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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신냉전시대한국의진로특집Ⅰ

우리의 선택은‘맹미협중(盟美協中)’

민족자주통일의 올바른 국제법적 이해

제1회대한민국헌정대상시상식

제72주년 제헌절

“훗날역사의신전에서모두당당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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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란에서 민관과 의료진이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이겨가고

있는데대해깊은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 

우리는 72년전제정반포된헌법과그에따른민주헌정의숭고한존

엄성을기리고되새기는자리에함께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직국회의원 1,200여명으로구성된초당적인국민공동체입니다. 6.25

전란중에 70여명의회원들이납북실종되는크나큰아픔을겪었습니

다. 헌정회원들은헌법이규정한자유민주주의의소중한가치와질서가

제대로지켜지기를바라고지켜지는지를눈여겨보고있습니다.

하지만정치권의욕망은여러이유로헌법위를날고싶은유혹에사로잡히는사례를왕왕봅

니다. 어제오늘권력집중의제왕적대통령제, 신대통령제의논란속에삼권분립의운동장이행

정국가쪽으로많이기울어져있다는지적들이많습니다. 입법부에이어사법부도그위상과역

할에국민들의근심과회의가쌓여가는현실을외면할수없습니다. 

21대국회거시적정치의새기원이룩했으면

개헌론은밑으로부터국민적열망의대세가없으면고단한시간대를대비해야할지도모릅니

다. 21대국회에서거대여당의등장으로정치공간을넓게활용하고국민공감을많이확보해서

거시적정치의새기원을이룩해갔으면하는기대들이높습니다. 

범진보층의주력과범보수층의저력이잘어울려서정권과함께국권도다음선거와함께다

음세대도생각하는정치한류의새지평을열어갔으면하는목마름들입니다. 

4년전에가슴벅찼던 20대국회의원 189명이자의, 타의로국회에서물러난사유는깊고진

지한성찰의반면교사일수있습니다. 13대국회가 4당구조의어려움속에의안처리율 76%의

고공실적을올린사례는많은깨우침을줍니다.

국회의본회의상임위의석을미국, 영국의회처럼의원들이도착순으로앉도록자유화해서정치

근육을부드럽게하는방안은어떨까합니다.

“훗날역사의신전에서모두당당했으면합니다”

柳瓊賢

헌정회회장

제72주년제헌절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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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한국을결정한 72년간의도전으로문명사, 경제사적으로는세계 10위권중견강국이되었

습니다. 하지만정치사, 정신사적으로비상한총점검, 재무장의절박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정치권

에서종적인승계문화와횡적인연대문화의척박성이그림자를드리우고있습니다. 

저는역대대통령들을평균해서공7과3의평가로국가적인종합대통령기념관건립을제의해왔습니

다. 대통령이대통령을미워하는보복의악순환은마침표를찍어야한다고믿습니다. 현재가과거와싸우

면미래가어려워진다고합니다. 

정치의연대문화는독일의경우처럼아데나워, 에르하르트에서콜, 메르켈까지정당연대거국정

권으로권력을6:4, 7:3식으로분점해서정치안정, 경제번영, 동서독통일까지이른사례는타산지석

입니다.

나라어려워지면대의없는정치로맞서게된다

현행법규에대통령과여당대표를분리한점, 국회의장이당적이없다는점에유의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도당적을떠나서정파의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으로후덕한업적을쌓아갔으면합니다.

복지는불가피하지만얼마를주느냐보다언제까지줄수있느냐가막중하지않습니까. 배급복지

가성해지면일하는경제가쇠해져서뛰는사람위에나는사람, 나는사람위에노는사람이늘어난

다는경고를경청하게됩니다.

경제가뒷걸음친다면상당기간정부예산의인건비성분야를동결, 축소할수는없습니까? 지방

자치단체의경우인구 10만안팎의도시한해예산이 1조원이라는사실에놀라고그많은돈이제

대로쓰이고있는지궁금증이가시지않습니다.

많은일자리의기업들이여러어려움으로자꾸나라밖으로나가는데나라안에서는시장아닌재

정으로적은일자리에매달리는현실이착잡하지않습니까.

남북한관계는 72년 7.4 공동성명부터반세기동안영상은풍성했으나실상은씁쓸한단막극으

로그친사례는안타깝습니다. 쉬지도말고서둘지도말고일진일퇴에일희일비할일은아니라고

봅니다. 어느경우나평화위에잠자면평화를지킬수없음은잘알려져있습니다.

나라가어려워지면대의가없는정치, 노동없는부, 희생이없는종교, 인간이없는과학과맞서게

된다고합니다. 이난제를이기지못하면이난제가우리를이기는최대불행을결단코막고이겨가

야할것입니다. 훗날역사의신전에서국난속의동시대인으로최선을다했다는술회에모두당당했

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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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꽃피운자랑스러운민주공화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 그

동안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한세대만에산업화

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

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 기록될 눈부신 세월이었

습니다. 

