한국가가드물다.

미국헌법의아버지들은대통령제를채택하면

서 행정권은 1인 대통령이 장악하되 대통령이

공무원을 마음대로 임명하여 국회와 법원을 억

압지배하고국민의인권을짓밟는제왕이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오랫동안토론, 연구

하여제도화했다. 그결과대통령은부통령과함

께국민이 4년마다선출하고중임할수있고, 부

통령은상원의장이되며, 대통령은국회가만든

법률과예산아래서만통치하고, 장관법관기타

주요공직자들은반드시대통령이상원의청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잘못하는 대통령은 상원

이탄핵심판으로축출할수있도록정했다. 반면

대통령은 전통적 군주 특권인 사면권을 가지도

록하였다.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상원의원과전국에서인구비례로선출

하는 하원의원으로 상·하원 국회를 구성하여

입법권을행사하게하였다. 하원은법안과예산

심사를 주도하고 대통령 등이 권력을 남용하거

나불법을행하면탄핵소추권을행사하고, 상원

은인사청문권및공무원, 법관등임명동의권

과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 인사,

사면권행사를감시, 통제하도록하였다. 권력의

편중을막기위해국회의원은장관겸직을금하

였다.  

사법부는 9인의대법관과연방판사들을상원

의청문과동의를거쳐 대통령이임명하되종신

직으로신분을보장하였다. 

그후 220여년간미국은한사람의대통령도

구속되거나탄핵을당하지않았다. 45명의대통

령중탄핵안이하원에서통과된대통령은앤드

류존슨, 빌클린턴, 도널드트럼프등 3명이지

만모두상원에서부결되었다. 그외공식탄핵

결의안이 제출된 대통령은 7명이며, 공식결의

전에국회가탄핵의움직임을보이면무리한정

책을철회한대통령은수없이많다. 리처드닉슨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 표결하기 직전에 사임하

였고, 사임후후임대통령포드가닉슨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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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공소권이없어졌다. 탄핵제도는국회가대

통령에게가진가장효과적인통제수단이고미

국의모든대통령들은항상탄핵에대한공포감

을가지고정책결정을하기전에한번더고민

하기때문에제왕화를예방할수있고, 대통령이

사면권을가지고있어후임자에의한사면을염

두에두고미리사퇴를시키면정국의파경을조

기에수습할수있다.

대한민국의대통령제헌법

제헌헌법부터대통령은강력한행정권을가지

나국회는대통령불신임결의권이없고, 대통령

은주요고위공직자를국회의동의없이임명할

수있고, 상원의탄핵심판권은탄핵재판소가가

져가고, 법원의위헌법령심사권은헌법위원회에

넘겨대통령은견제를받지않는대권을보유하

였고그이후의개헌과정에서도대통령에대한

통제권은강화되지못했다.

현재도 미국헌법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심판권은 상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 대통령이 권력

을 남용하여도국회가탄핵결정권이없다. 

이로인해역대대통령은취임초경찰, 검찰,

국세청,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등중요헌법

기관의 인사권을 전단하면서 세력을 잡고 우선

국민의맨윗줄에서있는전임대통령과재벌기

업 총수들을 본보기로 구속하거나 처단하는 것

을 시작으로 굴종을 확보하고 정치보복에 착수

하면서 비극의 씨앗을 뿌린다. 사병화된 세무,

수사기관은표적수사의필수적무기이다. 고위

공무원과검사, 법관까지도대통령의인사권하

에서 출세가 보장되니 제왕적 권력행사가 가능

발췌개헌안기립표결통과(19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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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이다. 고위공무원의인사에대한동의권과

탄핵심판권이없는국회의원들이청문회등에서

의 투쟁은 공허한 황야의 부르짖음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특히 5년단임제로당선된대통령은 5년내에

모든일을마쳐서업적을내고임기후의신변안

전까지확보해야한다는강박감때문에많은무

리를하게된다. 치적을추구하다가오히려국가

의발전을훼손하고범법까지저지르는일이발

생하는 것은 재선의 기회가 헌법에서 원천적으

로봉쇄돼있기때문이다.

헌법개정의길

반복되는 한국적 비극의 원인을 찾아 헌정사

의치욕을바로잡아야한다는것이국민의여망

이다. 현행 헌법이 가진 맹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국민모두가여야, 이념, 지역, 세대,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를 바로잡는 과업에

동참할때만이개헌이가능할것이다. 제헌헌법

부터 9차례의개헌에이르기까지민주국가경영

의기본원칙에따라헌법을만든것이아니고그

때그때 유력 정파들의 이해득실과 반동적 기호

에따라서만든조잡한제도들이많다. 앞으로의

개헌과정에도포퓰리즘과선동주의적잡음이계

속될것이다. 지금부터우리는심기일전하여민

주헌법의 진정한 원형을 복원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권력분립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

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부를

재편하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하고, 사법부의독립성과민주성을강화하는것

이다. 동시에 5년단임제의폐해를시정하고국

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미국 대통령제의

핵심제도들을복원해야한다. 

여야는 정략과 욕심을 버리고 국민과 역사를

위한개헌의대원칙에뜻을모아야한다. 

이를위하여첫째, 제6공화국헌법은여야가

합의하여민주화의위업을달성한헌법인만큼

그기본골격을유지하면서부분개헌의길을택

제왕적대통령제를개혁하기위하여행정부를재편하고

국회의대통령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고, 

사법부의독립성과민주성을강화해야한다. 

동시에5년단임제의폐해를시정하고국정의연속성과안정성을위한

미국대통령제의핵심제도들을복원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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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혁명 이외에

다른 이념 또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의 추가를 자제하여 개헌

과정에불필요한충돌과장애가없도록하여야

한다. 

둘째, 3권분립정신에입각하여국회특히상

원이대통령의인사권을효과적으로견제할수

있도록국회는비례대표제를폐지하고, 그숫자

만큼의 상원의원을 두어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

며, 상원이대통령의주요고위공직자임명에대

한충고및동의권을가져서편파적인사를원천

적으로봉쇄해야한다. 하원이탄핵소추권을가

지고상원이탄핵심판권을가져서대통령등의

권력남용, 독선, 실정을 막고 국민주권 원칙을

확립해야한다. 국회가부적절한공직후보자임

명을반대하고탄핵소추를하더라도이를대통

령이나헌법재판소가무시함으로써국회는아무

결과도내지못하고호통이나치는건달모임이

되어온지난날의불명예를탈피해야한다.

셋째, 대통령단임제의폐해를알고국정수행

의 신중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4년에 1차중임을허용하고, 부통령제를부

활하여정권의횡적종적외연을확대하고부통

령이상원의장을겸하게하고, 중간보스인국무

총리제를 폐지하여 국무장관으로 하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여 권력의 편중화를

막아야한다. 

넷째, 국정에사법부의비중이매우커진만큼

재판권은 독립하되 현재 3000여 명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여사법부의폐쇄성, 독선, 보신주의를근절하

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로 통합

하여 법령해석의 일원화와 상고심의 충실을 기

하고, 4년에한번일하면서수천명의상근공

무원이필요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폐지하고

행안부와 각 선거구에서 선거행정을 수행토록

한다.

다섯째, 헌법 제99조를“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로 개정하여 법률로 제한되지 않은 사

면권을 보장함으로써 탄핵이나 형사처벌 이전

에비리에연루된대통령이나주요인사들이소

추의 부담 없이 중도 사퇴하거나 신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국혼란을 최소화해야 한

다. 박근혜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

임을 논의했으나, 사전사면 제도가 없어 시기

를 놓쳤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씨

나 삼성, 롯데, SK 등의 재벌총수들도 사전사

면 제도가 있었더라면 중도 사퇴나 적절한 기

여와함께사면등으로참극을피할수도있었

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경영의 대도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

심이대통령제의원형을복원하여통치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하여 파당적

대립을지양하고헌정의재도약을위해총력을

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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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후제정된우리헌법은 72년이지나

고 있다. 그동안 6.25전쟁, 4.19학생혁명, 5.16

군사쿠데타, 유신헌법, 1980년대민주화운동등

격동의세월을보내면서여러차례헌법이개정

되어왔다. 그런데근본적으로는자유민주적기

본질서를기본이념으로하고자유시장경제체제

를근간으로하는헌법체계를지탱하여왔다. 시

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의 미래지향인 방향

을제시하기위하여헌법개정의필요성이제기

되는것은당연하다.

그렇다면헌법의근간을유지하면서도필요한부

분을개정하여시대의흐름과어떻게함께할것인

가는전적으로그시대를사는국민의몫인것이다.

최근들어국가권력구조를대통령중심제로할것

인가아닌가, 한다면5년단임제로할것인가, 4년중

임제로할것인가? 또 1961년군사쿠데타로폐기된

의회의양원제를부활시킬것인가? 유신헌법에서사

라져버린국민발안제도는부활시킬것인가등등다

양한의견들이표출되고있다. 이에대하여몇가지

경우로한정하여필자의소견을밝혀보고자한다.

기본이념에대하여

우리헌법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그기본이

념으로하고있다. 그런데그내용에있어서는기

본적인권의존중, 삼권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

제, 사유재산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독립등등

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기본질서는헌법개정의

대상이아니다. 그런데일각에서는“자유”를삭제

하자는움직임도있는데그런움직임은反헌법적

인것이다. 만일의경우에권력과언론을장악하고

있는집권세력이그의도에따라국민의이름으로

개헌을 하고자 국민발안제도(나중에 재론하겠음)

를도입하여개정을시도한다면이것이야말로거

리정치, 광장정치를부추겨국론분열과사회의무

질서를조장하는결과를초래할것임이분명하다.

따라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기본이념을훼손

하는헌법개정이있어서는결코안될것이다.

특집Ⅰ개헌, 꼭필요한가

헌법개정은국회를중심으로

- 양원제를부활할시점 -

梁承富

헌정회감사

16대의원
새천년민주당법률구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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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와관련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기본원리로하는우리헌

법에 대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의부작용을통제하기위하여이와관련

된헌법을개정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는게현실

이다. 현행우리헌법이채택하고있는사유재산제

도는헌법제23조3항및제122조등에그제한규

정을두고있다. 그제한규정을둔것은국민간, 사

회세력간, 경제주체간의불평등을해소하고건전

한경제생활을이끌기위한데있다. 그런데도그

제한은무제한이아니라합리적이어야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택지소유상한제도를위헌이라고판

단했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헌법불합치라고 결론

지어균형과형평에충실하고자했다.

그런데정부가내놓은개헌안에는사유재산제에

대하여필요한경우에특별한제한을두고특별한

의무를부과하고자하고있다. 현행헌법보다더

제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하고자한다. 특히

경제에있어서토지공개념을확대하고공정개념을

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예컨대, 골목상

권과재래시장활성화는소상공인보호, 육성이란

명분으로, 식량의안정적공급과생태보존등은농

어업이갖는공익적기능을살리기위한명분으로

하고있다.

이러한시도는필연적으로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한국가권력의간섭을더욱강화하는것이다. 결

국자유시장경제체제에사회주의적헌법요소를

끌어들임으로써, 국가권력의통제가강화되어사

유재산제의제한은더욱심화될것이다. 그러나아

무리국가권력에의한제한이불가피하다하더라

도그본질적내용의제한은가급적피해야한다.

헌법개정의발의와관련하여

시대상황의변화에따라헌법개정의필요성

이 요구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대통령(국무회

의의 심의 후)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

으로발의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런데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양 하여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헌법개정을시도하는데에는동의할

수없다. 지난4.15총선결과는거대여당의탄생

이었다. 여당 단독으로 어떤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국민발안제도까

지도입하여헌법개정의발의를시도한다면국

민다수는원하지않는데도특정세력에의하여

헌법개정이좌우되는그야말로광장정치가판

을 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는 의회민주주의

가퇴보하는길을걷게될것이라사료된다.

헌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각 정파 세력 간

지리한공방이불가피할것이다. 설령그렇더라

도지나친공방이국론분열을초래하여사회를

혼란에빠뜨려서는안될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대의민주주의는핵심요소

인 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살림으로써 정당

간의극한투쟁을완화시킬수있는제도를도입

해야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헌법을개정한다면의회의양원

제를부활시키는것이그한방법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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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만 명을 괴

롭히고수백명의목숨을앗아가던 2020년 5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선 희한한 일이 벌어

졌다. 다른법안도아닌헌법개정안두개가한

날 한 시에 죽어나갔다. 여당의 강창일 의원과

야당의김무성의원등내로라하는 148명의 의

원들이여야가릴것없이몇년동안갈고다듬

은개헌안이태동한것은두달남짓전인 3월 6

일이었다.             

개정하겠다는조문은단한조항, 헌법을고치

는데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나대통령의발의

로 제안하도록 한 외에‘선거권자 100만인 이

상’에게도 헌법 개정 제안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른바말그대로‘원포인트’개정안이다. 이들

은 1972년박정희의‘10월유신’전에는헌법개

정 발안권이 있었음을 제안 이유에서 상기시키

고있다.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

민의의사수렴을더욱용이하게하고정치적인

이해관계역시국민의참여로조정할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바꿈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보완할수있다고강조한다. 제

안이유는아주짧다. 하지만산고는길었다. 문

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가동된 의

장자문기관인헌법개정특위가 1년넘게갈고닦

은개헌안은국회본회의에올려보지도못한채

수백건의다른법안과함께홍수에떠내려가듯

사장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의 팔자도 죽어나가는 데

는한날한시다. 주민에게주민등록번호, 군인에

게군번이있듯이이법안에도고유번호가있다.

앞서 의원들이 낸 개헌안의 번호가 24795인데

비해대통령이낸번호는 12670, ‘군번’이훨씬

빠르다. 2018년 3월 26일, 지금의 문재인 대통

특집Ⅰ개헌, 꼭필요한가

우리는법앞에자유, 평등

그리고존엄받고있는가

金珍培

11·15대의원
현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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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취임얼마뒤다. 대통령,

그것도보통절차로권력을

장악한대통령이아니라전

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폭풍 속에, 수백만

시민들의촛불의환호속에

탄생한힘깨나쓰는대통령

이 낸 개헌안의 종말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됐을까.

그 뒤 대통령의 생각이 달

라졌기 때문일까, 국회의

여당이란사람들이남의일처럼방치했기때문

일까. 참으로 해괴한 일이 대낮의 국회에서 벌

어질걸누가짐작이라도했을까!

시민사회숙의는큰성과나연구의한계

개헌안의제안이유는무슨선언처럼웅장하

다. “헌법은국민의삶을담는그릇이다. 1987

년‘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이제 국민의 뜻에 따

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영 틀을 마련해야 한

다. 국가의존재이유를묻는질문에답변해야

하고국민모두가어디서나차별받지않고골

고루잘살수있게해달라는요구에응해야한

다. 헌법개정을통해국민의뜻을헌법적으로

구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

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안전, 인간다운삶을보장해주는나라,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정부가낸개헌안의골자는대통령 4년중임

제,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등 직접민주제의 도

입, 지방의 권한 확대, 선거 연령의 18세 인하,

여기에다헌법전문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민주화이념계승

의명시등이다.          

헌법을고쳐야한다는전제밑에이를연구하

는단체나기관개인은헤아릴수없이많다. 이

가운데김문현, 김선택등대학에서헌법학이나

정치학을 강의하는 일곱 명의 교수들이 만든

‘대화문화아카데미’의‘2016 새 헌법안’은 여

러모로주목을받았다. 2006년부터2015년까지

꼭 10년 동안수백명의각계인사들이참여한

토론을통해만든이안은그기간으로보나참

여 인원으로 보나 토론의 밀집도로 보나 보기

국민발안개헌연대창립식및기자회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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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역작이아닌가한다. ‘약한대통령에강한

내각’을표방하는분권형대통령제를뼈대로하

고상하양원제로하여임기 4년, 250명의하원

의원과 임기 6년, 100명의 하원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에

서선출하도록하여입법부의통제를새롭게강

화한것이특징이다.  

개헌안에 대한 연구가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에서숙의된것은큰성과다. 하지만어디까

지나연구의영역을벗어날수없는것이그한

계다. 

참고로헌법의얼굴이라할헌법전문몇대목

을현행헌법과대비해본다. 3.1운동을‘3.1 혁

명’으로, 4.19를‘4월혁명’으로고치며그뒤에

‘6월 항쟁’을 삽입하고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

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를“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사회정의,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의사명에입각하여생명존중과생태보전,

자유, 평화, 연대, 복지의 가치를 바탕으로”로

추가하고 있다. 72년 전 제헌헌법 때부터 헌법

조문에써온‘각인(各人)’이라는말이어렵다해

서‘여러사람’으로고쳤다. 크게보면그럴듯하

게보이고언뜻보면좋은말을다주어다꿰어

놓은느낌이다.            

美헌법제1조에국가권력분산원리밝혀

헌법 전문에 늘어지게 이것저것 좋다 싶으면

모두모아다꿰맞추는이런서술법은근대시민

헌법의 전형으로 꼽히는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의전문과는크게다르다.  

미국헌법전문에“우리미국국민은더욱완

벽한연방의형성과정의의확립, 국민의복지를

증진하며 우리와 후대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

할 목적으로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

다”고되어있다.

미국헌법은제1조에입법부의권한과기능을

밝히는등철저한권력분산의원리에따라사법

행정등정부기구의권한과기능을설명하고있

으면서도정작가장중요하게여기는인권조항

은‘수정헌법’의형식으로추가하고있다.  

“주의회는국교를정하거나또는자유로운신

앙행위를금지하는법률을제정할수없다. 또

한언론출판의자유나국민이평화로이집회할

권리 및고충의구제를정부에청원할 수있는

국민의권리를제한할수없다.”

수정헌법제1조, 1789년발의되어 1791년연

방의회의비준을받은 10개권리조항중첫조

문이다.         

프랑스헌법전문에는“프랑스인민은 1789년

의인권선언에서규정되고 1946년헌법전문에

서재차확정되고보완된인권과국민주권의권

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구속됨을엄숙히선언한다.  상기원리와

국민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입각하여 프랑스

공화국은이에따르기를희망하는해외주에자

유평등박애의보편적이념에입각하고이들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구상된 새로운 체제를

제공한다”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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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나라의얼굴…역사와전통반영돼야

헌법은그나라의얼굴이다. 따라서그나라가

겪은역사와전통뿐만아니라현재의상황에따

라다름은무리가아니다. 나라마다사람마다얼

굴은달라도그들이생각하는헌법의지향이하

늘에서내려준인간의존엄과시민의인권을보

장하는데둔만큼헌법에대한인식도여기에서

출발해야한다고본다. 

헌법이무엇인가. 헌법은모든법가운데가장

우두머리법이다. 육군대장도잡아갈때는헌병

이잡아가듯이다른어떤법도헌법앞에서는꼼

짝못한다. 아니, 왕도대통령도헌법앞에서는

납작엎드려야한다.  왜그런가, 헌법의주인이

이름이야뭐라붙이든인민이요, 국민이요, 시민

이요, 백성이요, 한사람한사람의개인이기때

문이다.

우리헌법은지난 72년동안에아홉번뼈대

를갈고화장을달리했다.  초대대통령이승만

은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헌법인데도 임기 4년

도되기전에뜯어고쳤고그것도모자라 3년뒤

다시뒤엎었다. 두말할것없이자신의집권연

장을위한흉측한음모가발동한것이다. 이승만

은군대를동원하고잔꾀를내어헌법을고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1960년의 부

정선거로 압도적 다수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

었으나결국거센학생들의분노는총칼로도누

르지 못하고 85세의 늙은 몸을 전세기에 싣기

위해새벽의김포가도를빠져하와이로향한다. 