헌정 72년. 우리헌정사는국가발전의원동

력이자, 국민의 열망이 깃든 자부심의 역사입

니다. 그중심에는언제나우리국민이있었습

니다. 우리국민은백년이넘는긴세월동안민

주공화제를세우고지켜왔습니다. 1919년대한

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한 이래,

한순간도민주공화국의수레바퀴를멈추지않

았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이역만리 망명길에서도 대한

민국임시헌장을만들고쉼없이의회를열었

습니다. 6.25 전쟁중에도국회는문을열었습

니다. 망국의수난도, 전쟁의상처도우리국민

의민주헌정에대한열망을막지못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

닙니다. 때로는헌정중단사태를겪기도했고,

국회가 독재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질곡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1987년,

국민의손으로민주헌법을세우고, 민주국가

를건설했습니다. 

의회주의꽃피우는 21대국회돼야

대한민국은코로나위기한복판에서세계에

서가장먼저정상적으로전국적선거를치러

낸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록적인 투표율과 긴

투표행렬을지켜보는세계의시선은경이로움

그자체였습니다. ‘아시아민주주의의등불’이

라고찬사를보낸외신도있었습니다.  

21대국회는이런우리국민의헌신과열망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국회입니다.

국회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부터

지키기위해제역할을다해야합니다. 코로나

이후 도래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

로대비할수있는국가시스템을개조할책무

도있습니다. 

헌법정신으로‘내일을여는국민의국회’를!

제72주년제헌절경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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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씩밤을새워토론했

던제헌국회를상기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마음에새기겠습니다.

민주공화 헌정체제의 골간

은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

의를 활짝 꽃피우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

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내

는민의의용광로가되겠습

니다.  

윈스턴처칠영국수상은‘불이꺼지지않는

국회의사당이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

습니다. 그렇습니다. 365일불이꺼지지않는

국회를만드는것이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

아내는 출발점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으로하는 21대국회가되어야합니다. 소통과

타협으로의회주의를활짝꽃피우는국회, 국

민이신뢰하는‘국민의국회’를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미래를준비하는개헌

세계질서가격랑에빠져들고, 4차산업혁명

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경

제·사회·문화모든분야에서우리가지금까

지겪어보지못한거대한변화가시작되고있

습니다. 이제미래는우리의선택과노력에달

려있습니다. 기회의문을활짝열어젖혀야합

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

나로 모아내는 지혜

가 절실히 필요합니

다. 시대정신과 국민

의마음을담는그릇

은 헌법입니다. 헌법

을중심으로답을찾

고길을물어야합니

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

를시대정신으로삼고있습니다. 권위주의청

산을위해 5년단임의대통령직선제와자유권

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입니

다. 헌법이개정된지 33년. 한세대가지난현

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

아내기어렵다는공감대가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

식이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습니다. 위기상

황에서국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근본

적인성찰도시작되고있습니다. 위기관리능

력이세계모든나라의최우선과제가되었습

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

습니다. 국민의기본적인삶의권리를잘지켜

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

다.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변화가일상인시대가되었습니다. 불

朴炳錫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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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능력이국가존망을가르는주요기준으로

떠오르고있습니다.  

우리경제규모는 1987년에비해 10배넘게커

졌습니다. 시대환경도, 국민적요구도크게달라

졌습니다. 국민의안전과삶의질을보장하는사

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

하다는인식도높아지고있습니다. 대전환의파

도앞에서우리국민을지키고미래를열기위해

우리헌법의개정이불가피한때입니다.  

우리사회는오래전부터개헌의필요성을절

감해왔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이미수많은개

헌논의가있었습니다. 20대국회만하더라도여

야합의로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넓은 공감대

속에당장합의할수있는수준에이른것도적

지않았습니다. 그러나여야는권력구조문제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

서지못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넘기는대로개헌논의를본격화합시다.

정치권의이해가아닌오로지국민의뜻을받들

어시대정신을반영한새국가규범을만들어내

야합니다. 미래를직시하며대전환의파도를헤

쳐나갈사회적합의를이뤄냅시다.  

권력구조문제는 20대국회에서이미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결단만남았습니다. 국회

가스스로개혁해야할과제도속도감있게추진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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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위한남북국회회담

2018년, 남북정상은한반도평화와번영이라

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이정표

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러

나불과 2년이지난지금, 우리는또다시한반도

에긴장이고조되는상황을무거운마음으로마

주하고있습니다. 