그런독재자의말로를자신의눈으로빤히보

면서박정희장군은쿠데타로 4.19 혁명으로이

룩한장면정권을몰아내고혹독한군사통치로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쿠데타 세력은

새로헌법을만들어어깨에번쩍이는별네개ㅡ

육군대장의계급장을뜯어내고말쑥한넥타이를

매고선거에출마, 어엿한대통령이된다. 그의

두번째임기가닥치기전에그는 3선금지조항

헌법은고치기어렵다. 헌법전문을좀다듬어야겠다느니, 

제왕적대통령제에서분권형대통령제로가야겠다느니, 

양원제가좋겠다느니하는개정이유의정당성여부는

실제로헌법을고치는데는별실효가없다. 

권력을쥐고있는현대통령의확고한신념과국민을설득하는열정이있어야하고여야

정당과국회가참으로국리민복을위하는결연한자세가없이는

개헌논의나제안은공염불이되고말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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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없애고 71년선거에 3선을따더니그것도모

자라그이듬해 10월이른바‘10월유신’으로치

닫는다. 그는헌법을세번고치며 18년의권좌

를 누렸다.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더 말할

것이없다. 

그가신주처럼받들던대통령이권력의2인자에

의해처참한최후를마치는것을다른하나의권력

의핵심인육군보안사령관으로서보았다.  엄중한

군사통제 속에서도 문민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거세었다. 마침내그들군부의음모는 5월

18일새벽비상계엄을펴고김대중을비롯한수백

병의정치요인들을잡아가두고일체의정치활동

을금지시켰다. 사실상모든권력을장악한전두환

을떠받드는군부세력은마침내비상계엄에항의

하는광주시민과학생들에게총격을가해수백명

을학살하기에이른다. 그들의손에피가마르기도

전에그들은어느새별두개를더단전두환대장

을사복을입혀대통령에나가도록해서당선된다.

두말할것없이박정희유신시대와크게다르지

않은‘체육관선거’였다. 그는 8년집권하면서도

헌법을뜯어고치기는한번으로끝냈다. 

80년도 되지 않은 우리 헌법은 이렇듯 초판

부터 권위주의적 독재자, 또는 쿠데타나 시민

학살로정권을잡은독재자들에의해유린되었

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자의 총칼 앞에서는

무력했다. 여기에단두번의예외가있다. 하나

는 1960년 4.19 혁명의 피로써 이루어낸 의원

내각제헌법이오, 다른하나는 1987년 6.10 민

주항쟁의승리가안겨준현행대통령 5년단임

제헌법이다. 두번다민중의요구에따라반체

제세력과국회가이루어낸협상의성과였다.  

국리민복없는개헌은공염불

헌법은이토록고치기어렵다. 헌법전문을좀

다듬어야겠다느니, 제왕적대통령제에서분권형

대통령제로가야겠다느니, 양원제가좋겠다느니

하는개정이유의정당성여부는실제로헌법을

고치는데는별실효가없다. 권력을쥐고있는

현대통령의확고한신념과국민을설득하는열

정이있어야하고여야정당과국회가참으로국

리민복을위하는결연한자세가없이는개헌논

의나제안은공염불이되고말것이다. 

제헌절이 다가온다.  뜻깊은 날이라고 이런

저런 회고도 하고 전망도 한다. 하지만 주권자

인 국민은 이 헌법의 제1조를 다시 새겨야 한

다.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주권재민의

찬란한 조문은 그대로 놓아둔 채 이승만-박정

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40년을 민주사회가

갖추어야할기본적제도마저박탈당했었다. 어

찌그뿐인가. 우리는정말법앞에자유로운가,

우리는정말법앞에평등한가, 아니우리는인

간의 존엄을 말로라도 인정받고 있는가. 지금

현행헌법과법체계속에서나마우리자신의권

리, 권익이 확보되었는지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헌법의생일을권력자의생일, 힘있는사

람들의 의례적인 날에서 우리들의‘실속 있는

생일’로만들어나가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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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이육사(본명이원록) 시인은 1904년경북안동에서태어났으며, 보문의숙, 교남학교를수료했다. 1926년북경조선군관학교를거쳐 1930년

북경대 사회학과에 적을 두기도 했다. 1925년에 의열단에 가입,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으로 투옥된 이래 항일독립운동과정

에서 17차례에 걸쳐서 옥고를 치렀다. 중국을 내왕하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3년 가을 일경에 체포되었고, 1944년 1월 북경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문학 활동은 1930년 1월 조선일보에 시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시집으로는 유저인『육사시집』외에『광야』(1971)가

있고, 그의시와산문을총정리한『광야에서부르리라』(1981), 『육사시선집』(1986) 등이있다.

청 포 도
이육사

내고장칠월은

청포도가익어가는시절

이마을전설이주저리주저리열리고

먼데하늘이꿈꾸며알알이들어와박혀

하늘밑푸른바다가가슴을열고

흰돛단배가곱게밀려서오면

내가바라는손님은고달픈몸으로

청포를입고찾아온다고했으니

내그를맞아이포도를따먹으면

두손을함뿍적셔도좋으련

아이야우리식탁엔은쟁반에

하이얀모시수건을마련해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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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이장기지속되는가운데, ‘한국

이선진국’이라는호평이나오고있다. 국제언

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

이라고칭찬하고있다. 그럼에도코로나대유행

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같다. 정치경제발전과정치제도등문명차원

에서종합적으로판단할문제이며, K-방역만으

로가능한일이아닌것으로보인다.

1회투표제로혼란자초한한국정치병

더구나우리의정치수준은선진국운운하기에

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 탐욕과

관존민비적특권싸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고관대작들은성역이고, 정

권이언론을지배하고있다. 유권자의의사를종

합적으로 반영해 국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보장

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치사회 혼란의 주역으로

전락하고있기때문이다. 정치가국민불안과혼

란의해결수단임에도권력-감투싸움으로영일

이없는현실이다. 

대선, 국회, 지방선거를 1회 투표만으로 치르

는선거제도에문제가있다. 4.19혁명, 광주민주

화운동, 6월시민항쟁등시민혁명에도 1회단일

투표제는 그대로이다. 세계가 결선투표라는 선

진민주제의 선거로 발전했음에도 말이다. 현재

세계의 87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화된지오래인데, 한국만 19세기적선거제

도에 매달려 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헌법 1조2항은국민이주

인이고 대통령을 필두로 공직 종사자들은 국민

의 종복(從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은‘머슴들이헌법을무시하고봉건왕조와유사

한권력독점과부귀영화를향유하는’현실이다.

1980년대프랑스의좌파대통령미테랑은“대통

령은국민의상머슴이다”고선언하고모든정치

정치칼럼

선진국진입위한정치개혁

결선투표제도입해야

朱燮日

언론인

‘사회와연대’회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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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국민에게 머슴처럼 봉사하라”고 지시,

선진정치의변화를과시했었다. 

정치수습묘책으로결선투표제실시한드골

1958년 드골 장군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한 것

이효시이다. 프랑스의내각제제4공화국이정치

혼란으로파탄지경에이르자정치원로들이삼고

초려해드골을지도자로불러냈다. 정치권력투

쟁의아귀다툼에서구출해달라고호소했다. 드골

은 정치수습 묘책으로 결선투표제를 발표했다.

6개월마다 정권이 바뀌는 대혼란으로 국가망조

가들자망데스프랑스등원로들이드골에게프

랑스를구해달라며읍소한것이다. 

드골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을 인

용하며정계복귀를수락했다. “나는프랑스의장

관이름을모릅니다. 내각이얼마나자주바뀌는

지..”라고아이젠하워미대통령이말했다는것

이다. 드골은 당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원로들에게이렇게다짐했다.(드골회고록)

“정치꾼들은자신들만이권력을누려야한다

고확신한다. 신문에서, 연단에서그들은몇개

파벌, 뜻이 서로 다른 무리들이 국가의 대표처

럼 행세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며

분열을 일삼았다. 이해가 상반되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주권을 농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

다. 국가는프랑스의단합과이익, 정책적통일

성을도모하는 수단이다. 나는 적(히틀러)과 나

치협력자(비시 정권)들이 했던 독재정치를 할

의사는전혀없다. 급속도로대두된공산독재의

배제를위해서도‘국민투표방식’을도입해지도

자와국회의원을직접선출하도록하겠다..”드

골은결선투표제의창안과집행을선언했다. 프

랑스제5공화국출범후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선거

제도를결선투표제로확정한것이다. 드골은세

계최초의결선투표제도로프랑스의정치혼란을

타파하고 안정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위

기를기회로만드는데성공했다. 그는정치발전

과 사회경제의 번영으로 프랑스를 선진강국으

로 도약시켰고, 결선투표제는 세계만방의 공동

선거제도가되었다.

정치혼란평정해선진국도약시킨프랑스

프랑스헌법제7조는대통령선거방식을‘2차

다수결투표로한다’고밝히고있다. “대통령에

선출되기위해서는총투표자의절대과반수+1표

를 얻어야 한다.”즉 1차 투표에서 절대과반수

+1표이상을얻으면당선된다는것이다. 여기에

미치지못하는경우, 1등이라도당선이안된다.

2차결선투표에진출해야한다. 2차투표에서 1

차의 1, 2위 후보의 양자대결이므로 1등후보가

무조건당선이다. 2차에서 1등은절대과반수+1

의득표이기때문이다.

18세기프랑스의계몽사상가장자크루소는

“절대과반수이상”의유권자의찬성을획득해야

만정권의민주적정통성을획득한다고말했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민전체의

만장일치를도출할수없기때문에절대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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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전체의사’로 간주한다”

는정치이론이다. 절대과반수이상득표가정권

의정통성확보기준이된다는원칙이다. 

결선투표에서승리한정당은국민전체를대표

하는절대과반수이상의신임을받은여당이됨

으로써의회정치의안정을회복했다. 여당은유

권자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확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는 국민전체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정치의 안전판

이되었고, 민주주의체제의시금석이되었다.   

결선투표제는냉전시대에자유민주진영의대

통령제국가들이대부분채택했고,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로 소련 공산주의체제 해체 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했다. 현재 87

개국으로 거의 모든 대통령제 국가들이 채택하

고있어민주국가의근본제도가되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등 동구와 몽골까지도,

또남미의모든나라들과심지어내전중인아프

가니스탄조차도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결

선투표제는국회와지방선거에도모두채택되고

있으며, 이탈리아그리스등내각제국가들도국

회의원선거를결선제로치르고있다. 세계모든

나라의 정당들이 민주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

혁에매진했다는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오늘 21세기 대통령제 나라들

의정통성확보를위한선거제도로확립되었다.

결선투표제가아닌 1회투표제국가는독재국가

로규정되는위험부담을안게되었다. 한국의선

거제도는 1회 투표제이다. 역대 대통령은 거의

모두 소수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51%

득표해절대다수의대통령이되었다. 그러나보

수세력은지키지못하고임기중탄핵으로투옥

된것은한국정치의후진적단면을보여준다. 

우리의정치학사전과위키백과사전은진보진

영의결선투표제도입주장을소개하면서이렇게

해설했다. “…한국대통령의대표성’에의문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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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있다. 13대부터 15대까지80%대이던대선

투표율이 16대 70%, 17대 60%로떨어져한국의

대통령은잘해야20∼30%의지지를받아대통령

이되는거나다름이없다. 이때문에국가적분열

이나타나므로결선투표제를도입해야한다.”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정치사회 혼란이

크다는말이다. 문재인정부는개헌시안에서결

선투표제도입에찬성하며이렇게밝혔다. 1) 유

효투표총수의과반수를얻는사람을당선자로

한다. 2) 당선자가없을경우, 최고득표자와다

음순위득표자에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

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그결과최고득표자를당선자로한다.  

문재인정부는개헌시안에대하여찬반여론이

대두되자주춤하는모양이다. 여기서강조할것

은결선투표제만의‘원포인트’개헌안을제안해

차기대선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앞으로결선투표제를실시하지않으면선진

국대열에오르기힘들것이다. 왜냐하면소수득

표당선으로는대통령으로서 50%+1 절대과반

수득표의선진국지도자와정통성면에서열세

를면하기어렵다. 그래서결선투표제는우리의

최우선정치개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결선투표제도입으로정치선진화이루어야

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G7정상회담에문대

통령을 초청했다. 청와대가 초청수락을 하면서

트럼프의 G11, G12 확대구상의 정규회원국 가

입으로해석한것같다. 청와대는한국이세계질

서를 이끄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회원국 의미

로, ‘국격상승’이라고설명했다. 해마다세계의

정치경제문제를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의 토

대에맞추어논의하며, 주최국이수개유관국정

상을옵서버로초청하는것이G7의관례이다.

냉전시대 취재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유럽연

합(EU)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G7

정회원요건은정치경제문화의동질성과양적수

준이 정상에 이르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975년지스카르프랑스대통령이미국

영국서독(당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정상을

파리교외랑부이에성에초청해시작된극히폐

쇄적선진정상회담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선진국 대열에 서

기위해서는세계 87개국이이미보편적선거제

도로실시한결선투표제실시가필수적이다. 여

기서 한국정치에서 결선투표 도입은 시급한 과

제로된다. 문재인대통령은 1회투표의소수파

대통령이다. 득표율 41%로, 59%의절대다수국

민을통치하고있다. 민주주의의다수결원칙에

서볼때, 이는독재정치로보는시각이지배적

이다. 거대여당은 헌법상의 하자인 결선투표제

의원포인트개헌을단행해야할당위가있다. 

결선투표제도입은정치선진화로가는핵심개

혁이다. 단순 1회투표제선거법은 21세기민주

주의체제에부응할수없는 19세기의낡은선거

제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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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인터뷰⑥

헌정 인터뷰는 현역 정치부 기자가 헌정회원을 인터뷰하여 정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구하고

후대에전하고싶은역사의한장면을기록하는연재물이다. 이번호는여섯번째로金琫鎬헌정회원로회의

의장을 게재한다. 金 의장은 전남대 농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과 수료, 전남대·청주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평화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남북국회회담대표, 평민당·민주당사무총장, 헌

법개정 10인기초위원, 국회경제과학위원장, 제15대국회부의장, 한일의원연맹한국측회장, 국민회의전

당대회 의장·지도위원회 의장·중앙당 후원회장, (사)가락종친회 회장, (재)가락사적개발연구원 이사장 등

을역임했으며현재헌정회원로회의의장으로활동하고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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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은뜨거운해였다. 27년군부독재에지

친국민들의대통령직선제요구가분출했다. 박

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으로국민들의불만은커질대로커진상황이

었다. 그해 4월 13일전두환당시대통령의호

헌(護憲) 선언은화난민심에불씨를붙였다. 집

권층과국민의갈등은한없이커졌다. 이한열열

사가경찰의최루탄에맞고의식을잃자민심은

폭발했다. 호헌선언은 6·10민주항쟁으로이어

졌다. 국민적공분을마주한집권당민주정의당

의노태우대통령후보는대통령직선제개헌수

용을골자로하는 6·29선언을발표했고, 곧국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구성돼민주헌법의기

초를마련했다. 

민주화 쟁취 과정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있지만, 대통령직선제외에어떤변화가

있었는지는잘알려져있지않다. 1987년개헌으

로‘정부’가‘국회’에앞서있던헌법의체제가

바뀌었고, ‘국정조사권’만있었던국회에‘국정

감사권’이 부여됐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

칙’또한처음으로헌법에명시가됐다. 모두국

“위정자는국민대하기를사육사가

맹수대하듯이하라…정치는냉혹한것”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金琫鎬(10·12·13·14·15대의원) 헌정회원로회의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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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기초에 큰 영향을 미친 변화들이다. 김봉

호전국회부의장은당시국회헌법개정특위의

기초소위(10인소위)에참여했던 10명의한사람

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 6월 5일 김봉호

전부의장을국회헌정회관에서만나개헌에얽

힌오해, 그리고진실을들었다. 

Q. 율사 출신도 아닌데 10인소위에 합류하

게된과정이궁금합니다. 

“하루는DJ(김대중전대통령)가나보고오라고

하시더니개헌특위에참여하라고했어요. 그래서

‘총재님저는농대출신입니다. 헌법에대해서잘

모르는데헌법개정의중책을맡기가어렵습니다’

고사양을했습니다. 그러니DJ가‘김봉호의원은

경제분야를맡아줬으면좋겠다. 내가생각한게

있다. 경제분야를전문적으로연구검토해서헌

법에반영시켜줬으면좋겠다’고하는거예요. (※

당시동교동계에선김전부의장과율사출신의

허경만전의원이 10인소위에합류했다.) DJ 총재

의지시니까막중한책임감을안고받아들였죠.”

“노동자들의이익균점권이에요”

Q. DJ는구체적으로어떤지시를내리셨나요.

“DJ한테‘경제분야를어떻게하란얘기입니

까’그랬더니여러가지를얘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노동자들의 이익 균점권’이에요. 요즘

민주당에서는이익공유제라는용어를쓰죠? 우

리땐이익균점이에요. 물었죠. ‘기업주하고노

동자들은사용자-피사용자의관계다.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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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투자를하고노동자들은참여해서적정한임

금을받고이익을창출하는건데, 균점이란것은

똑같이나눈다는의미인데그게국민들에게설득

력이있겠습니까’라고반문했죠. 또다른하나는

‘노동자의 기업참여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라는

거예요. 무슨말씀이냐고물었더니, ‘노동자대표

가기업경영에관여할수있는이사진에들어갈

수있게하라’는거예요. 전‘노동자는임금을받

고일하는건데, 기업들나름대로경영전략이있

을것이고기밀도있을것이고기업고유의방향

을설정하는건데노동자대표가이사진에들어

가면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자칫

하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DJ의말씀이어느한기업의사례를언급하면서

‘노사가아무탈없이잘하고있다’고그래서‘알

았습니다’라고 말했죠. 마지막이 부유세였어요.

DJ가부유세를신설하라고하더군요. 30여년전

에이미부유세를얘기한거예요. 그래서‘부유세

는세법으로, 헌법에명문화할것은아니다’고하

니‘그런가’라면서바로받아들이더군요.”

김전부의장은이얘길꺼내면서 DJ가 1985

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펴낸‘대중경제론’을

꺼내들었다. 대중경제론은 1971년 7대대선부터

DJ가주창했던경제개념이다. 대중경제론의표

지엔‘대중이생산과운영에참여하고그소득의

분배에도 고루 참여하는 <사람다운 삶>을 보장

받게하는민주적대안’, ‘<시장기능>을회복시

켜기업가, 노동자, 농민, 소비자등모든집단이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하는것이한국경제의활로를위해저

자가 제시하는 대중참여경제의 기본 계획이다’

고적혀있다.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는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와 맞닿아 있는 내용이

다. 특히이가운데‘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

용을방지하며’란문구는김전부의장의주장으

로포함됐다. 

“대중경제론에바탕둔경제민주화”

Q. 헌법의경제민주화조항이김종인비대위원

장이아닌DJ의의지에따른거라는얘기네요. 

“김종인위원장이경제민주화를헌법에명문

화한 게 자신이 관철시킨 큰 업적이라고 하는

데, 전두환전대통령시절만해도민정당의원

DJP후김봉호의원과환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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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민주화’란 말을 꺼낼 때

가 아니에요. 이익균점 문제를

두고서는 김 위원장이랑 TV토

론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은 아니에요. DJ가 저한테‘반드

시 관철시켜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

전에한종편방송에출연해서도이런얘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교동의 한 인사가 전화

와서‘굳이 그런 얘길 하느냐’고 하길래, ‘DJ

는벌써그때부터노동자의경영참여를주장하

고, 이익균점을 얘기했단 걸 사람들이 알게 됐

잖느냐, 고맙게 생각하실 거다’고 얘기했어요.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대중경제론에 바탕

을 두고 있습니다.”김 전 부의장은 자택에 당

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종근 위원장으로부

터 받은 도자기를 가보로 간직하고 있다. 해당

도자기엔‘자유 평등 평화의 기수 영원한

노동자의동지’라고적혀있다.  