초심으로돌아가야합니다. 이럴때일수록온

겨레의염원을가슴에다시새겨야합니다. 한반

도의평화와번영을향한발걸음은결코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체

는남과북입니다. 남과북이먼저신뢰를회복

해야국제사회도우리와함께할것입니다. 남과

북의국회가그길에나서야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

최를공식제의합니다. 나는국회의장으로서북

측최고인민회의대표를언제어디서든만나마

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남과북의국회대표들이만나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

적·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방안을찾아냅시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

북철도·도로협력등민족의안전과공동번영

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남북국회회담은한반도평화에의구심을갖

는내외의인식을바꾸는중요한전기도될것이

라확신합니다. 북측최고인민회의의담대한결

정을기대합니다. 

헌법정신으로‘국민의국회’를!  

코로나위기는대공황이나2차세계대전에견줄

만한대전환을예고하고있습니다. 앞으로얼마나

더큰파도가우리에게닥칠지알수없습니다. 우

리는언제나그랬던것처럼이번에도수많은어려

움을이겨내고다시우뚝서야합니다. 우리국민은

국난이닥칠때마다단결했고, 당당히돌파했습니

다. 국민을믿고, 국민과함께난관을돌파할힘을

모아내도록국회도그역할을담당하겠습니다.    

국회가먼저변해야국민의인식도바뀐다는요

구도마음에새길것입니다. 국민이신뢰하는국회

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치열하게토

론하고책임있게결정하는국회가되겠습니다. 

국민을통합으로인도하는용광로같은국회,

국가의미래를준비하고국민의내일을여는국

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

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

진법규들도시대에맞게개정할것입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

운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해결, 한반도평

화구축등국가적과제에대해서도비전을제시

할것입니다. 소통과타협으로국민의국회를만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

의국회를향해힘차게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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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지난 7월 16일오후 4시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수상자는노웅래국회의원을비

롯해 김규환·김성원·김영호·김정우·김현

아·박광온·신동근·신용현·이은권·이종

배·이채익·유성엽·염동열 등 총 14명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다.

이들 수상자들은 20대 국회의원에 재임하는

동안위국위민, 멸사봉공의정신으로헌법가치

수호와국리민복증진에기여한공로로추천단

체나추천헌정회원에의해헌정대상선정위원회

심사를거쳐선정되었다.

특히이날행사는코로나19 여파로방역수칙

을이행하면서간소한행사로진행되었다. 수상

자가족포함 28명, 회직자 22명, 헌정대상선정

위원 32명, 추천회원 13명, 추천단체 3명등 84

명정도로규모를대폭축소해진행했다. 

이날시상식에서유경현헌정회장은개식사를

통해“코로나로 인해 요즘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국에정치무대에서활약하신 20대의원님들에

게상이크지않지만, 선배로서기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21대국회개원식을했습니다. 박

병석국회의장님께서‘先國後黨’이라고언급했듯

이나라와국민들을위하라는간곡한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헌정대상에 1억원을기부해주

신김문기원로가계시지만, 사람사이에어리석

은이는담을쌓고어진이는다리를놓는다는데

우리는어느쪽으로가고있습니까.”라고했다. 

박병석국회의장은축사를통해“상이라는것

이의미가없는상이없지만오늘헌정회에서주

는헌정대상은각별한의미가있습니다. 국회를

경험하셨던선배의원님들께서엄격한심사를거

쳐선정해주셨습니다. 제20대국회는국회선진

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국회였습니다. 그와중에모범적인의정

활동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습

니다. 헌정대상이앞으로더훌륭한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이모범적으로의정활동을한국회의

원을선정하고성장시키는의미있는상으로발

전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  

헌법가치수호와국리민복증진에기여

20대의원 14명에게공로패·메달전달식

제1회대한민국헌정대상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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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정기국회가 끝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

에서 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헌정회에

서 주는 헌정대상은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원을 가장 잘

평가하는 값진 상입니다. 더 분발하라는 의미

로 받아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

다’는 말이 있듯이 21대 의원님들은 수상을

계기로 해서 더 빛나는 활약을 펼치시고, 21

대 휴식기를 갖게 된 분들은 재기를 꿈꾸며

큰 격려가 되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계

기가 될 것입니다. 유경현 회장님을 비롯해

선배의원님들께 21대국회는‘국민들이괜찮

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

다.”고했다. 

이날 수상자 가운데 대표로 노웅래 의원은

답사를 통해“선배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면

서 앞장서서 의정질서를 지켜 오신 분들입니

다. ‘爲國爲民’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는말씀입니다. 21대국회가여야갈등으로인

해 한 달 반 만에 개원식을 해서 아쉬움이 있

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고 봅니

다. 국민을위해여야합의를위해의회민주주

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의 명

예를 위해 실천해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의

회정치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

겠다.”고했다.