김전부의장은간과하고넘어가기쉬운

1987년개헌의업적도몇가지짚었다. 그

중하나가‘耕者有田의原則’을명문화한것이

다. 헌법 121조는‘국가는농지에관하여경자유전

의원칙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규

정하고있는데, 이는김전부의장의주장으로포

함된것이다. 김전부의장의농촌사랑은각별한

데, 그는 20년의정활동가운데가장자랑할만한

입법으로‘농어민부채경감특별조치법’통과를든

다. 농민전체에게약2조원의부채경감혜택이돌

아가게했단것이다. 의료보험통합주의, 농지세·

수세폐지도김전부의장의업적이다. 김전부의

장은이외에헌법의체계를조정한점(헌법정부·

국회순서조정), 국정감사의부활등도언급했다. 

13대국회의여소야대정국에서중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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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원칙명문화한것”

Q. 개헌 작업에 참여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무엇입니까.

“경제분야에서경제민주화명문화작업을한

것,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겁니다.

농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걸 헌법 체제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당시

10인소위소위원장을했던현경대전의원은나

를 만나면‘경자유전의 원칙 김봉호 선배’라고

부릅니다. 이런걸큰보람으로느낍니다. 다만

경자유전의 원칙을 너무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일부풀어놓은부분이있습니다. (※헌법 121조

2항은‘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의하여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저는농

대출신이지만노력형입니다. 제가부족한부분

을노력으로메우려고했어요.”

Q. 1987년개헌후국정운영전반의실태를

감시하는‘국정감사권’이부활했습니다. 이전

엔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는‘국정

조사권’만있었는데요. 

“유신헌법이전엔국정감사권이국회에있었는

데, 이걸부활시키려고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민정당이받아들이지않더라구요. 국정조사권이

있는데왜국정감사를해야하느냐는이유였어요.

당시민정당사무총장이던김윤환씨를개인적으

로만났어요. 저와는친구사이였죠. 김윤환씨에

게‘그러지말아라, 국정조사는특별한사항이있

을경우그것에대해서하는것이지않느냐, 국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0인기초위원. 왼쪽부터신철균·유수호·허경만·허청일·신경설·현경대(위원장)·김봉호·이치호·박관용·김종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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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걸친국정감사는유신헌법이전으로부활

해야하지않겠느냐’고강하게주장했어요. 그래

서국정감사가부활하게된거예요. 요즘국회의

원들은이런점에대해선잘모르는것같아요.”

“헌법의전체적인큰질서바로잡아”

Q. 1987년이전의헌법을보면전문-총강-국

민의 권리와 의무-정부-국회 순(順)으로 전개

가 됩니다. 정부가 국회보다 앞서 있는 건데,

이부분의체계는어떻게조정이됐습니까. 

“헌법의 순서는 엄청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 어느 걸 더 우선시하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이후의헌법에선당연히국민

의직접적대의기관인국회가우선돼야지요. 이

전까지는정부가국회앞에있었어요. 제가아주

강력하게주장했습니다. 그래서국회가 3장으로

올라가고정부는 4장으로내려갔습니다. 국회를

정부 앞에다 세운 겁니다. 헌법의 전체적인 큰

질서를바로잡았고, 이건매우자랑스럽게생각

하는일입니다.”

Q. 지금 정치권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

은무엇입니까.

“소통의부재입니다. 제가DJ 대통령과정치를

하던시절엔언제든지소통을할수있었습니다.

지금우리나라정치에는소통이전혀없습니다. 제

가국회부의장실에있을때전화가오면뒤에방

이하나있어요. 그방에들어가면얼마든지대통

령과대화를나눌수있었습니다. 만약어디로이

동하는중에대통령의전화가오면옆에사람이있

기때문에제가일본어로답변을했어요. 대통령과

저는일본어로소통할수있었으니까요. 그러면대

통령이통화를하기어렵다는걸알고적당히대화

를마쳤습니다. 최고통수권자가부의장과그렇게

격식을갖추지않고소통을했습니다. 제가전화를

하면받지못하시더라도반드시다시전화를주셨

습니다. 현정권은너무소통이없어보입니다. 현

재국회나정당의지도부에서이런걸상상할수

있습니까. DJ 때는그렇게화통하게잘소통이돼

서어려운정국을끌고나갔습니다.”

Q. 원로정치인으로서후배정치인에게남기

고싶은말씀은. 

“위정자는 국민을 대하기를 사육사가 맹수를

대하듯이하라는겁니다. 사육사가아침부터저녁

까지먹여주고관리를해줘도실수를해서맹수의

발등을밟으면그맹수는사육사를물어죽여버

립니다. 정치란그렇게냉혹한겁니다. 그렇게국

민을두려워하고무섭게생각하라는말이에요. 이

엄청난교훈을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국민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난세난시에임진왜란때류성룡·이덕형·이항복

같은문신정치인이없음이아쉽고, 장수로는이

순신·권율같은장수가아쉽고, 종교인으로서는

서산대사나사명대사가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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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충격으로위축된세계경제가다소

회복되고있다. 중국에이어선진국의신규감염

자수가피크를지나서이동제한조치가완화되

면서 서서히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속보성이있고상대적으로경기실상을잘나

타내는 구매관리지수(PMI)는 유럽권에서는 지

난 4월의 13.6이라는 사상 최저치에서 5월에는

30.5로반등, 미국의서비스업 PMI도 26.7에서

36.9로회복했다. 일찍회복세를보인중국의경

우도 3월이후 3개월연속으로 PMI가경기분기

점인50을넘어섰다. 

세계경제의최악국면은 2020년상반기가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이후에는 상반기보다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신

규감염자수를제로로하기는어려운실정이며,

신흥국의경우감염자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금년겨울이후의 2차유행등에대한공포도남

아있는것이사실이다. 우리나라를포함한각국

의 경제활동 재개는 방역활동 수준을 조율하면

서이루어져각종서비스업에서도고객입장제

한조치 등이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회복 수준에

는상당기간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장기적으로세계및한국경제를제

약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충격은 이동제한

및경제활동제약에따른수요위축효과, 각생

산현장등에서의소재, 부품의공급차질로인

한생산위축등의공급충격이동시에나타나면

서경제활동을상당기간억제할것으로보인다.

사람의 이동이 국내적으로 완화되어도 국제적

이동의 제약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직격

탄을받은여행업, 항공산업뿐만아니라기술인

력의자유로운왕래를저해하는문제로인해공

장의 정상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어

려움이있다.  

물론, 이러한충격에대해각국정부가사상최

특집Ⅱ 코로나19발경제위기진단

코로나19 이후한국경제가나아갈방향

李地平

LG경제연구원상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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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재정확대정책과일본식의

양적금융완화에 주력하면서 경제의

추락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은 GDP

의 13%에해당하는 2.8조달러, 중국

은 2.5%에 해당하는 2.6조 위안, 독

일은 23%에해당하는 7,570억유로,

일본은 21%에해당하는 117.1조엔등

평상시에는상상할수없는수준의막대한재정

정책을실시한데이어추가경기부양책도이루

어질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1, 2차 합계로 200

조 엔의 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은통화를대량살포하면서국채매입에

주력하는한편, 기업어음, 회사채, 투자펀드등

리스크가있는자산의매입에도열중해금융시

장의 동요를 막고 있으며, 경제 불안에도 불구

하고글로벌초저금리현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정책이중국및선진국의신규코로나

감염자 수 감소 및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서

각국경제는코로나19 충격탈출의초기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경제

및한국경제의행보는코로나19의통제여부에

따른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지난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보고

서를발표하면서세계경제의최악시점을 2020

년 2분기라고하여 2020년후반에는회복세를

보일것으로예상했다. 이에따르면 2020년세

계경제성장률은 -3%로떨어지지만 2021년에

는 5.8%로 회복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2020년 후반에 억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다만, 동시에 IMF는

코로나19의수습에관해서불확실성이있기때

문에그수습기간에따라 3가지의비관적시나

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기본전망 대비 50% 장기화), 2020년 세

계경제는 기본 전망보다도 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의 억제에 성공해도 2021년에 코로나19 쇼크

의 2차파동이발생할시나리오에서는 2021년

세계경제는기본전망보다도 5% 하락할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전제조건이동시에발생할경우 2021년세계경

제는 기본전망보다 8% 하락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의기본전망에따르면한국경제의성장

률은 2020년에 -1.2%, 2021년에 3.4%로일본

의 -5.2%, 3% 등과비교해서양호할것으로전

망되었으나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아직큰상

황이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

서는경계를늦출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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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발금융불안경계

이번 코로나19 쇼크는 순간적으로는 세계대

공황등과비교될정도로단기간에큰폭으로경

제가위축되는어려움이발생했다. 그리고그충

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대

공황등이수년동안경제가지속적으로위축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단기

에 그칠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리먼쇼크

당시의경우글로벌거대은행의연쇄부도와세

계적인유동성고갈위기가발생할정도로각국

의금융기관이위기에빠진것과비교하면이번

경우는대형은행의파산우려는아직크지않는

상황이다. 사실, 세계각국의주가지수는코로나

19의세계적확산으로인해급락한이후급격하

게반등하는모습을보였다. 미국다우지수의경

우 3월 23일의 1만8,592에서 6월 3일의 2만

6,269로41%나상승하였다. 

다만, 안심할수없는것은브라질등신흥국

이코로나19 감염자수급증과함께통화가치가

약세기조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게다가국제

유가등각종자원가격이약세를보이고있어서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신흥국발 경제불안

의가능성이남아있다. 또한이번코로나19 사

태로인해금년 11월에있을미국대선에서불리

한입장이된미국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중국

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중

마찰의격화는위기의수습을위한국제적인공

조를 어렵게 해 신흥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신흥국의경우통화가치의불안정성을고

려해서 선진국처럼 재정확대, 양적 금융완화를

실시하는데제약이있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금리가 역사적

최저수준에있기때문에신흥국이어느정도가

산금리가 높아져도 전체적인 금리수준은 낮은

편이며, 아직신흥국발위기가크게파급될조짐

은없다. 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도서서히회

복되고있고브라질등의코로나19 신규감염자

수도멀지않아피크를칠가능성도있다. 그러

나코로나19 사태의불확실한향방, 미중마찰의

격화가불리한방향으로갈경우글로벌금융시

장에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제활동 재개와 하반기 이후의 경

기반등에도불구하고상당기간초금융완화정책

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에대한도전과과제

한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칭찬을

받을정도로성공적으로대처해왔다. 앞으로도

<IMF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

2019 2020 2021
세계 2.9 -3.0 5.8 
미국 2.3 -5.9 4.7 
유로권 1.2 -7.5 4.7 
일본 0.7 -5.2 3.0 
중국 6.1 1.2 9.2 
인도 4.2 1.9 7.4 
브라질 1.1 -5.3 2.9 
러시아 1.3 -5.5 3.5 
한국 2.0 -1.2 3.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4.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44   Cheil-868 



2020. 7 45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

면서코로나19에대한치료제, 백신등의개발과

생산, 조달을포함해서대응능력및노하우를지

속적으로강화하면서경제활동의정상화에주력

할필요가있다. 코로나19의위협이상당기간지

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활

성화시켜야 할 With Corona 시기에는 코로나

19 이전(Before Corona)의상태를회복하는노

력과함께코로나19 이후(Post Corona)를대비

하는노력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With Corona의어려운시기에발생할수있

는기업부도, 실업등을막고코로나이전의생

산및영업기반, 근로자노하우가소멸될위기를

억제하는것이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로이러

한경제인프라가붕괴될경우한국경제의장기

적인성장능력을떨어뜨릴수있기때문이다. 다

만,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코로나19 이후는 경

제적지형이다를것이며, 모든분야의공급능력

이그대로회복되지않을것이다. 없어질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은

신규사업의창조력이라고할수있다. 비대면형

소비와원격근무환경의확산과함께각산업에

서의디지털혁신을한층강화하면서새로운수

요창출에주력할필요가있다.  

이노베이션의촉진과규제완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노베

이션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확대 등의

경기부양책도우리정부가모색하고있는디지

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혁신 효과를 극대

화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질필요가있을것이

다. 막대한재정적자가우려되긴하지만정책성

과가미진한상태에서경제활동이위축되는낭

비를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부담 없이도

민간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규제혁신정책

을통한신산업육성책이중요한시점이라고할

수있다. 

원격근무, 원격서비스가각산업분야로확산

될것이며, 이는그동안국내산업으로서장벽이

있었던분야에서도글로벌경쟁이한층강화되는

효과를갖게될것이다. 마치과거에강력한규제

로보호되었던방송컨텐츠산업이유튜브등의

등장으로순식간에글로벌화압력을받게된바와

같이앞으로의료, 컨설팅, 금융, 법무, 회계, 각종

조사등다양한고도숙련서비스도신흥국의저

렴한우수인력과경쟁하는시대로변화할수있

다. 이에대비하여대대적인규제완화와함께원

격의료등의산업기반을정비하면서각종고도

서비스산업을한류컨텐츠처럼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는디지털혁신이중요한시점일것이다. 

그리고모든산업의기반이될디지털분업및

서비스인프라를강화하면서산업경쟁력을높일

필요가있다. 기존의대면형지식공유를기초로

한산업클러스터와다른형태로각지역에분산

된인력이가상공간에서효과적으로분업하면서

지식을공유할수있는디지털인프라가중요해

질것이다. 이것이인구의지역분산화효과를높

일수있도록유도하는것도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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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로퍼지면서끼친경제적영향

지난해말중국에서시작된코로나19가세계경

제를 비롯한 한국경제에 이전의 금융위기 등과

다른형태로충격을주고있다. 기존의경제위기

의원인은다수국가들의금융시장에서시작되거

나국제유가와같이실물시장에서시작하여세계

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코로

나19는소비나투자의실물부문위축에서시작하

여금융시장에각국가별로순차적으로또는동

시다발적으로충격을주면서세계경제에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인근

국가인 대한민국과 아시아로 충격을 주었으며,

시차를두고세계로퍼졌기때문에우리나라경

제도코로나19로인해많은타격을입었다고할

수있다.

세계적경제위기대한민국도예외아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 이하일 때 세계 경제

를 경기침체(recession)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

다. 세계경제는 1960년이후에 1970년대두차

례 오일쇼크, 1990년대 초 자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

기침체를겪었다. 이러한기간중에미국경제는

특집Ⅱ 코로나19발경제위기진단

정부경제정책방향모색

김상봉

한성대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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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마이너스 성장률까

지 나타내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기관의 발표일자가 최근일수록 세계 경제성장

률과개별국가들의경제성장률은낮아지고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전망에서세계경

제성장률은 -3.0%, 우리나라는 -1.2%로 전망

하였으며 봉쇄 조치가 50% 더 길어지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보고 있다. 봉쇄 조

치에따라 2021년세계경제성장률은 3.8%, 코

로나19가재발하면-1.2%로보고있고, 봉쇄조

치와코로나19가재발하면 2021년 -2.2%로보

고있다. 이와같은원인은개별국가의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생산이 어려워졌고, 외부에 나가

지못하면서소비가감소하였으며, 개별국가들

의봉쇄조치등으로인해수출도줄고있는상

황이다.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2% 이하를나

타낸것은세차례있었다. 1998년 IMF 외환위

기 당시에 -5.5%,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1.7%, 2008년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0.8%

등이다. 지난해에 1% 후반의 성장의 위기가 있

었으나 4분기에 건설발주 등으로 2%를 사수한

바있다. 사실코로나19가아니더라도한국경제

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었

다고할수있다.

코로나지속기간이경제성장률에

가장중요한요인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지속기간이다.

코로나19의 지속기간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뿐

만아니라다른나라들의경제도회복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가2020년 6월, 9월, 12월에끝나는것

에 가정하여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최근에나오는경제성장률전망은대부분

2~3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성장률을 전망한

다. 그러나 12월까지코로나19가지속되는경우

의경제성장률은한국개발연구원과국가미래연

구원이 거의 같은 날 -1.6%로 발표하였다. 다

만, 코로나19가9월까지지속되는경우, 주요기

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0.5∼

0.7%를나타낸다. 

2020년 12월까지코로나19가지속되는경우,

민간소비는 -4.6% 정도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미 2월 20일이후코로나19로인해서비스업

부터타격을받으면서매우빠른속도로소비가

감소하였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비로 2월

-2.4%, 3월-8.0%, 4월-2.2% 감소하였다. 일

시적으로승용차판매가증가한부분은있으나,

운수·창고, 도소매, 숙박·음식점, 예술·스포

츠·여가, 교육,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

대 서비스업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과 건설업의 생산지수도 감소

하고있다.

설비투자는 2019년상반기에 -12.28%, 하반

기에-2.57%로낮았기때문에기저효과로인해

2020년은 2.8% 정도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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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도 2019년 상반기 -5.12%, 하반기

-1.24%였으나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

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의 정부

SOC 투자가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하여 2020년 -0.4%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해 -2.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의 여파로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감소할전망이다. 2020년 1분기에아

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였

기 때문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였지

만, 2분기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코로

나19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및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국제수급 상황과 수출국 경기

는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

에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

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겠지

만, 2019년보다하락할전망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취업자수는전년대

비로월평균 127.6만명의취업자수가감소하

였으며, 제조업 -62만 명, 건설업 -45만 명,

음식숙박업 -16만 명, 도소매 -14만 명, 기타

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7만명등으로나

타났다. 2009년금융위기에월평균 8.7만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13만 명,

음식숙박업-11만명, 기타개인서비스업-8만

명, 금융및보험업-6만명, 도소매업-4만명

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의수치상취업자수

가이미금융위기당시의취업자수감소는넘

어가고있다. 3월의취업자수는-19.6만명, 4

월의 취업자 수는 -47.6만 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평균 3.8만명이던일시휴직이 3월 126

만명, 4월 109만명으로증가하였다. 즉, 현재

는 일시휴직중이지만, 언제든지 취업자 수 감

소로다가올수있다는점을감안하면 IMF 외

환위기수준이라고볼수있다. 

물가지표중 하나인 GDP디플레이터는 코로

나19 이전에이미 5분기연속마이너스를나타

내고있고폭도많이좁아지지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인해 4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

대비 0.1%, 전월비 -0.6%를나타냈다. 식료품

및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외환위기이후

인 1999년 12월이후가장낮은상태를지속하

고있다. 따라서이미우리경제는디플레이션

상태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

2020년에코로나19가종식된다면 2021년의

경제성장률은 3% 초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020년 -1.6%를 기준으로

2019년 2%를 가정하면 2022년에 3.6% 정도

성장을해야정상이다. 그러나각종지표나물

가 등을 보면, 3.6%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우리나라경제는 2020년마이너

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 2021년 3% 성장을

할수있으나, 2022년이후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L자형에서일부작은경기변동이있을지몰라

도, 현재 산업구조 등으로 예전처럼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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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기는어렵다고보아야한다.

단기및장기정부정책의방향모색해야

정부정책은단기적인부분과장기적인부분

으로나눌수있다. 단기적인부분으로산업의

패러다임변화를읽어야한다. 산업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하까지

기술수준, 인력및생산현황등을파악하고,

다른나라와비교하여어느정도수준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코로나19로인해

발생하는 특징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며

민간부채증가율보다정부부채증가율이크게

증가하고, 온라인 소비 등의 무형자산이 확대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로인해글로벌분업체계는와해되어, 지

역거점화가되거나지역내비교우위가있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민간 비대면 산업의

고용이감소하고, 정부의사회복지·보건·환

경등의소비성지출은자본적지출에비해확

대되는경향이있다. 소비의비대면화, 데이터

나기술에관련된투자, 기업의리쇼어링에대

한 대비, 수출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 대비해

야한다.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에 대비하여 일본과 미

국의 1990년대이후경기대응을살펴보아야한

다. 일본이막대한재정정책및금융정책확장

을 이용하고도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온 점과

미국은산업구조조정과일부정책으로 2010년

대 경기호황이 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대응도 코로나19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

책을펼쳐야한다. 

여기에 장기적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논의

되던내용이다. 소비와관련된정책에대해최

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가있어야한다. 해외의사례, 정책적실험, 여

러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 파악, 재원 확보 방

법 등으로 우리에게 맞는 기본소득제도를 찾

아야 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면 현재의 최저임

금을업종별·종사자지위별최저임금을고민

해야한다. 여기에부동산가격정상화방법을

찾아 자산불평등도를 낮추어야 하며, 이는 가

계부채와 연결된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은

위의 정책과 연금, 교육, 주거, 국방 등 모든

분야에영향을미칠수있다. 

투자와관련된부분으로앞에서언급했듯이

전산업을대상으로방향타설정후에산업구

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각종 세제 변화, 기업부채 감소 방향 등에 대

한정책이필요하다. 정부지출과관련하여일

자리대응, R&D 투자등에대한부분이필요

하며, 수출입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 변화, 산

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 역할 등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 설정

을통해우리나라경제가다른나라들이이전

에겪지못했던새로운방향을제시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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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우리가살던익숙했던세계는순식간에사

라지고 새로운, 매우 낯선 세계가 등장했다. 지

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말을

실감하는중이다. 인간이도시문명을만들어함

께모여살면서기본적인의식주를확보하는생

존력과삶의즐거움을높였던방식은이제매우

위험해졌다. 고대도시의 역사를 대략 4천년 정

도로본다면, 4천년동안우리의생존을지배했

던방식에일대변화가시작되었다.

美퀀텀런, 생존기업 1천여개발표

구글에서‘world after corona 19(코로나19

이후세계)’라는키워드를넣으면 6월 12일현재

7억7천만건의 문서가 검색된다. 사태가 불거진

지 6개월여만에전세계에서코로나19 이후를

전망하는각종문서를이만큼쏟아낸것이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쯤 되니 10명에 한 명꼴로

코로나19 이후의세계에관해의견을보탠셈이

다. 이처럼수많은전망과변화예측이난무하는

상황에서어떤탐색의프레임을갖고보아야뿌

연먼지속에서도다소나마뚜렷한방향성을볼

수있지않을까. 

이 글의 제목에서 밝히듯 코로나19가 불러온

인간 생존방식의 변화로 논의의 내용을 좁혀보

자. 우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필요가있다. 필자는 2018년한국고용정

보원의연구진과 2030년에도생존, 번영할세계

적인 기업을 찾아본 적이 있다.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직업능력을 제안하는 연구

였다. 당시여러문헌중미국의조사업체퀀텀

런이라는곳에서 2030년까지성장할것으로예

측되는글로벌 1000개기업을발표한것이눈에

띄었다. 영국의 에너지업체 BP, 스위스 금융그

룹UBS, 정보통신기업 Apple, 다국적제약회사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와인간생존방식의변화

朴晟元

국회미래연구원연구위원

정치학박사(미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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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ter, 세계적인식량기업Monsanto 등우

리가많이들어본기업들이리스트에있었다.

한국의삼성전자도50위권에들어있다. 

2030년에도생존하고번영할글로벌 1000

개기업의사업영역은다름아닌인간의생존

조건과직결되어있다. 인간이이동하고산업

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인간이 거주할

집을 장만하거나 창업, 재산관리를 해주는 금

융, 일과재미그리고사람과사물의관계를맺

어주고확대해주며삶의안전성을높여주는정

보통신(ICT), 장수와 건강의 보건의료, 식량과

신물질을다루는화학등 5가지영역은인간의

직접적인생존의조건이다. 여기에우주항공산

업이추가되는데, 이는인간의조건을우주로까

지확대한다는의미를내포한다. 

정리하면, 인간의 생존조건에서 ▶이동 ▶창

업, 집장만▶일과재미, 안전▶건강과장수▶

식량 등 기본적인 5가지 조건에 인류의 새로운

삶의 터전과 자원의 보고로서 ▶우주를 추가할

수있다. 6가지생존조건이코로나19 이후어떤

변화를겪게될것인지전망할수있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삶에대해어느정도방향성을

감지할수있다. 분야별로하나씩살펴보자.  

당분간이동은축소감소될전망

우리삶에서막대한에너지를사용했던이동

은당분간축소, 감소될것이다. 최근뉴욕타임

스는 511명의감염병역학자에게설문조사를한

결과, ‘결혼식, 장례식방문’‘교회, 절등종교

행사 참여’‘스포츠, 콘서트, 영화 연극 관람’

등의재개는적어도 1년이상은걸릴것으로전

망했다. 이마저도예전의수준으로회복하는것

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개의 수준이다. 비행기

여행도 1년 이상은 되어야 권장할 만하다고 역

학자들은전했다. 코로나19가종식되지않는상

황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감염의

가능성을높이기때문에모임을위한이동뿐아

니라이동을위해사용되는공공교통수단의이

용도제한될수밖에없다.  

창업과집장만의변화는어떨까. 지난 5월중

소벤처기업부에서발표한‘코로나19 이후스타

트업 환경변화’설문조사를 보면, 492개 응답

업체중 42.5%가“스타트업생태계는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2.3%는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았

다.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환경

변화로신규사업아이템발굴’‘비대면연계서

비스산업확대’등의의견이포함되었다. 비대

면연계서비스는집에서다양한소비가이뤄진

다는 홈코노미, 온라인 교육 등의 사업이 언급

코로나19 이후도심공원을찾는사람이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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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으며, 이사업은글로벌진출도용이하다는의

견이있었다. 한편, 부정적전망에는소비심리의

위축으로매출감소, 특정분야에만집중되는정

부의지원등이언급되었다. 

거주환경에 대한 전망을 생존방식의 변화와

연결시키면, 집은기존의집과는달라질가능성

이높다. 비접촉커뮤니케이션, 재택근무의증가

로 집은 휴식의 공간이자 일하는 공간, 공부와

연구의공간으로인식될것이다. 운동도집에서

하는사람들이증가할것이다. 그에따라침실이

작아질수있으며, 거실의용도가다변화될것이

다. 아파트의층간소음은이전보다더욱문제가

될소지가높아공동주택에서지켜야할예절이

강제될것이다.

주거가일과학습의공간으로의미변화

한편으로, 좁은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면 가족

구성원간갈등이빈번하게발생할수있다. 인

간은때로는자신만의영역이필요한데, 이를침

범하게되면부부간에, 부모와자식간에물리적

충돌이생길수있다. 이런갈등을피하기위해

구성원 각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많아겉으로보기엔가족이지만사실은각자

한공간에서사는‘따로가족’일수있다.

일과 재미, 안전의 측면에서 변화는 어떨까.

코로나19는접촉을통한전염이문제가되기때

문에 사람과 접촉하면서 일했던 노동자는 일자

리을잃을가능성이높다. 이미가사도우미, 노

인과아이를위한돌봄노동자등의일자리는대

폭감소되었다. 사회적만남, 이동의자유가억

제되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의 노동자들도 대거

일자리에위협을받고있다. 여행과숙박, 동네

상점, 노래방 같은 유흥업의 매출은 급감했다.

또한인구밀집도가높은대도시가농산어촌보다

일자리위협에더노출되었다. 도시화는당분간

주춤할수밖에없을것이다. 

비접촉 생활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사업의 방

식도온라인, 모바일을적극이용해야한다. 주

문과결제는물론, 홍보나마케팅도온라인과모

바일을활용해소비자들을찾아가야한다. 이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등

관련업체들의주가는상승했다. 비접촉으로일

상이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거나 콘서

트음악을듣고스포츠경기를관람하는추세가

강해지고있다. 비록현장에는없어도현장에있

는듯한느낌을주도록한다든지, 관객들의반응

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프로그램의 내용

이변화되어가는과정그자체를중계하는방식

은확산될것으로보인다.

건강을지키는방법에서도변화가일고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누가옆에서마른기침만해도그자리를떠나고

싶은마음이생긴다. 또한, 모여야운동할수있

는종목들도당분간쇠퇴가예상된다. 최근서울

양천구의 한 탁구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로보면가까운거리를두고벌이는운동이

감염병에취약하다는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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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사스이후지금까지 4번의세계적감

염병이돌았는데, 이때마다보고되는이슈는정

신건강에관련된것이었다. 확진자를다루고치

료하는보건의료종사자들은늘감염에대한불

안감이 있어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어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다. 회복된 확진자들도

사회적낙인으로고통을당하기도하고, 병이나

았음에도고통스러웠던치료의과정을떨쳐내지

못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

사회적이동제한으로식량안보부각

식량분야에도적지않은변화가예상된다. 세

계적전염병이후식량부족문제는상시이슈처

럼 등장하는데, 논리적 근거는 이렇다.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식량을

생산할인력이부족해진다. 지역폐쇄로식량운

반도제한적이고, 수출입도자유롭지못하다. 식

량안보를위해쌀생산국들은수출을줄인다. 생

산이줄면서곡물가격은오르고, 그에따라제

때에 적절하게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코로나19

이후식량위기가닥칠수있으니각국의적극적

대응을요구한바있고, 유엔산하기구세계식량

계획은 대규모 기근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다보니, 이전부터

식량의미래에서주로논의되었던식물고기, 곤

충식량등대안식량개발, 식량난에대비한유전

자 변형 농산물의 확대, 도심이나 근교에 수직

농장(또는빌딩농장)이나지하농장의개발등이

다시언급되고있다. 

인류의생존조건을예상해볼때, 우주분야에

대한고려도필요하다. 마치인공지능을연구하

면서인간을더잘이해할수있듯이우주를연

구하면서지구환경과인류의삶의조건을더잘

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우주에는지구에서얻

기힘든희귀광물자원이있다. 예를들면, 달에

풍부하게매장되어있다는헬륨3의경우, 1그램

의헬륨3는석탄 40톤의전기에너지를생산한

다.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방식

의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방사능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주를 탐사하고 개발하려

면여러혁신적인기술이전제되어야한다. 코로

나19 이후최근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가최

초로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

는인류의새로운생존조건에던지는함의가작

지않다.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해개인적의견을제시해보았다. 코로나19 사

태는아직진행중이지만, 우리사회는급변의시

대에 매우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

력이강하다는점을재확인하고있다. 이러한역

량은사회적 DNA로세대에서세대로전승되고

있음을가정해볼때, 지금의위기에도우리국

민은어려움을잘헤쳐나갈수있다고믿는다.

훗날역사가들이이시대의시민들은위기를잘

견딘것뿐아니라기존의고질적사회적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대안을 기획하고 실현한 시민

으로기억했으면더욱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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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새로운삶의혁명을

촉발하고있다

Covid-19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쓰나미 물결처럼 전 인류를 휩쓸고 있다.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그 물결이

언제그앙상한잔해를남기고빠져나갈지우리

는아직모른다. 그리고조만간또다시우리에게

밀려올제2, 제3의코로나바이러스쓰나미를예

견하기는그다지어렵지않다. 해안에서일어나

는 쓰나미는 물리적인 에너지의 힘으로 인류가

쌓아올린물질문명의탑들을순식간에무너뜨리

지만, 코로나바이러스쓰나미는인류의삶과사

고의방식을한순간에변화시키고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기존의관습과양식, 이념과가치따

위를근본적으로흔들어새로운삶의혁명을촉

발하고있다.

새로운삶의혁명을견인하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및사물

인터넷등의요소기술과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과증강현실등의응용기술, 그리

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의 통합기술들은 기

존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새로운삶의혁명을견인하는디지털수단이다.

그 동안 조용히 밀려오던 4차 산업혁명의 물

포스트코로나

Covid-19와함께우리곁에
성큼다가온디지털생활체육

Covid-19와함께우리곁에
성큼다가온디지털생활체육

박승훈

엑서마인(주) 대표
미국플로리다대전기공학박사

서울대공과대학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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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Covid-19라는급격한지각변동으로인해

쓰나미로 변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

다. Covid-19는게임체인저로서 4차산업혁명

으로 이미 준비된 새로운 삶을 인류가 겸허하

게, 그리고일거에받아들이도록하는촉매제의

역할을하고있다.

Post-Coronavirus 시대의 일상은 어떻

게변화될까

Covid-19가쓰나미처럼휩쓸고들어와바꾸

어 놓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은 이번 사태가

끝난후에도이전과같은생활방식으로되돌아

갈 것 같지는 않다. ‘접촉하다’는 단어의

‘contact’에서‘con’을떼어내어대신‘아니다’

라는부정의의미를갖는접두어‘un-’을붙여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서 처음 만들어진 국산 단어

이다. ‘Untact’라는 단어야말로 코로나바이러

스 사태 이후 일반화된 새로운 생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일 것이다. 참

고로, 해외에서는얼굴을서로맞대지않는‘비

대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no

contact’또는‘zero contact’라는단어를많이

사용한다.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와 전

통 때문에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원격의료, 원격교육, 그리고 새로 등장한 드라

이브스루검사등최소접촉또는비대면서비

스도이번사태를계기로쓰나미처럼급작스럽

게우리생활에깊숙이들어왔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한

도시봉쇄, 격리, 검사·추적·치료, 사회적 거

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조치들은 그

동안의자유로운일상이사실은우리에게주어

진얼마나경이로운자유와혜택이었는지깨닫

게 해 주었다. 21세기 최악의 비극으로 평가받

고있는 9.11 테러이후에송두리째달라져서영

원히 되돌려질 것 같지 않는 공항의 검색 풍경

을보면서코로나바이러스이후달라진뉴노멀

(New Normal)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 곁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Post-Coronavirus 시대, 

우리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

미래에 창궐할 새로운 바이러스들도 이번

Covid-19처럼백신이나치료제가나타나기전

에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번Covid-19사태와같은상황이앞으로빈번하

게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는어떻게살아가야할까?

첫째로,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

다. 면역력을높여서새로운바이러스에노출되

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운동으로스스로건강을관리하는셀

프케어가매우중요하게된다.  

둘째로, 개인의 라이프 로깅(life-logg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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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중요하게된다. 체온, 혈압, 심장박동, 호흡

등과 같은 개인의 활력징후 데이터와 생활기록

은자신과이웃의건강한생활을위해서반드시

기록되어야한다. 감염증의전파를억제하기위

해서자신이언제, 어디를방문해서, 무엇을했

는지반드시기록되어야하고, 자신이나만났던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기록된정보를공유해야한다.  

셋째로, 사회적, 생태학적인낭비와과소비를

멈추어야한다. 기본적으로불필요한만남과비

효율적인 과소비는 절제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기술을최대한활용하고, 물리적인이동을동반

한대면만남은꼭필요한경우에만이루어지도

록 하여, 물리적인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생태계를

위해서절제되어야한다. 건강식품을만들기위

해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의 삶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새로

운바이러스들이출현한다.     

새로운 삶의 인프라로 등장한 생활체육은

이제디지털혁신이필요하다

Post-Coronavirus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운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이다. 현대의 진시

황제들이원하는불로장생의건강식품을만들기

위해얼마나많은자연과동물을훼손하고포획

하였는가? 최근들어많은의학자들이저렴하면

서도 가장 확실한 불로장생의 만병통치약으로

운동을추천하고있다. 생활체육을통해서운동

을생활화하면, 자연과동물을보전하면서온인

류가건강한삶을살아갈수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은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에어로빅 댄스 등과 같이 모두 모여서

함께운동하는종목들을위주로발전해왔다. 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활용하면, 기존 생

활체육과는차원이다른형태로혁신할수있

다. 기존생활체육을디지털변환을통해

확대재발명한새로운형태의생활체

육을 디지털 혁신 생활체육

(Digital Innovated Sports-

for-All) 혹은 디지털 생활체

육(Digital Sports-for-All)이라

하자. 오프라인 상에서 함께 운동하

기도 하고, 각자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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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TV 등을통해서마치공간과시간을넘어서함

께운동하는것처럼즐길수있다. 

디지털생활체육은단순히즐기는스포츠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스포츠와 헬스케어가 융합되

어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가정에서사물인터넷운동장비를가지고, 인공

지능개인트레이너의지도를받으면서, 먼곳에

있는 친구와 함께 신나게 게임하듯이 운동하는

모습을상상해보라. 인공지능개인트레이너는

자신의수준에맞는운동을처방하고, 사물인터

넷운동장비는운동하는동안각종휴먼데이터

를수집할것이다. 운동을즐기면서쌓인스트레

스를모두떨쳐내고, 강한근육과심폐기능을가

지게 될 것은 물론이다. 밤에는 달콤한 숙면을

취할것이다.   

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은새로운

인공지능산업의데이터기반이다

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을활용한서비스가활

성화되면, 사물인터넷운동장비를통해서매일

막대한분량의휴먼빅데이터가수집된다. 운동

종류, 운동강도, 운동시간은물론건강상태와체

력상태및운동할때의다양한생체정보를수집

할수있다. 건강상태를측정하고평가하기위한

장비들을구비한오프라인허브를설치하여수집

한측정평가데이터에운동데이터를연결하면,

그데이터의가치는더욱높아지게된다. 디지털

생활체육플랫폼은휴먼웰니스를위한인공지능

의원천이되는빅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가장

강력한플랫폼이다. 이러한휴먼빅데이터를이

용하여개발된인공지능시스템은개개인에맞는

정밀맞춤운동처방은물론새로운건강지식들을

창출하여축적할수있다. 물론, 개인정보의보안

을철저히해야함은당연한일이다.

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은생산적인

일자리의보고이다

대부분의고령자들은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우울증을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관리하기위해막대한비용을지출하고있

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 이러한 비

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즐길 수 있

는건강운동이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을통해

널리대중화되면온국민들이건강하고활기찬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품 수입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

회사들에 지불하는 막대한 약값을 획기적으로

절감할수있다. 

디지털 생활운동 플랫폼을 활용한 각종 응용

서비스들은국내인력과국산제품및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국내에서 조달된

다. 또한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을구성하는각

종스마트운동제품과시스템및서비스를위해

서는전문인력들이많이필요하며, 새로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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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창출된다.

디지털 생활체육 플랫폼은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막대한 의료비 절감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을한꺼번에이룰수있는일석삼조

의생활인프라프로젝트이다.

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은새로운삶의

기반이된다

이번 Covid-19 사태를계기로많은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체험

하게되었고, 봉쇄와격리로인해뚜렷한성과도

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만남과 모임의 비효

율성을새삼스레깨닫게되었다. 재택근무와과

잉접촉의절제로인해‘일과삶의균형’을일컫

는‘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진정한

의미와효과를실감하였고, 생활에서삶의중요

성을체험적으로느끼게되었다. 

‘일과 삶’에서‘일’의 공간적인 기반은 직장

이고, ‘삶’의 공간적인 기반은 가정이다. ‘일’

이직장이라는비즈니스플랫폼을기반으로이

루어진다면, ‘삶’은 가정이라는 라이프 플랫폼

을기반으로이루어진다. 생산성을높이기위해

눈부신속도로혁신된비즈니스플랫폼에비해,

라이프플랫폼은아직도원초적인욕구의충족

에 만족하고 있다. 워라밸의 삶에서 운동은 식

사와수면과함께미래의삶에서하루도빠뜨리

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되었다. 디지

털생활체육플랫폼은‘워라밸’삶의 3대기본

요소에속하는운동을효율적으로지속하게하

는기반이다.

디지털 생활체육 플랫폼을 보급하기 위한

국민운동이필요하다

이번 Covid-19 사태는전대미문의전인류적

인재난이지만, 동시에우리에게는새로운변화

를과감히받아들일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

을 연출하였다. 위기에서 더 강한 대한민국은

K-방역과 K-바이오의 우수성, 국민들의 높은

책임감과공동체의식이전세계에알려지게되

어국가의품격이현저히높아지는계기가되었

다.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생활체육

플랫폼을보급하여 Post-Coronavirus 시대새

로운삶의글로벌표준을만들어세계를선도할

수있다면, 우리의새로운생활양식과건강문화

를세계에전파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들이

융합된 디지털 생활체육 플랫폼이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이 되리라는 것

은자명한일이다. 

디지털생활체육플랫폼을활용한새로운개

념의 생활체육을 국민운동으로 널리 보급하고

이를바탕으로사용자경험을축적하고끊임없

이발전시키면, Covid-19 재난의세계적인구

원투수로 깜짝 등장한 대한민국이 뉴 노멀 건

강생활문화의선도자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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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직하면서 친환경 생명과학 연구와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한계를 극복

하고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해왔다. 환경산업기술원 재직시엔 환경 분

야의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기 위

해‘환경라벨링 국제 세미나’,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UKC)’,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UKC)’등국제적인컨퍼런스개최

를통해세계적으로우리기술과대한민국을알

렸고,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출범해 724억원,

온실가스저감(Non-CO2)에 520억사업비를투

자받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R&D를총괄하는환경기술본부장으로서연구

실규모의실험에국한되지않고, scale-up test

를통해현장적용가능한기술개발을적극지원

해R&D 자금을가장올바르게배분했다는평가

를받기도했다. 

미세먼지이슈와국민의건강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및중국발초미세먼지로인해대기오염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

한사망자는 10만명당 24명으로이것은주요 12

개국중중국다음으로높은수치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종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질환그리고피부질환등각종질병에노출될확

률이증가한다. 

미세먼지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국민의건강을위협한다. 

기준강화로강력하고꼼꼼한관리대책필요

국내미세먼지대기환경기준은주요국가대

비낮음에도불구하고일평균달성률 8.2%로매

우낮은실정이다. 우리나라미세먼지(PM10) 일

평균 기준은 100㎍/㎥이나 대부분의 측정소가

일평균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달성률이 미흡

한것으로나타난다. 미세먼지연평균기준은약

40%의미달성률을보이며, 24시간기준은 90%

이상미달성률이상당히높은편이다.

그러므로이에따른법규와규정을조금더세

분화하고 엄격한 감시체계를 설립하여, 우선적

환경칼럼

강력한미세먼지

대책과4차산업

김정주

경북대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부초빙교수

미래통합당중앙위원회생명과학분과위원장

前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본부장(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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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일평균기준을달성하도록장려하고, 필요

한경우에는불이익을주도록하여종국에는기

준을지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파리시의 경보발령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80㎍/㎥으로 우리나라보다 20㎍/㎥ 낮은 엄격

한기준을적용중이다. 우선적으로국내의기준

을완수하도록한뒤, 세계보건기구(WHO)의기

준에맞춰순차적으로대기환경기준및배출허

용 기준을 낮추는 규제예고제를 통해 배출시설

의변화를우선해야한다.

미세먼지대책

▲석탄발전부문중·장기적과제

단기적으로발전부문은미세먼지를적게배출

하는발전원을우선적으로가동하는환경급전방

식으로우선추진해야한다. 석탄화력발전과유

류화력은 가스 화력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월등하다. 가스대비석탄은 3.8배, 유류는 5.4배

더많은오염물질을배출한다. 미세먼지배출량

이적은순서는가스발전, 석탄발전, 유류발전이

므로, 가스발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유류발전은

마지막으로가동하도록해야한다. 해당방식은

발전비용은 증가하나, 건강비용과 생산성 하락

효과등을고려하면비용효과적인대안이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석탄발전및유류발전부문

을 셧다운하여 친환경 발전부문으로 교체하는

Emerald n’Gold), 좀사철나무‘에메랄드게이

티’(Euonymus fort. Emerald Gaiety), 인동

(Lonicera pileata Moss Green), 큰개불알 풀

(Veronica Waterperry Blue), 협죽도 (Vinca

minor La Grave) 등의식물을선택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도시내초미세먼지는상당수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후 런던은 더 이상 미

세먼지 현상이 존재하지 않아‘스모그 도시’라

는오명을완전히벗어나게됐다. 

생명과학분과위원회

필자가재직하고있는경북대생명과학분과위

원회는 4차산업시대를대비하여미래먹거리로

정부와국회가성장가능성있는기업을발굴하

고현재스마트팜에만집중되어있는정책을가

공, 위생·안전, 유통, 소비, 시장, 계획까지를

포함한농식품산업전반으로확대하여 4차산업

고부가가치를실현하기위해결성되었다.  

단순생산성에만초점을두었던 3차산업시대

를 벗어나 개개인의 생활 영역 및 활동에 대한

맞춤형생산과공급으로변화해나가야할것이

다. 우리사회가급변한것을대비하여기술중

심의산업에서벗어나인간이중심이되는‘생활

혁명’으로전환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지금까

지 4차산업을질적향상보다는양적향상에집

중해 왔다.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는 스마트 팜

위주로만연구개발에집중해온것이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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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최종목표로한다.

단기적인 환경급전방식을 채택하면서 현 발

전기의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교체및신설이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를모두교체

및 신설할 경우 발전소 1기당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최근

5년간누적당기순이익이 13.4조원이었으므로

설비교체비용은수용할수있다.

▲수도권의운행제한확대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체 대기오염 경보제도

를운영중이다. 경보제도를통해미세먼지경보

시차량이용제한및시내구간별제한속도규

정을 하고, 특정 수송수단에 대한 이동 조치를

하면서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고있다. 우리나

라도 이와 같이 고농도 구간의 자동차 운행 자

제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전기차종으로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

급 확대가 필요하다.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등수송부문주요대책에의해저감할수

있는미세먼지는약 893톤으로추정된다. 전기

자동차가보급되기이전에충전인프라가선행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는 전체 충전 시설 중

65%가 서울과 제주에 집중되어 있다. 제한된

인프라와 더불어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완속

충전기인 것이다. 전국적인 충전시설 확대와

급속충전기의설치를 필요로 한다. 이와함께

충전방식을 다원화 하는것을요하며, 신축아

파트에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

폐율 면적에서 제외하는 유인책 등의 사용을

고려해야할것이다.

▲주요국가사례와도심내녹지확대

런던시는도시순환녹색벨트법을발표하여도

시의 난개발을 제어하는 동시에 농지의 보호를

추진했다. 또한도시녹색벨트개념을토대로런

던의도시녹지면적을확장시켜미래도시의열

섬순환을완화시키는시초를다지게되었다. 

Mark Laurence는 초미세먼지농도 저감을

위해식물벽(Plant wall)을제작했다. 로렌스는

런던시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에지웨어로드

(Edgware Road)에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

데, 먼지흡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라벤더

(Lavandula Munstead Herb), 석잠풀(Stachys

byzantine Silver Carpet), 꽃무(Erysimum

Bowles Mauve), 제라늄(Geranium mac.

Bevan’s Variety), 좀사철나무‘에메랄드엔골

드’(Hypericum calycinum, Euonymus fort.

자유한국당중앙위원회생명과학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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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양과 질 모두 균형 있게 성장시켜 나갈

수있도록하여세계경쟁에서앞서나갈수있

도록해야한다.

4차산업의필요성

앞으로 2050년세계인구는약 100억명이상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73%의육류소비가증

가할것이다. 소비량을감당하기위해서매년약

2억 톤의 육류를 추가 생산해야만 한다.(FAO,

2009)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담수 등의

자원은이미포화상태이며, 각종전염병및기후

변화는농·식품산업의근간을위협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생명과학과 4

차산업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이다. 생명공학

기술과식품산업의융합은폭발적인인구증가및

고령화사회로인한환경식량부족과환경문제

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혁신기술이발전하고

있는 추세다.(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Engineering·Medicine, 2018)사회변혁

이슈에매우민감한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다양한정부정책을추진중에있다. 녹색,

지속성장, 창조경제등의이슈중심의정책추

진이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으며,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가장중요한정책이슈가되고있다.

4차산업의특징

4차산업혁명은초연결성(su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정보통신기술

(ICT)을통해인간과인간, 사물과사물, 인간과

사물이상호연결하여빅데이터와인공지능등

으로보다지능화된사회로변화시킬것으로예

측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생활 혁명이기에,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공지능이란사람과같이생각하고어

떤문제를풀어가는인간뇌의뉴런(neuron)과

게놈(genome)을 닮은 기계(hardware)다. 간단

히말해사람과같이생각하고행동하도록하는

시스템인것이다. 이것을식품산업에대입한다

면, 개인맞춤형식품이 4차산업혁명의결과로

나타날가장대표적인제품이될것이다. 

4차산업은단지기술에만초점을두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중요도를 담고 있

다. 즉, 인간의행복과삶의질의향상이주목적

이다. 인간의행복중가장밀접한것은먹고즐

기는것이다. 단순히식품의섭취목적이열량을

얻기 위함이 아닌, 식품의 맛과 행복을 느끼며

서로소통하는기능이라는점에대한이해가바

탕이되어야한다. 즉, 인간행복중심의생활경

제로전환되는생활혁명인것이다. 그러므로농

식품산업은 4차산업의핵심산업이될수있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과 이에 상응하는 현대 생명과학기술의 발

달로 사람의 건강상태나 맛, 행복 등의 감성적

요구를정확하게분석하여, 식생활습관에따른

맞춤형식품공급이가능해질것으로예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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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맞춤형식품은맞춤형농산물생산을이

끌게될것이다.

국내 4차산업시장의현실

현재국내 4차산업혁명의문제는생산경제의

측면으로만바라본다는점이다. 3차산업혁명의

특징인 효율과 편리 그리고 자동화의 연장선에

서‘생산’을강조하고있다. 먹거리산업에서도

4차 산업을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만 중점을 두

고논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의하드

웨어적요소는비교적강한경쟁력을갖고있다.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뒤

떨어져있는것이현실이다. 추격형연구만전념

하기있기에지금부터라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축인초연결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핵심

원천기술을선점해야한다. 

앞으로의방향성

4차산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화해 나

가야만 한다. 하드웨어적 요소인 초연결

(super-connectivity), 초지능 (hyper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은비교적강한경쟁력을갖

고 있는데 반하여, 머신러닝과 딥 러닝 그리고

빅데이터분야인소프트웨어적인분야는아직

도 부족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빅 데이터

의 소유 여부로 판가름난다. 이러한 빅 데이터

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생명과

학기술과생활과학기술두가지다. 

생명과학기술 :호메시스(hormesis), 유전자

분석기술, whole genome sequence 분석기술,

뉴트리지노믹스(nutrigenomics), 메타볼로믹스

(metabolomics),뉴트리지네틱스(nutrigenet

ics),뉴트리에피지네틱스(nutriepigenetics), 마

이크로비옴 (microbiome) 기술등

생활과학기술 :센스오믹스(sensomics), 미식

학(gastronomy), 문화체과학(culturomics), 소비

자의 식생활(diet style), 노는 style(none un

style), 식단체학(sikdanomics) 기술등세계적으

로빠르게발전하는생명과학기술의진보그리고

변화를따라잡기위하여이미개발된생명과학기

술을일상생활에보급하고적용하기위하여다각

적인연구를해나가야한다. 그와함께국내빅

데이터축적을위한신뢰성있는데이터의선별

및보정이가능한데이터의표준화를선행하여

해외의기술에의존하고있는기초기술과기반기

술에대한중장기적연구개발을하여기술적으로

독립을실현해야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말 그대로‘4차 혁명’이 도

래할것이다. 4차산업의먹거리는국민의안보

와생명에직결되며, 국민의건강과행복나아가

서는 국가전반의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할수있다. 3D 프린팅, 대체단백질등미래첨

단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행복과삶의질을올리는동시에국가간의경쟁

력을높이는기반을만들어나가야한다.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63   Cheil-868 



64

이번총선은투표율과압도적지지면에서여

당으로서는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 재난지원

금대폭지원, 지역구개발확대, 국회운영의효

율적독점화, 소득주도성장과탈핵정책의고수

등이여당의현실적유혹이지만, 또한역사적함

정이될수있다. 가령승객들의압도적지지를

받는대형버스기사가전면도로보다후면승객

에게 신경을 쓰면서 운전하면 오히려 승객들에

게대형참사를안겨주게된다. 

압도적지지로취임한드골국력강화몰두

압도적 신임을 미래국가 창조에 집중했던 드

골을보자. 2차세계대전승전국프랑스는혼란

의 정치에너지 때문에 내각은 추풍낙엽처럼 불

안했고, 정국은극도로혼란스러웠다. 

우국충정의 국가 지도자들이 드골 장군을 방

문해서 국난 극복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

했다.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면 본

인이정치혼란용광로에몸을던지겠다고약속

했다. 드디어힘들게헌법을개정해서압도적지

‘기술강국드라이브’
드골형리더십필요

회원원고

‘기술강국드라이브’
드골형리더십필요

李相羲

헌정회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의장

前과학기술처장관

11·12·15·16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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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신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드

골은오로지국력강화에몰두했다.

무엇 때문일까. 프랑스는 역사적으

로 독일의 첨단기술 국방력에 시달

렸다. 1차 세계대전은 물론 2차 세

계대전 때도 국경선에 구축한 만리

장성급 마지노선이 독일기갑사단에

추풍낙엽처럼 함락되고, 수도 파리

조차독일에점령되는치욕을당했다. 

이에 농업과 예술의 조국 프랑스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해양 개발, 항공우주 개발, 원자력 개발을

3대국정목표로정했다. 국무회의에서 3대국정

목표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국민교육개혁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집요하게 추궁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목표달성을위한각부처의구

체적계획을철저하게따졌다. 

당시장관들은대통령과의예산심의회의가마

치전시전략참모회의를방불케한다고했다. 대

통령의강력한블랙홀이국민의정치에너지를흡

입해서 3대국정목표달성물을빅뱅처럼쏟아내

게만들었다. 고층양식기술등해양개발기술,

콩코드등항공우주기술, 세계일류원자력기술

등이드골의역사적업적이됐고, 독일과경쟁하

는기술강국프랑스로자리매김하게했다. 

바이오산업육성을최대국정과제로

환경오염과 고령화 사회로 바이오산업이 급

속히부상하고있다. 또한코로나바

이러스 침공으로 바이러스 3차 세

계대전을실감하게됐다. 세계는급

변하는데 오늘 우리 정치는 조선조

말안방정치와유사하다고한다. 오

늘의 10위급 경제 강국을 만든 기

본은 무엇일까. “고지는 바로 저긴

데,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기어

서가야하는겨레가있다”는눈물겨운정신력,

소 팔고 논 팔아서 자녀교육을 뒷받침했던‘뜨

거운교육열’, 24시간불이꺼지지않는연구실

의‘탐구심’등이그것이다. 우리는방탄소년단

등 감성적인 분야에 강하고, 일본과 중국의 산

업국가에 시달리고, 정치적 감성이 뜨거운 점

등이 프랑스와 유사하다. 만약 오늘날 한국에

압도적지지를받는드골이존재한다면어떤정

치를 했을까. 바이오산업 육성을 최대 국정과

제로 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각부 장관이 위

원이 되는 바이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을

것이다. 

바이러스백신은물론치매, 고혈압, 당뇨, 암

예방 치료 등의 백신을 개발·생산·수출할 수

있게대통령이진두지원했을것이다. 결과적으

로홍익인간정신으로인류건강을위한배달민

족이되면우리는미래를밝히는동방의횃불이

될것이다. 따라서이번의정치적압승이이같

은역사적과업을위한하늘의계시로받아들여

야하지않을까.

샤를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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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490년고대그리스아테네의병사피디피

데스(Pheidippides)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약 40

여km를 달하는 마라톤 평원을 쉬지 않고 달려

서아테네시민들에게승전보를알렸다. 

그 당시 아테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지금의

이란)의다리우스(Darius) 왕은전력으로는월등

하게 앞섰으나 아테네의 장수 밀티아데스

(Miltiades)의지혜로운전략, 전술에서밀려대

패를당하고물러났다.

마라톤으로페르시아침공막아낸그리스

그전에피디피데스는아테네로부터약 250여

km 떨어진펠로폰네소스반도에위치한스파르

타(Sparta)에 지원군을 요청하러 달려갔고, 스

파르타의 놓인 정세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곧바로 왔던 그 길을 아테네로 다시 달려

스파르타의지원이불가하다고전했다. 그후아

테네는 절대적 전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마

라톤평원으로이동하여독자적인전력, 전술로

페르시아의침공을막아냈다. 

여기서피디피데스는승전보를전하고사망했

지만, 군인으로서 짧은 기간 안에 540여km를

달려낸살신성인의숭고한과정을읽어낼수있

다. 만약피디피데스의혁혁한무공이없었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아테네는 속수무

책으로 페르시아의 침공에 굴복했을 것이라 예

상할수있다.

이렇듯 마라톤은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굴하지않고끝까지최선을다하는과정이아름

답기에 후대까지도 칭송받고 길이 기억되는 것

이다.

물론 마라톤은 힘들고 외롭고 단조롭기에 즐

거움이덜하다. 다만인간의가장원초적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움직임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존

재하고행해지고있다. 앞으로삶의형태가어떤

모습으로변할지라도달리기, 마라톤은그본래

의원형질은변치않고고유의모습을유지하며

인간의DNA를계승발전시켜나아갈것임은자

명하다.

이렇듯단순한삶의움직임은이제우리네지

리적인영역을벗어나세계로더넓혀야하는시

대에살고있다. 한반도는아시아대륙의오른쪽

회원원고

요트산업, 
세계정상

머지않았다

柳晙相

헌정회이사(4選의원)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명예회장
(사)대한요트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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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위치해있다. 지도상그렇게표시되고기억

에자리잡게되었다. 자∼그럼시각을바꿔지

도를거꾸로 180도돌려놔보자. 머릿속에그려

보세요. 한반도를중심으로 5대양 6대주가펼쳐

지게보일것이다. 즉무엇인가가진출하는역동

성이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

지아니한가?

여기에착안해볼수있는스포츠, 산업으로는

요트, 배를떠올려봐라. 3면이바다로둘러싸여

있는한반도를기점으로전세계를향해서뻗어

나가는 스포츠! 그중에 바다와 연계할 수 있는

요트는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큰 시장이 형성되

어있고, 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앞으로도더크

게확장될것이다. 

일반적인 경기용 요트는 물론 레저용 요트까

지그가능성, 시장성은실로가늠할수없을정

도로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잘알다시피우리나라조선, 해양부분의기술력

은세계최고수준이다. 쉽게따라올수있는수

준이아니라는것이지난 20여년간세계시장에

서인정받고있지않은가? 

도쿄올림픽출전권확보한요트

다만지금까지는큰규모의산업용배에집중

하였었다면이제는눈을조금만돌려봐도그이

하의 규모나 기술력으로 외화를 획득할 부분이

꽤있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더구나경기용

요트만해도예전에는단순스포츠종목의하나

로서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수준이었으나 그동

안수많은어려움을이겨내면서아시안게임에서

수많은금메달을수확함으로써능력을인정받았

고더나아가제32회도쿄올림픽요트종목여러

부문에서 출전권을 확보하여 세계 수준에 올라

섰다.

경기력은해당종목에서장비나도구, 소모품

등의관련전후방산업에까지순차적으로영향력

을발휘한다. 

단적인예로양궁의경우 80∼90년대에우리

나라가 올림픽에서 눈부실 만큼 수많은 금메달

을획득했음에도불구하고장비인활은어쩔수

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목이기에 실제 경기에

서주로미국제를사용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

훈련하는요트선수들2019 보성군수배비봉마리나전국요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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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경기력을 발휘함으로써 활과 화살을 국산

화하는데노력을기울였고, 끊임없는기술개발

을꾀하여 2000년대이후국산활과화살이전

세계양궁시장을석권, 장악하게되었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한민족, 대한민국의 무궁

무진한저력이발휘되어세계정상에우뚝선선

진사례에서 보듯이 요트산업도 이제 서서히 양

궁의전철을밟아경기력은물론관련산업도머

지않아 세계정상에 도달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다만위의전과정에서는관계자들의각고

의노력을경주함은물론관련부처, 정부에서도

전략산업으로지정하여지속적으로용기를불어

넣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각별한 관심과 육성

이필요함은더말할나위가없다. 민관이서로

협력하면서 양자의 발전을 꾀할 모범사례를 만

드는것도우리들의과제라여겨진다.

요트와 IT가만나면세계최고석권

여기에한술더떠금방은보이지않는기술일

수도있지만진짜중요한것은, 달리는말에채

찍을가하듯이 IT와관련하여각종소프트웨어,

다양한 솔루션 등의 뒷받침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21세기들어대한민국은 IT기술과관련된업

종에서전세계에두각을나타내기시작했다. 어

떤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최첨단 선진의 길을

가고있다. 그누구도가보지않은길이다. 그만

큼어려움도있고예상치못한곤란에처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누구도가보지않은길이기

에 도리어 기회일 수도 있고, 5천 년 역사에서

언제나굴하지않고수많은난관을지혜롭게극

복한대한민국이기에그길또한뚜벅뚜벅걸어

갈것이다.

요트와 IT의 조화와 결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누구도넘볼수없는최고의기술력으로가까운

시일내에전세계를호령할수있을것이다. 더

나아가 IT를 더 IT답게 만들고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안전장치인보안기술, 산업또한우

리대한민국이만들어낸세계적인걸작임을숨

길수없다. 

이제는세계가하나다. 실시간으로정보를공

유하고호흡을같이한다. 이를가능하게하는웬

만한기술에서대한민국이가장높은위치에있

다. 하루아침에이뤄낸것이아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된것이아니다. 앞으로얼마나발전하고다

양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럴수록 우리나라는

뛰어난 지혜와 창의력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

을것이다. 지금까지해온것처럼.

이렇듯쉬지않고부단히달리고노력하는자

에게는단절과절망이있을수없다. 창창한앞

날이있을뿐이다. 고유한마라톤의인문학적고

찰을바탕으로스포츠, 요트, IT, 보안기술등내

면에는한줄기빛처럼꿰뚫고있는경험철학적

인흐름을볼수있다. 그것은중단없는전진이

요, 창조적인사고이다. 이를이루어낼수있는

나라는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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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깊고권위있는경제학자요비례대표로만

5선국회의원을역임한김종인전의원의회고록

인『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출간되었다. 평생을

경제학의연구에몰두해왔으며, 이십대초부터정

치경험을쌓은그로서는유독저서가많지않음을

감안한다면, 이회고록의출간은그에게있어서는

뜻이큰용단이라고말해도좋을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몰라도, 그는이책이굳이자전적인회고

록으로비춰지기를바라지않는것같다. 그는이

책이, 정치인들이흔히앞다투어내놓는자서전

따위가아니라, 이나라에살고있는모두에게그

의입으로직접말하고자하는것들이올올이들

어있는절실한메시지묶음이라는것이다. 

따라서그가겪은정치현장의경험을제손으

로풀어쓴이책이그가피운‘처음이자마지막

꽃’이라고한다면, 그리고이꽃이그어떤꽃보

다도아름답고신비하다면, 이꽃이피어나기까

지의 토양이 그만큼 남달랐음도 가볍게 지나칠

수없지않으리라. 

그는독립운동가이자대한민국초대대법원장

을지낸김병로선생의손자로태어났으며, 한국

외대를졸업한뒤에독일에서경제학박사를받았

고, 서강대교수로재직중에부가가치세실시문

제로정치와인연을맺은후근로자재형저축, 의

료보험도입등에기여한바가컸다. 그리고그

는, 민주정의당

을 필두로 더불

어민주당에 이르

기까지 여러 차

례 비례대표 국

회의원을역임하여‘여의도의포레스트검프’로

불리기도했으며, 여당, 야당을두루넘나들면서

비상대책위원과비상대책위대표를맡아매번총

선을승리로이끌면서‘닥터K', ’경제할배‘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올해 4.15총선에서도 미

래통합당의선거대책위원장을맡기도했다.

그리고특히그의이름이대중에게각인된것은,

그가헌법제119조 2항인‘경제민주화’조항을만

들고관철시킨장본인이라는것이다. 그래서이조

항은일명‘김종인조항’으로불리기도한다. 그는

90년대초청와대경제수석을지낼당시에는경제

사안을넘어국제외교에까지커다란역량을발휘

하여‘만능수석’이라불리기도한뛰어난책사요

브레인이었음은두루알려진사실이다. 그런그가

이책을통하여“영원한것은없다, 권력은물론!”

이라고소리높여외치고있다. 이점만보더라도

이책은, 줄곧껍데기로만민주주의를해오면서알

게모르게힘없는국민위에군림해오는이나라의

정치권뿐만아니라, 여타의모든특권층에게참고

서가되고거울이될것임이분명하다.(편집자) 

회원신간

영원한권력은없다
김종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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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는 역사화와 신고전주의 대표주자

이다. 그는나폴레옹을지지하고프랑스혁명당

시자코뱅당원이었으며, 그의예술은고전적인

화풍에정치적인이념을표현하였다. 당대에화

가들을배출한왕립아카데미를나와서‘로마대

상’을 5번째출품하여입상했다. 나폴레옹의총

애를받으며‘알프스를넘는나폴레옹’과‘호라

티우스의맹세’등의작품을남기고나폴레옹의

몰락과함께망명했다.

그의 작품‘사비니의 여인들(The Sabine

Women 1799)’은로마건국역사에나오는로마

군이 인구증가 정책으로 납치해간 사비니 여인

들을다시찾아오기위해사비니군이로마의카

피톨리노언덕을진격하여싸우는장면이다.

그림의 오른쪽은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Romulus)가방패를들고창을겨누고있다. 반

대의 중앙에는 로물루스의 레무스 형제가 늑대

와함께그려져있다. 두형제는늑대의젖을먹

고 자랐다는것이다. 바로그밑에는Rome자가

새겨져있다.

왼쪽편에는 사비니 군의 리더인 타티우스

(Tatius)가 칼과 방패를 들고 맞대결을 하고 있

다. 두사람의대결을저지하고있는가운데여

인은헤르실리아이다. 그녀는사비니군의리더

타티우스의딸로 3년전에납치되어이제는로마

의건국왕인로물루스와결혼하여두아이의어

머니가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이미 혈연관계를

맺어자녀를갖고있는외척이되어있음을호소

하며싸움을몸으로막고있다. 다른사비니여

인은한손으로아이를안고다른손으로타티우

스의무릎을껴안고애원하며화친할것을호소

하고있다.

다비드는성을배경으로수많은창과칼을배

치함으로써 많은 군인과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

회원원고

盧承禹

화가, 前한국외대교수, 14·15대의원
산타클라라대학교미대및그랑소미에아카

데미수학

파리에띠엥코상초대전등개인전 5회

자크루이다비드와폴고갱의명화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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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이고, 아이들을쳐들거나껴안고바닥에기

어다니는아이들을보라는듯양손을벌리고있

다. 호소력이강하다. 헤르실리아는양손을십자

모양으로 쳐들어 극적이면서 아주 강력한 호소

력이있는포즈를취하고있다.

타티우스나 로물루스 역시 대하고 있는 모습

이장엄하게보인다. 다비드는로마창건에얽힌

전설을 소재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상적으로 추

구했던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나체를 표현하면서 가상적인 신이나 영웅들의

조각에서영감을얻은것으로보인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위해빨간색을도입하고노란색, 파

란색의조화를이루고있다.

오른편 말의 장신구로부터 로물루스의 투우,

수술과옷, 가운데여인의옷, 왼쪽의타티우스

의 옷걸침등이빨간색으로균형을이루고, 노

란색의방패와가운데아기를쳐들은모습의여

인과그녀의노란색옷이조화를이룬다. 흰색과

살색등의팔다리가조화롭다. 오른쪽상단의하

늘은이그림의숨통을틔우고있다.

다비드는이그림을통해무대위에서실전처

럼충돌하면서웅장한모습을보여준다. 또한그

당시 무시되었던 여성의 지위를 영웅적인 모습

의중재자로등장시킴으로써납치당했던여성들

자크루이다비드의사비니의여인들(The Sabine Women, 1799년) 캔버스에유채, 385x522cm, 루브르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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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위를평화의상징으로격상시켰다.

폴고갱(Paul Gauguin, 1848∼1903)은 1883

년 35세의 나이로 전업 작가로 변신한다. 페루

로 이주하는 배 안에서 아버지를 잃고 리마

(Lima)에서 5년간 살았다. 그의 스페인과 페루

인의 기원(Spanish-Peruvian Origin)은 어린

시절을 보낸 리마에서 원시인 피(Savage

Blood)에대한참고가된것으로보인다.

1870년대초반독학으로출발하여 1876년살

롱에풍경화를출품하고 1879년인상파전에조

각을, 1886년까지 조각과 회화 작품 등을 전시

했다. 그의초기작품들은피사로에게서형태와

빛처리를, 드가에게서는인위적인빛을사용했

던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 고갱은 1886년 프랑

스 서부 시골마을 브르타뉴에 여행하면서 원시

적인 주제를 찾기 시작했다. 아주 강력한 전통

민속예술을지닌원시적브르타뉴에서반자연주

의적인 대담한 스타일로 주제를 구성하고 특이

한색깔로표현하며, 단순하게합성시키는영감

을얻게된다. 그러나고갱은천박한유럽의산

업문명이박탈한간결하고, 예리한감성과그것

을솔직하게표현할방법을찾고자보수적인유

럽과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르티니크

섬에도착한다.

그곳에서 열대 자연과 쏟아지는 햇살의 풍요

로움에매료되었고, 13세소녀 Tehemana를연

인으로맞아함께살면서, 그녀로부터그곳의관

습과설화그리고종교적인신화등을배웠다. 2

년 후에 다시 귀국했다. 1895년에 가난과 건강

악화속에서도원시이상사회의꿈을안고돌아

폴고갱의즐거운한때(Arearea or Jokes, 1892년) 

캔버스에유채, 75x94cm, 

오르세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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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 그의현지연인Tehemana는다른남자

와결혼해버렸고, 다섯자녀를둔본처로부터는

이혼을당하게된다.

홀로남은고갱은 1901년에마르티니크섬으

로다시옮겨 1903년 54세에죽을때까지 400

여점의목판화등‘원시적인아트’의영원한유

산을남기게되었다.

폴고갱은마음의눈을강조한거장이다. 19세

기 화단의 인상파는 사실주의 미술로 지나치게

눈앞의대상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묘사함으로

써미술의정신적표현을하지못했다. 또한인

상파는지나치게광선의변화에따른물체의표

현에중점을두어서상상력은개입할수없어순

수한감정과정신을표현하려면다른방식이필

요하다고생각했다.

“미술은 눈으로 본 것 이상이다.”눈으로 본

것이상이란마음과정신을말한다. 고갱의그림

은마음의눈으로그린다는점에서입체감이없

고, 평면처럼보이며명암과색채차이를무시했

다. 사물을복사하는것이아니고관념을통하여

상징적으로현존시키려는노력을했다.

Arearea(즐거운 한 때) 그림은 전면에 개와

편안히앉아있는여인과피리를부는여인이뒤

에 앉아있다. 옆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멀거니바라보는무정한표정이다. 그림의가운

데 부분은 추상적으로 처리하고 후면에는 크게

세워놓은상에배례를올리는여인들이있다. 상

부는초록색의차가운배경을넣고가운데부분

은 따뜻하게 대비하고 아랫부분은 상부와 동류

의 차가운 짙은 색깔로 3분법적 구성으로 조화

롭게처리했다.

왼쪽 앞쪽에는 따뜻한 색깔의 개로 배치하여

색의조화를하는동시에곡선을그어나무둥지

쪽으로두여인을배치했다. 원경은비교적자세

하게묘사하여장식적인그림에활력을불어넣

었다. 곡선의검푸른부분과머리카락그리고후

면의검푸른배경은평행을그으며안정감을주

고 있다. 전체는 밝고 즐겁고 투명한 화면으로

차분하게보인다.

원시적인상태에끌려있으면서대담한장식적

인구도법과색깔의분할에의한강하고산뜻한

색채를 평면적으로 칠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

다. 사물을복사하는것이아니라관념즉마음

과 정신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현존시키려는 방

향으로그림을그렸다. 자연을정확하게재현(복

사)하는눈을포기하고기억에의지하여새로운

형상을추구하는그림을시도했다. 

고갱은“미술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이다

미술이단순히눈으로보는것을그리는정도라

면그림을그릴필요가없다”라고생각했다. 그

의그림은평면적이고강렬하며, 원근법소실점

을무시하고화려한색채로웅장하고절제된침

묵을지키고있다. 고갱은형태와색깔에서자유

를찾았다. 그의상징성과내면성, 그리고, 비현

실주의적경향은 20세기회화출현에근원적인

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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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IgA 신장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

고, 진행되면투석치료가필요한사람도많은신

장증상이다. 조기발견을위해서는뇨검사가중

요하다.

일본에는 신장병 환자가 1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장병이 진행하면 신부전이

되어 결국은 투석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34만명

에 달한다. 그 중 큰 원인이 IgA 신장증이라는

병이다.

IgA는세균이나바이러스등으로부터몸을지

키는면역물질의한종류이다. 그 IgA가혈액중

에서 덩어리를 만들어 신장의 사구체(絲球體)에

부착, 신장에염증을일으키는것이 IgA 신장증

이다.

IgA 신장증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병이 원

인이되어일어나는증상이아니라는것이특징

이다. 원인은확실히밝혀지지않았으나특히중

증인 경우는 완치로 이어지는 치료법이 없다.

20~30대에 많이 나타난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어떤연령대라도일어날수있다.

목구멍에있는편도(扁桃)의면역이상이 IgA

신장증에 관련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에 대한

유력한 설이다. 편도염 등으로 입안에 붙어 사

는세균등이활발해지면이를계기로 IgA에변

이가 일어나 신장증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짐작

된다.

또, 유전적인요인도관련있는것으로생각된

다. IgA 신장증의약 10%는가족성인것으로되

어있다.

IgA 신장증의 다수는 자각증상이 없다. 그러

나초기에는육안으로는구분할수없는정도의

미량의혈뇨가생긴다. 진행되면단백뇨가나오

게되나, 이단계에달하면이미상당히진행된

것이어서완치하기가어렵게된다.

때문에 IgA 신장증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

엇보다중요하다. 그기본은뇨검사다. 뇨검사의

항목 중 뇨 잠혈(潛血)에서는 혈뇨를 검사하고,

신장병에관한새로운상식

약간의혈뇨, 

‘IgA 신장증(腎臟症)’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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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단백에서는뇨에포함되어있는단백질을체

크한다.

뇨잠혈이양성으로나온다든지, 뇨단백이‘+

-’혹은‘+’이상인경우는 IgA 신장증을의심

할수있다. 의료기관을찾아보다상세한검사

를받아야한다. 특히단백뇨가나오는경우반

드시검사를받아야한다.

뇨검사는성인건강진단이나초중학교의건강

진단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IgA 신

장증의약 70%가뇨검사를통해발견된다. 특

히초중학생은그다수가뇨검사에서조기발견

되어치료를시작하고있다. IgA 신장증은정기

적으로뇨검사를받으면조기발견이가능하다.

육안으로구분할수있는혈뇨를통해발견되

는경우도있다. 감기등의감염에의해일시적으

로 신장기능이 악화하면‘간장 색깔’의 혈뇨가

나와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혈압이발병한것이계기가되어검사를받아

IgA 신장증을찾아내는경우도적지않다. 신장

병이진행되면, 체내의수분이나염분을잘조절

하지못해혈압이오르기쉽기때문이다.

2차검사에서도혈뇨나단백뇨가나오면침으

로신장의조직일부를채취해현미경으로살피

는신장생검(生檢)을행한다. 그결과에의해신

장병이 있는지 어떤지, 신장병이 있는 경우는

IgA 신장증등그타입이확정진단된다. 또혈

뇨가있는경우는비뇨기계의암이원인으로일

어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뇨를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는등으로암의유무를확인하는것도중

요하다.

IgA 신장증의일부환자에서는신장기능저하

가나타나지않은채자연히증상이낫는경우도

있다. 단백뇨의양이적어혈압이낮게유지되는

경우에는신장기능이유지되기쉬운것으로짐작

되는데, 이경우는일단경과를지켜보게된다.

그러나뇨단백이나혈압수치가좋지않은등

신장기능저하가진행되기쉬운상태인경우는

진행정도에대응하는치료가행해진다.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75   Cheil-868 



76

초기의 경우는 면역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가

중심이다.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약을 8개월 이

내의기간동안계속하는치료, 편도를적출하는

수술(편도 적출술), 편도 적출술과 스테로이드

펄스요법을병용하는치료등이행해진다.

편도적출술의목적은편도가치주(齒周) 병균

등에감염되어 IgA가증가하고, 신장기능저하

가진행되기쉬운상태가되는것을막는것이다.

편도를적출했을때의영향은거의없지만드

물게는미각(味覺)장애나수술후다량의출혈이

일어나는경우등이있다. 그러나 IgA 신장증이

진행되는리스크에비해서효과가커, 조기단계

라면그것만으로도완치되는경우가있다.

IgA 신장증에고혈압이병합되어있는경우에

는 ACE 저해(沮害)약이나 ARB 등의강압(降壓)

약을복용한다. 이들약은혈압을내리는것외

에도단백뇨를줄이는효과도있다.

또, 신장이외의장기에염증이나암이있으면

신장기능저하가빨라지므로이러한병이있는

경우에는그치료를확실하게행해야한다.

고혈압 유무에 관계없이, 염분섭취를 줄이는

것이중요하다. 특히신장기능이저하되어있는

경우에는하루에먹는식염의양을 6g 미만으로

해야한다. 고혈압이없고신장기능이문제없는

사람도 과도한 식염섭취를 하고 있다면 고혈압

예방을위해식생활을바꿔야한다.

또 비만이나 흡연은 신장 기능의 저하, 단백

뇨악화등으로이어진다. 비만해소와금연을위

해노력해야한다.

상당히 진행된 IgA 신장증이 있다든지, 편도

적출술을받았는데도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투

석치료개시를늦추는것이치료의목적이된다.

현재로는 IgA 신장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기때문에생활습관의개선을계속해야한다.

신장에는 약의 성분을 배설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약의 효용이 과다

해져부작용이나타나기쉽다. 시판약을포함해

지병등에사용하고있는약에대해서는모든것

을담당의사에게알려야한다.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DKD(당뇨병

성 신장병)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운타입’이지만주의가필요하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중 포도당의 농도(혈당

치)가높은상태가계속되어전신의혈관에부담

을 준다. 신장은 사구체라고 하는 가는 혈관이

뭉친조직이좌우합계약 200만개까지있는장

기인까닭에당뇨병에의한영향을입기쉽다.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장병은 종

래에는‘당뇨병성 신장증’이라고 했으며, 병의

특징으로는알부민뇨가있다는것이진단의전

제였다.

당뇨병에서시작되는D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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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

나는신장병중에도알부민뇨가없는타입도보

이고, 더욱이그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일본 신장학회와 일본 당뇨병학

회는연명으로알부민뇨가나오는타입, 나오지

않는 타입, 두 가지를 포함해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일어나는신장병전체를DKD(당뇨병성신

장병)로규정하기로발표한것이다.

DKD는투석치료를받아야하는신장병의약4

할을점하며, 일본에서는매년새롭게 1만6000명

이상의DKD환자가투석치료를새로시작한다.

이전부터알려져있는알부민뇨타입의DKD

에서는 당뇨병에 의해 사구체가 서서히 파괴되

어, 사구체로부터새어나오는알부민이뇨중에

섞여나오게된다(알부민뇨타입).

한편새로운타입의 DKD는동맥경화와관계

깊은것으로짐작되는데, 신장전체의기능이저

하되지만 사구체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알부

민은뇨중에새어나지않는다(동맥경화타입).

현재는이러한동맥경화타입의 DKD가많아

진것으로짐작된다. 당뇨병이있는사람은알부

민뇨가없어도신장병이발병될가능성이있다

는점을반드시알아둬야한다.

동맥경화에의한 DKD가증가하는이유는아

직확실히밝혀지지는않았으나다음과같은요

인이아닌가추측되고있다.

동백경화는가령(加齡)에의해진행된다. 사회의

고령화와함께환자의평균수명도늘어나기에, 동

맥경화타입의DKD가늘어나는것으로짐작된다.

또 당뇨병과 고혈압, 지질(脂質) 이상증 등의

치료가 발전하면서 혈당치나 혈압, LDL콜레스

테롤수치등의조절이전체적으로개선되고있

다. 이때문에사구체가파괴되지않고유지되는

경향이있어, 알부민뇨타입의DKD가줄고, 상

대적으로동맥경화타입DKD가느는것으로짐

작된다.

DKD는적절한치료를행하지않으면신장기

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당뇨병이있는사람은알부민뇨를체

크하는 뇨 검사와 eGFR(신장기능 상태를 표시

하는 수치)을 체크하는 혈액검사를 수개월마다

받도록 해야 한다. 뇨 검사 결과 알부민뇨가

‘+(양성)’인경우에는알부민뇨타입의 DKD를

의심해볼수있다.

혈액검사 결과 신장기능 상태를 표시하는

eGFR의 수치가‘60미만’인 경우 알부민 뇨가

없더라도반드시DKD를염두에두고상세한검

사를받아야한다.

DKD가있어도확실히치료를하면신장기능

의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당뇨병이나 이미

DKD가있는경우는혈당혈압콜레스테롤중성

지질등의수치, 그리고체중을확실히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염

분섭취줄이기등식생활개선, 금연등생활습

관을바로잡는것이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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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과 아울러 약에 의한

치료도 행한다. 약물요법에서는 ACE저해약,

ARB 등의 닌-안지오텐신계 저해약이 제1선택

지로되어있다. 이들약에는혈압을내리는작

용뿐만아니라신장을보호하는작용도있다.

다만동맥경화타입DKD의경우는이들약에

의해사구체에걸리는압력이지나치면급성신

장장애등이일어나기도한다. 이때문에 eGFR

의변화를정기적으로체크해급격한저하가있

으면 다른 강압약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대처해

야한다.

또 고령환자는 혈당치나 혈압이 지나치게 내

리면위험이가중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점도

감안해서혈당이나혈압의목표치는통상보다도

완화시키도록한다.

특히 75세이상의사람은혈압이지나치게내

리면기립성저혈압에의해‘일어설때현기증’

이일어날위험이높아진다. 매일가정에서혈압

을 측정하고 기록해 검진을 받을 때 그 결과를

의사에게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

신장암은조기에발견하면근본치료가가능한

병이다. 더욱이최근치료법이비약적으로발전

해오고있다.

신장의주요한역할중하나는뇨를만드는것

이다. 신장피질(皮質)에서혈액을통해뇨를만

들고 그 뇨를 신우(腎盂 신장의 우묵한 받침)에

모아서이를방광에보내는것이다.

신장에 발생하는 암은 신장피질에 일어나는

신장암, 신우에일어나는신우암으로대별되며,

그 성질이나 치료법이 다르다. 신장 암 전체의

약 9할이 신장암이다. 신장암은 50세경부터 늘

기시작해 70대까지는연령이높아지는것과함

께증가한다.

신장암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과식운동부족등생활습관, 고혈압당뇨병

지질이상등생활습관병, 이른바‘메타포릭신

드롬’등이관련있는것으로짐작된다.

특히 위험이 높은 것이 투석 치료를 받는 등

신장의상태가좋지않은사람이다. 신장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쌓이기쉽다는점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짐작

된다.

신장암의 발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

활습관의개선이중요하다. 채소를중심으로밸

런스를갖춘식사를하고, 적절한정도의운동을

잊지말아야한다.

신장암은조기에는자각증상이거의없다. 진

행되면혈뇨, 옆구리통증, 복부응어리등이나

타난다.

신장암자체를대상으로한검진은없지만, 복

부초음파검사를받으면조기발견으로이어진다.

신장암- 진화하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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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장암의 다수는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검사를받는것으로발견된다.

신장암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서는 40세정

도부터 매년 1회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이나‘인간 도크’

를활용하면쉽다. 복부초음파검사에서신장암

이 의심되는 경우, 확정 진단을 위해 CT검사를

행한다. 신장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기본적으로

는근본치료가가능하다.

신장암이신장에국한된경우를‘조기암’이라

고한다. 암의직경이 7㎝정도까지다. 조기암의

경우는수술을행해근본치료를목표로한다. 수

술에는 부분절제와 전(全)적출이 있으며, 암의

크기등을고려해선택한다.

수술방법에는복강경수술과개복수술이있

다. 복강경수술은배에작은구멍을내어탄산

가스를보내배를부풀게하고, 그곳에카메라가

붙은 복강 거울과 수술기구를 삽입해 복강내의

상황을 모니터로 살펴가면서 행한다. 개복수술

은배를크게절개하여행한다.

복강경수술은작은상처로끝나기때문에부

분절제는 물론 전 적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된

다. 개복수술은주로신장암의직경이 10㎝이상

으로큰경우, 암이창자나간등주변장기를먹

어들어간경우에행한다.

신장암이 림프절이나 신장 외의 장기에 전이

되어있는경우를‘진행암’이라고한다. 진행암

중에전이의정도가작지않은경우에는수술로

신장 전적출을 행한 뒤 약물치료를 한다. 전이

정도가큰경우는수술을행하지않고약물에의

한치료를행한다.

약에 의한 치료에는 주로 분자표적약과 면역

체크포인트 저해약이 사용된다. 분자표적약은

암에영양을보내는혈관을만들지못하도록하

는작용을하는것으로암을억제한다. 면역체크

포인트 저해약은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

동을높여주는것이다.

신장암에대해서는많은경우작용이다른복

수의 약을 조합해 사용하는‘병용요법’이 행해

지고있다. 약에의한치료는효과가있는한계

속해서행한다. 효과가점차저하된다든지불충

분한경우는아직사용하지않은약으로바꿔서

치료를행한다. 약을바꿔가면서장기치료를계

속하는것으로신장암의진행을장기에걸쳐억

제하는것이가능하다.

신장암의 치료법은 최근 20년 사이에 비약

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더욱 발전이 기대되므

로 반드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이 글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발행하는‘오늘의 건강’

2020년 3월호에실린신장병특집기사를정리한것으로‘IgA

신장증’과‘DKD’대목은‘나리타이치에이(成田一衛)  니가

타대학의치학종합병원 전문의’가, ‘신장암’부분은‘오오야

모토츠구(大家基嗣) 게이오대학병원비뇨기과 전문의’가 각각

집필했다.

번역·정리 | 尹承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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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월요일, 신생대한민국국회

제1차 회의가 열린 날이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김영삼정부때헐려철거된구중앙청건물안

에있었다. 이건물 1층대회의실이국회의사당

이었다. 미군정자문기관역할을했던입법의원

이 쓰던 회의실을 천장에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등개조한것이었다.

건물 밖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펄럭이고있었다. 건물앞광화문네거리

대로에는 가로로「경축 국회 개원 환영 국회의

원」이라고한자로쓴아치가세워져있었고길을

달리는전차마다태극기가휘날려국회개원경

축분위기가무르익었다.

의사당내 정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태극기앞에의장석으로쓸수있는사회석이설

치돼 있고 198명의 의원석은 사회석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배치돼있었다. 한복두루마기와양복

을입은의원들이사무처배치도에 따라앉아있

었다. 이때는의원배지가없었다. 금배지를달지

않았지만이들은‘나는10만선량, 제헌국회의원’,

‘나는독립투사, 애국지사’라는자부심을안고근

엄한표정으로역사적개의를기다리고있었다. 

귀빈석에는미주둔군사령관육군 24군단장하

지중장과군정장관아놀드소장, 유엔한국임시위

원단메논대표가자리잡고있었다. 남한만의단

독정부를반대하면서총선에불참한김구, 김규식

등남북협상파인사들은초청받지않았다.

이날오전 10시 20분두루마기를입은백발의

73세이승만의원이사회석으로올라왔다. 최고

연장자인임시의장으로서국회의장을뽑기위해

서였다. 투표결과재석 198인중이승만이 188표

를얻어압도적으로당선됐다. 오후에는이의장

사회로개원식이거행됐고다음다음날 6월 2일

한민당 소속 서상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헌법학

자유진오를전문위원으로 30명의헌법기초위원

회를구성해건국헌법초안심의에들어갔다. 

백성에게권리를주자는것이제헌의미

제헌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통치구조,

편집위원칼럼

제헌절의달 7월을맞아

張誠源

15·16대의원
새천년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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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

로할것이냐를놓고, 위원회소속의원구성으

로보아사실상위원회를좌지우지하던한민당

은 내각제, 이 의장은 대통령제를 주장해 첨예

하게대립했다. 

김진배전의원은그의역저‘두얼굴의헌법’

에서당시이승만과한민당이격돌했던상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위원회 의견이 의원내각제로

결정났다는보고를받은이의장은대노하여기

초위원들에게이렇게폭탄선언을한다.

“여러분이그런헌법을만들겠다면만들어보

시오. 나는그런정부에들어가일하지않을것

이오. 우리가주권을찾기위해 40년동안이나

싸워온것은무엇때문이었습니까. 백성에게권

리를주자는것입니다. 정당에게권리를주어서

는정당끼리싸우느라나라경영을하기어렵다

는것은만인이다아는것이오.”

이런우여곡절과숱한논란끝에전문(前文)과

‘제1조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로시작되는

대한민국첫헌법안이, 기초위가구성된지40일

만인 7월 12일본회의에서한사람의반대도없

이 통과됐다. 대한민국의 기틀인 헌법이‘국부’

로추앙받던이승만의건국이념과통치구상대로

만들어진것이다. 헌법은 7월 17일토요일본회

의장에서국회의장이승만의이름으로공포된다.

제헌된 지 이제 72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70여년우리현대사는파란만장이었다. 6·25,

4·19, 5·16, 유신, 10·26, 12·12, 5·18,

6·10, 서울올림픽, IMF, 월드컵, 촛불, 평창올

림픽등으로이어지는고난과극복과발전의역

사를만들어왔다. 

전쟁의폐허위에서민생고로허덕이던가난

한 나라가이제경제규모세계 10위로도약하

는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불의에맞선학생과시민혁명으로민주화를성

취해냈다. 

제헌국회개원식(19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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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그뿐인가. 한국은세계 5대스포츠이벤

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한 스포츠 5대 강국

으로 우뚝 섰다.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세계수영선수권 등 5개 스포츠 제

전을치러낸나라는한국과독일이탈리아일본

러시아5개국뿐이다.

예능문화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대중

음악무대에서세계젊은이들을열광케하고봉

준호감독이아카데미상4관왕이되는등쾌거가

잇달고있다. 문화국가로서한국이빛나고있다.

이제 한국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

다. 올해 G7 의장국인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

오는가을미국에서열리는 G11 또는 G12의정

상회의에 문재인대통령을정식멤버자격으로

초청하겠다고밝혔다. G7 플러스참여는 국제

사회에서한국의발언권을높이면서국제정치의

마이너그룹에서주요역할을수행하는메이저그

룹으로국격을높이는계기가될수있다.

이같은성과들은모두건국의주역들이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한

민주공화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의현실을놓고평가할때, 1948년 9월 8

일 제정된 북한의「사회주의 헌법」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사

회주의국가이다.」라고국가이념을밝힌북한체

제와비교하면어느체제가우월한것인지극명

하게 판별된다. 2018년 북한의 GDP(국내총생

산)는남한의 1.9% 수준에불과하다.

“민주시민없는곳에민주주의는없다”

현행헌법은 1987년 6·10 시민혁명이쟁취한

민주헌정부활의장전(章典)이다. 한국헌법의기

본원리, 기본질서, 기본제도등골격을 1948년의

건국헌법정신으로재생시킨것이었다. 

한국헌법은제정이후87년까지40년동안발

췌, 4사5입, 의원내각제, 군정대통령제, 유신개

헌, 국보위개헌등험난한개정의과정을겪었다. 

유신헌법과국보위헌법등군사정권의반민주

적헌법을폐기하고 6·10 시민항쟁에서분출한

국민의민주화열망을담아제정된것이현행헌

법이다. 「민주시민없는곳에민주주의는없다」

는말처럼민주시민이만들어낸민주주의헌법

이다.

건국헌법과 현행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는

민주적기본질서다. 이민주적기본질서에는자

유민주적기본질서와사회민주적기본질서가모

두 포함된다. 그러면 자유가 우위인가, 사회가

우위인가.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자유민

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라고명시함

으로써사회보다는자유가우리헌법의우위가

치임을분명히하고있다.

사회민주적기본질서가자유민주주의를부정

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전제로하면서사회정의와국민

복지의실현을위해자유에적절한제한을가하

는, 평등을지향하는민주주의라할수있다. (권

영성저「헌법학원론」)

사회민주주의의경제적기본질서가사회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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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질서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경제적기본질서로하고있다. 사회적시

장경제질서는사유재산제를바탕으로하고경제

활동의자유와자유경쟁을존중하는자유시장경

제를골간으로한다. 그러면서사회정의와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는공산주의국가의사회주의적계획경제질서

와는확연하게구별된다. 

산업화→민주화→복지화로정치적이슈변화

현재 우리의 양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

좌파정당임을분명히하고있다. 반면에미래통

합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우

파 정당으로서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두

정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국가적 이념을 놓고 선의의 경

쟁을벌이는것은우리의정치와경제발전을위

해서매우건전하고바람직한일로평가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호하고 지지하는가. 4·15총선

결과를놓고보면민주당쪽으로기울어져있음

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는 대체로 좌·우 각 30%, 중도

40%로나누어진다. 좌·우각 30%는지지가견

고하여 움직이지 않고 가변적인 중도가 대세를

결정한다. 최근네차례전국선거에서민주당이

승리하고있는것은중도가, 경제정의와국민복

지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보고 민주당을

더선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부(富)의불평등, 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는

우리사회에서소수상위층을제외하고다수중

하위계층에서는부의분배와사회복지를요구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화로 기본적인

의식주가획기적으로향상되고, 민주화로자유민

주주의를향유하고있는다수국민들이이제다

음단계로「복지화」를요구하는것이다. 선진국들

의선례를보더라도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

가넘는한국이「복지국가」로진입할단계에이른

것이다. 복지요구와 수요는 선진화와 고령화가

함께진행되면서크게늘어날전망이다.

4·15총선에서현찰복지의효과를십분확인한

여야정치권은21대국회가문을열자마자기본소

‘정치꾼은다음선거에대해생각하고, 정치가는다음세대일을생각한다’는말이있다. 

72회제헌절을맞아21대국회에서

참정치의정치가들이많이나오기를기대해마지않는다. 

“

“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83   Cheil-868 



84

득제도입및재난지원금확대등각종복지카드

를내놓으면서주도권경쟁을벌이고있다. 2022

년대선에서복지확대와전국민고용보험제도

등사회안전망강화가최대이슈가될것이다. 

현재한국재정형편과재정건전성을고려하면

복지를확충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지난 6월 3일국무회의를통과한 3차추가경정

예산안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천

억원으로지난해대비 99조4천억원이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3.5%로 뛰었다. 이런 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평균 부채비

율 109%와비교, 낮은수준이기때문에나랏빚

을더내서라도복지를확대할수도있다.

올해우리본예산의보건복지고용부문예산

은 12.1%로, OECD 평균사회복지지출 19.8%

보다많이적다. 그렇기때문에복지예산을증액

해야한다는정부여당의주장도설득력이있다. 

그러나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천문학적복지

비용증가로국가부채가폭발적으로늘어날가능

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독일도 고령사회로 들어

간 지난 1974년 18.6%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지금은 70%에이르렀다. 75년에고령사회가된

영국은당시부채비율 44.4%가지금은 113%로

껑충 뛰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이후 퍼

주기복지를계속해부채비율이급속도로증가,

239%가됐다. 재정불량국가로분류돼아일랜드

나그리스처럼국가부도에빠질수있다는경고

가나온지이미오래다. 

‘다음세대일을생각’하는21대국회되길

한국은그동안저복지-저부담국가로건전한

재정을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고령사회로

들어간이후고령화가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

행되고있고문재인정권이표를얻기위한일회

성 소모성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어 재정위기를

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축소할 때에는 엄

청난 반발이 따른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복지강국들이심각한복지후유증을앓고

있다. 반발이두려워복지개혁을미룬그리스스

페인등은재정파탄위기에빠져유럽경제전체

를위협하는‘문제국가’로전락했다. 

반면독일은선거에서질각오로복지축소를

감행한슈뢰더사민당전정권과, 총선을앞두고

도포퓰리즘유혹을뿌리치고개혁의강도를더

높인메르켈기민당현정권이초당파적으로개

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제2의 라인강 기

적’을 만들어 냈다. 정치인 개인의 영광, 소속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정치라하겠다.

‘정치꾼은다음선거에대해생각하고, 정치가

는다음세대일을생각한다’는말이있다. 72회제

헌절을 맞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 오늘의대한민국을있게한‘제헌과건국의

아버지들’을추모하며21대국회에서참정치의정

치가들이많이나오기를기대해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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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金榮度(13대 국회의원) 원로

가 6월 16일헌정회에‘후암김영도헌

정발전기금’20억원을기탁했다. 이날

작성한기부금약정서에의하면이기

부금은“국가발전과헌정회발전에관

한사업”을하는것으로적시되어있다.

이사업을위해‘후암헌정발전특별위원

회’를별도구성하고위원장은김영도

원로가하고특별위원 7명을지

명토록했다.  

이에 앞서 金 원로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헌정회에복

지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당시 헌정회 복지위원이었던

金 원로는 11월 20일 복지위원

회회의에서정치은퇴후생활

고를 겪는 헌정회원들의 이야

기를듣고복지기금을쾌척한바있다. 

2008년 11월 14일에는고향광주시광산구에

있는 모교 하남초등학교를 방문해 관악부 창단

후원약속을하고관악기 18종 60개및의상 70

벌을기증한바있다. 그후해마다정기연주회

를 개최해 작년 12월 6일에는 제11회 정기연주

회를열었다.   

불교신자이기도한金원로는불교경전의제

1의 덕목인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이타정신의 극치인 보

시(dana, 布施)를실천하고있다. 

金원로는서울빅토리아관광호텔(舊

대연각)을 일구며 사업가로 번창했다.

이어 하남산업(주)과 하남종합개발(주)로 건설

사업가로 성공한 金 원로였지만 중앙대학교 국

제경영대학원에서수학했고서울대학교경영대

학최고경영자과정을이수했다. 그후 13대국회

에입성한金원로는국회건설위원, 예산결산특

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평화민주당 중앙

위원·인권위원과민주악법개폐특위위원등정

당활동도적극적으로했다. 

화제의인물

헌정발전기금 20억원기부한金榮度원로

헌정발전기금 헌정회 기부식이 6월 16일 여의도에 있

는후암사무실에서김영도원로와유경현헌정회장, 장

남김경일, 황학수헌정회사무총장의입회하에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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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朴¹ (̧16,17,18,19,20,21) 의원은 대전고 졸업,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중

어중문학과 수료,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

료. 중앙일보 사회부·경제부 기자, 목원대 특임교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정부예산안심사특별위원장, 제19대

국회전반기부의장등을역임했다.  

국회부의장

金相ï(18,19,20,21) 의원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졸업, 이화여대 약학대학

제약학과졸업. 여성환경연대대표, 한국여성민우회부회장·공동대표, 대통령자문지속가

능발전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최고위원, 통합민주당최고위원, 민주당원내부대표, 국회여

성가족위원장,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부위원장등을역임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제21대국회상임위원장

尹Äì
(4선, 경기구리)

기획재정위원장

尹§ì
(3선, 경기파주갑)

외교통일위원장

宋永Î
(5선, 인천계양을)

국방위원장

Ê洪Ê
(3선, 경남김해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李Ê永
(3선, 경기군포)

보건복지위원장

韓öñ
(3선, 서울강서병)

헌정廣場헌정廣場

제21대국회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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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총선헌정회원당선자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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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원님4.15 선거당선을축하드립니다

李¦Ð(16,17,18,19,21) 

더불어민주당

(서울종로구)

í»¦(16,17,18,21) 

미래통합당

(서울용산구)

÷è來(17,19,21)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乙) 

ç¢Þ(19,21) 

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乙) 

金民 (̧15,16,21) 

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乙) 

柳ñ洪(17,19,21) 

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甲) 

朴É(16,17,18,21) 

미래통합당

(서울강남구乙) 

ï秉洙(16,17,18,19,21) 

미래통합당

(부산부산진구甲) 

柳性ù(19,21) 

미래통합당

(대구동구甲) 

洪Þ杓(15,16,17,18,21) 

무소속

(대구수성구乙) 

金çé(17,21)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甲) 

金起Û(17,18,19,21) 

미래통합당

(울산남구乙) 

金Èì(19,21) 

더불어민주당

(전북전주시甲) 

李相Ã(19,21) 

더불어민주당

(전북전주시乙) 

金成º(19,21) 

더불어민주당

(전북전주시丙) 

韓秉道(17,21) 

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시乙) 

辛正勳(19,21) 

더불어민주당

(전남나주시·화순군) 

金承õ(19,21) 

더불어민주당

(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군) 

金÷國(19,21) 

미래통합당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군) 

©起È(19,21) 

미래통합당

(경남창원시성산구) 

李¹Þ(18,21) 

미래통합당

(경남창원시진해구) 

ÆÒ(18,19,21) 

미래통합당

(경남밀양시·의령·함안·창녕군) 

金»鎬(18,19,21)

무소속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 

韓起鎬(18,19,21) 

미래통합당

(강원춘천시·철원·화천·양구군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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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연설문집과말글집발간

文¤Ù(19)대통령은 6월 12일세번째연설문집과말글집『확실한변화, 국

민과함께』를발간했다. 두책에는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9일

까지 대통령의 말과 글, 사진 등 국정운영 3년차 1년간의 기록이 담겼다.

연설문집에는 주요 연설, 회의와 행사 발언, 기고문, SNS 메시지 등 총

295건을수록했으며 상·하권과 별권한세트로 구성됐다. 말글집에는 국

정과제와 전략을 42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고, 관련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부록에는‘코로나19’에

대응하는과정을 문재인대통령의말과사진으로구성했으며 대통령이 해외언론에기고한한반도평화

구상과취임 3주년특별연설전문을함께수록했다.    

출판기념회및퇴임식

文ì相(14,16,17,18,19,20) 국회의장은 5월 29

일 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출판기념회 및 퇴임

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임채정 前

국회의장과 권노갑 前 의원, 주호영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

기정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퇴임행사에서는‘문희상 국회의장 소장품 기증 전시회’

도 개최했다. 기증 기록물은 새천년민주당 당보 제2호(2000년 3월 16일 발간)를 포함해 의정활동

과 관련된 문서, 사진 등 4만 여점이고, 이번 전시에서는 기증품을 비롯해 친필 서예 작품과 개인 소

장 서화 작품 등 총 110여점을 선보였다. 전시회 이후에는 전시 물품 중 일부를 국회도서관 2층에서

한 달간 전시하고,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사이버 전시관을 통해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 개막식

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친필 서예품“정보(情報)는 국력(國力)이다”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에게직접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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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Ã¥(17,18,21) 

더불어민주당

(강원원주시甲)

金åñ(18,21)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朴ÂÄ(17,18) 

미래통합당

(충남천안시장) 

기초단체장보궐선거헌정회원당선자제21대총선헌정회원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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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와비례대표제개선방향’정책세미나

柳Û相(11,12,13,14)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

원 이사장은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

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사전투표와 비례대표

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

다. 柳이사장은“특히사전투표에대한문제로인

한 소송사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

정당 출연 등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민

주주의제도의정착을위해필요하다”며세미나개

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수림(14대

의원) 성심종합법무법인대표변호사가발제했다. 

한얼중앙동상담센터개원

韓斅葉(12)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총

재는 6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 대

청로 138, 산업은행 옆 304호에 한

글음파이름학회 한얼상담연구소 중

앙동센터개원식을했다. 

제18대안동권씨대종회장에재추대

í¬(13,14) 안동권씨

대종회장(前 헌정회 사

무총장)은 5월 27일 남

산제이그랜드하우스에

서안동권씨 100만종친중대의원 300여명이참

석한 가운데 제18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에 만장

일치로재추대되었다. 이날행사에는제21대국회

의원에 당선된 6명의 권문 출신 권영세(4선, 서울

용산), 권성동(4선, 강릉), 권칠승(재선, 화성을),

권명호(초선, 울산동구), 권은희(3선, 비례), 권인숙

(초선, 비례) 당선자를초청하여축하패를전달했다.  

『만화도시이야기』출판기념회

元³榮(14,17,18,19,20)

의원은 5월 25일의원회

관에서 원혜영이 그린

『만화도시 이야기』출판

기념회를가졌다. 이날행사에서문희상국회의장이

격려사를, 김원기 前 국회의장, 박기정 원로만화가,

김세연국회의원이축사를, 유홍준교수, 유인태국

회사무총장, 우상호국회의원이대담했다. 이어 5월

29일에는헌정회를방문해지도부와환담했다. 

21대후반기국회의장단에감사패전달

柳Ù泰(14,17,19) 국회 사무총장은 5월 29일 국회

의장단 퇴임식에서 문

희상 국회의장과 이주

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북한관련가짜뉴스문제점과대응방안’세미나

à勳(15,16,19,20,21) 의원실은 5월

25일 의원회관에서 조정식·안규백

의원실과 공동으로‘북한 관련 가짜

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5월 26일에는 의원회관에

서 김홍걸(21)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으로‘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

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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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발간『爲民心書』文의장에게전달

ÜÍ洙(15) 헌정회

사무총장은 5월 25

일정환철사무차장

과 함께 문희상 국

회의장실을 방문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집필한『爲民心書』책을

전달했다. 文 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으로서『爲民心書』서두에발간축사를게재했다.    

‘미래통합당총선패배원인과대책은?’세미나

Ø¤哲(16,17,18,19,20) 의원실은 5

월 20일 의원회관에서‘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에 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금융범죄 왜 늘었나? 금융피해자 구제방안을

중심으로’세미나

宋永Î(16,17,18,20,21) 의원실은 5월

20일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

크와 공동으로‘금융범죄 왜 늘었

나? 금융피해자 구제방안을 중심으

로’세미나를개최했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강연

元ì£(16,17,18)

제주도지사는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주최로

열린‘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에서강연했다. 

국기원이사장취임

ï甲Î(16) 회원이 4월 3일세계태권

도본부 국기원이사장으로취임했다.

국기원은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와 세계태권도연맹

발족을주도함으로써태권도세계화의기틀을마련

했을뿐아니라, 각관별로난립하던초창기태권도

의 화합을 이끌어 낸 결과, 1978년 10대관 통합을

이룩하는등태권도발전의초석을다졌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스타트업’세미나

李相È(17,18,19,20,21) 의원은 6월 15

일의원회관에서이용우의원실, 한국

정보보호학회와공동으로‘포스트코

로나시대의스타트업-1. 디지털뉴딜

과보안패러다임’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저서『새로운대한민국정치, 어디로가야하나』전달

吳¦(17,18,19,20)의원은 5월 28

일헌정회를방문해 4년간의의정

활동을 기록한『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저서를

황학수사무총장에게전달했다.  

‘디지털뉴딜라운드출범식및기념포럼’개최

盧雄來(17,19,20,21) 의원실은 6월 5

일 의원회관에서 디지털뉴딜라운드

와 공동으로‘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5월 8일 의원회관에서‘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헌정廣場

90

01-96-2차  2020.6.24 11:34 AM  페이지90   Cheil-868 



헌정廣場헌정廣場

2020. 7 91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긴급토론회

(17,19,20,21) 의원실은 5월 21

일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정의정책연

구소와 공동으로‘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위한긴급토론회’를개최했다. 

‘포용성장의성공방정식’간담회

à元植(17,19,20,21) 의원실은 6월

16일의원회관에서민평련과공동으

로 최배근 건국대 교수를 초청해

‘포용성장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6월 8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양이원영 의원실과 공동으로‘포

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

속 정책세미나 : 제1회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

회동향’에관한세미나를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발전방

안모색’토론회

尹Äì(17,19,20,21) 의원실은 6월

12일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 이

어 6월 15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

원과 공동으로‘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재정건전성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청년청신설’정책세미나

洪文杓(17,19,20,21) 의원실은 5월 26

일 의원회관에서‘청년청 신설을 위

한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21대국회, 포용사회를위한재정개혁과제’세미나

兪承ñ(17,19,20) 의원실은 5월 15

일 의원회관에서‘21대 국회, 포용

사회를위한재정개혁과제’에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최초여성부의장탄생과제21대여성국회의원

당선축하’모임

(17)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6월 24일 국민일보 CCMM 컨벤션

홀(12층)에서 이혜훈(17,18,20)·심

상정( 17 ,19,20,21 )·남인순

(19,20,21)·김정재(20,21) 공동대표와 함께 한국

여성의정제2회여성정치인어울모임을갖고‘최

초여성부의장탄생과제21대여성국회의원당선

축하’모임을가졌다. 

‘포스트코로나와대한민국풀체인지’세미나

洪永杓(18,19,20,21) 의원실은 6월 16

일 의원회관에서‘연속토론회1, 외교

분야 : 포스트코로나와대한민국풀

체인지’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21대국회개원기념특별강연

張元(18,20,21) 의원

실은 6월 9일 의원회

관에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를 초청해‘대한민

국미래혁신포럼-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 : 대한민국 정치혁신, 21

대국회에바란다’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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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19 한국사회변화전망과정책과제’

세미나

íÙñ(19,20,21)의원실은5월 21일의

원회관에서 국민의당과 공동으로‘포

스트 코로나19 한국사회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세미나

金相勳(19,20,21) 의원실은 6월 3일

의원회관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

회와 공동으로‘코로나 사태의 지역

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

망’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전환기한국법학의과제와전망’세미나

朴ìã(19,20,21) 의원실은 6월 5일

의원회관에서 한국법학회와 공동으

로‘전환기 한국법학의 과제와 전

망’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이천화재사고및재발방지제도개선토론회

朴洪Æ(19,20,21) 의원실은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건

설안전학회와 공동으로‘이천 화재

사고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를개최했다.   

‘4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한국사회의대안

인가, 재앙인가?’세미나

兪義東(19,20,21) 의원실은 5월 29일 의원회관에

서 吳晨煥(19,20) 의원실과 공동으

로‘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 소득 :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언택트산업전략’토론회

李元旭(19,20,21)의원실은 5월 13일

의원회관에서 金¹旭(20,21) 의원실,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포스트 코

로나 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를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

향모색토론회’개최

ïÍ(19,20,21) 의원실은 6월 4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박주민의원실, (사)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토론회’를개최했다.   

‘대한민국기초지방정부기후위기비상선언’세미나

韓öñ(19,20,21) 의원실은 6월 5일

의원회관에서 金星煥 의원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으로‘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

위기비상선언’에관한세미나를개최했다.   

‘5.24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경

협재개모색’토론회

洪Ï杓(19,20,21) 의원실은 5월 22일 의원회관에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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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5.24 10년! 우리는무엇을할것

인가? 남북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

를개최했다. 

코로나이후, 사회공공성강화전략’세미나

©¹À(20,21) 의원실은 5월 27일의

원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공공노동

포럼:2차 포럼-코로나 이후, 사회 공

공성강화전략’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와자치분권의과제’세미나

金à (̄20,21) 의원실은 5월 12일의

원회관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포스

트코로나와자치분권대토론회 : 포

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주도벤처캐피탈 CVC 활성화’토론회

金¹旭(20,21) 의원실은 6월 11일 의

원회관에서 李元旭·金京萬 의원실

과공동으로‘기업주도벤처캐피탈

CVC 활성화토론회’를개최했다.    

‘기후위기극복-탄소제로시대를위한그린뉴딜’

토론회

金星煥(20,21) 의원실은 6월 10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한국형뉴

딜 TF와 공동으로‘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

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 제러미

리프킨 기조연설 및 분야별 전략과

제 발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

다. 앞서 5월 6일 의원회관에서 그

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에 대해 세미나

를개최했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의합헌적해석과

선거의공정성’토론회

金榮å(20,21) 의원실은 6월 4일

의원회관에서 김용민·김한정·김

홍걸 의원실과 공동으로‘공직선거

법 허위 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

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

했다. 

‘기후·재난비상대응’국회토론회

金Ó正(20,21) 의원실은 5월 12일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의원실, 환경

재단과 공동으로‘기후·재난 비상

대응’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코로나19, 한국중년세대 자살과 종교계 역할’

세미나

ë聖¥(20,21) 의원실은 6월 17일

의원회관에서 한국생명운동연

대, 한국종교연합과 공동으로

‘코로나19, 한국중년세대 자

살과 종교계 역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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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위기, 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

세미나

朴Äå(20,21) 의원실은 5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새로운사회의원경제

연구모임(준)과 공동으로‘코로나

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

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야간로스쿨도입을위한국회토론회

朴º民(20,21) 의원실은 6월 12일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의원실, 방송

통신대학교와 공동으로‘온라인·야

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회’를개최했다. 

‘어선안전조업법무엇이문제인가’세미나

朴Ç大(20,21) 의원실은 5월 13일

의원회관에서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와 공동으로‘어선안전조업법 무엇

이 문제인가?’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농어촌여성, 농어촌성평등이희망을만든다’

세미나

ïÑ (̧20,21) 의원실은 5월 15일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농어촌 여

성, 농어촌 성 평등이 희망을 만든

다!’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5.18 40주년입법과제및진상규명지원방안’

정책토론회

宋甲 (̧20,21) 의원실은 5월 12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석)와 공동으로‘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

방안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세미나

宋é (̧20,21) 의원실은 6월 16일

의원회관에서 김희국·이만희·임

이자·김형동 의원실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

제권구축’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지역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입법간담회’개최

àñÏ(20,21) 의원실은 6월 2일

의원회관에서‘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한국농정, 어떻게해야하나?’

세미나

吳»勳(20,21) 의원실은 5월 19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농업경제학

회, 한국농정신문과 공동으로‘코로

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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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ó煥(6,7,8,9) 원로가 5월 27일 별세.

고인은경성법과전문학교입학, 제2회조

선변호사시험 합격(학부 2년), 변호사 개

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4회), 국회법사

위원장, 국회예결위원장(공화당 정책위 부위원장), 국회

보건사회위원장, 변호사 전업, 한영합동법률사무소 변호

사등을역임했다. 향년 99세

李¹¬(6,7,8,9) 원로가 6월 14일 별세.

고인은 단국대 법률학과 졸업, 육군사

관학교 제7기 졸업, 육군본부 예산편성

과장, 민주공화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

공화당 정책연구실장,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민주공

화당 당무위원, 국회 농수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향년 93세.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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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둥지 大吉 하시길…

å¡ô(18,19)자)서울강남구학동로405 청담래미안A 102/203 

©成 (̧18)자)서울중구다산로32 남산타운29/602

°â°(18)사)대구달서구장산남로21 법조빌딩904호(용산동)

©Úï(19) 자)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90 범어동월드메르디앙이

스턴카운티A 101/1006

金¥º(20)자)서울용산구원효로216 용산e편한세상A 112/1304

ÓÜ³(18) 회원 2020년6월27일(토) 오후6시, 딸결혼

장소: 포시즌스호텔서울3층그랜드볼룸

á¥» àÏÕÏÙ

李永Æ(7,9,10)원로가 5월 25일별세. 고인

은 美 조지아주 보병학교 수료, 육군대학

졸업, 국무총리비서실장, 유정회원내총무,

국회 건설위원장,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민족중흥회부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96세. 

í甲周(9) 원로가 6월 1일 별세. 고인은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대한제지공업주식

회사 상무, 민주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민

주공화당 중앙사무국 훈련부장, 주식회사

광한기획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 91세.

áº¬(11) 회원이 2월 27일 별세. 고인은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대학원 수료, 육군

법무관, 서울지검의정부지청검사, 전주지

검검사, 변호사, 민주한국당기획실장·건

설분과위원·국방분과위원등을역임했다. 향년 79세.

金þ淑(12,13) 회원이 6월 12일 별세.

고인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동국

대학교 행정대학원(복지행정전공)졸업.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여약사회 회장),

정무장관(제2), 사단법인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이사

장, 여성자원봉사연맹총재등을역임했다. 향년 86세.

¡Ç (́12,13)회원이 6월 8일별세. 고인

은성균관대경제학과졸업, 서울대행정

대학원수료, 통일민주당사무차장·원내

부총무, 한국전력공사 경영담당 상임고

문, 초대 민선 울산시장, 2대 민선 울산광역시장 등을

역임했다. 향년 82세.

헌정 6월호 p.94에게재된尹建永(17,21) 의원을
尹í永(21)의원으로바로잡습니다.
尹建永의원은 17대의원을지낸동명이인입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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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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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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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