김규환 의원은“20대 국회에 들어와 기능올

림픽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

다 우리 청소년들이‘발명교육육성법’을 통해

희망의대한민국을이루기위해노력한결과꿈

은 이루어졌다.”면서“희망의 새 시대,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발명의 나라를 위해”라는 구

호를외치면서‘뱃노래’를구수하게불렀다. 

황학수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시상

식에서 유경현 헌정회장, 김봉호 원로회의 의

장, 김문기헌정회원로회의부의장, 김덕룡민

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이 시상자로 나서 수상

자한명씩상패와상대, 메달, 꽃다발등을전

달한후기념사진을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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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미중 新냉전’

기류가갈수록가파르다. 양국간충돌이현재로

선마주보고달리는열차와같다. 이미공개적으

로가시화돼버린‘전쟁’의두축은미국의보호

무역주의와중국의국가자본주의로볼수있다.

新냉전에불확실성까지겹친판국이다. 미정부

는의회에제출한대중국전략보고서를통해사

실상신냉전을공표하고나섰고, 중국은공식적

으로“미국이제정신이아니다. 거짓을퍼뜨리고

있다.”며 결사항전의 태도로 맞서는 국면이다.

시진핑의 2013년내부발언인“자본주의는소멸

할것이며사회주의가궁극적으로승리할것이다

( )”

라는내용이미보고서에인용된것도극단의대

립기류를 상징한다. 실제, 당장은‘제2의 미중

무역전쟁’위기로옮겨붙을기세다. 가뜩이나

어려우면서도 양국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수출

과경제에치열한타격이예견된다. 그러나아직

우리정부는이를제대로예측하지도, 마땅한대

책을마련하지도못했다. 새로운미·중패권전

쟁시대, 환경급변에따른한국의대응지표(指

標)는어떻게설정되어야할것인지, 구체적사

안별로각론적처방은또어떻게차질없이운용

집행되어나가야할것인지, 핵심국정과제로떠

오르기에이르렀다. 

‘냉전구조’선포, 한국초대형악재

기류는실로예사롭지않다. 미국은이미중국

과의국제적‘냉전구조’를스스로공식선포한

것이나다름없다. 미정부가운영하는미국의소

리방송(VOA)은“트럼프행정부, 대중국전략보

고서의회제출. 사실상신냉전선포”라는제목

美·中패권전쟁시대한국의지표(指標)

실사구시가살길…미래지향적극적선도방책찾아야

李丙燾

시사오늘주필

시사평론가

특집Ⅰ美-中新냉전시대한국의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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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으로기사를내보냈

다. 역사는이보고서를미중냉전

의 시작(onset)을 알리는 또 하나

의‘X 파일(the X Article)’로 기

억할 것이다.미국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미국의중국에대한‘근

본적인 재평가(fundamental

reevaluation)’라 명시했다. 미중

갈등의핵심이현안인무역이라기

보다는 이념과 정치체제, 즉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역시 냉전의 특성이

다.따라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은 미 대

선결과를떠나수년내에끝나지않을것이며,

특히대선을앞둔 3분기에가장격화될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 끼여

경제가몇차례몸살을앓았다. 고고도미사일방

어(THAAD·사드)체계 배치로 인해 그랬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도 그랬다. 더한 상황

이다시닥쳤다. 피해를최소화할외교·경제·

정치적종합대책이긴요하다. 

헤게모니‘고래싸움’전초전

심각한것은두강대국의갈등이코로나19 이

후세계의헤게모니를둘러싼싸움의전초전이

라는 점이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비교적빠른시기에회복국면으로돌아섰지만,

이번위기는결이다르다. 심지어양국간무력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의 경고 보도

도 잇따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에 대

한국제조사가이뤄지지않는다면최악의경우

단순한냉전을넘어무력충돌로이어질수있다

고경고했다. 로이터통신도중국의내부보고서

를인용, 코로나19 확산으로 1989년톈안먼사태

이후전세계반중(反中) 정서가최고조에달해

미중간무력충돌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이미사드보복이나관세압박등미중경

제전쟁의‘유탄’으로피해를입은적있는우리

경제로서는양국간고래싸움에서눈을뗄수없

는상황이다. 설령무력충돌까지는아니라도무

역전쟁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것은분명하다. 

‘기업’이사활(死活) 기준

이 같은 기류는 미 정부 보고서 내용의 심각

성에서도그대로드러난다. 가장주목할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Our

Values)’이란표현이다. 이는미중갈등의성격

이‘가치갈등’이라는점을적시한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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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권문제등으로전선이확대될가능성도있다.

현재민주당대통령후보인바이든은인권문제

와 관련 시진핑을“불량배(thug)”라고 불렀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두 나라 간에 향후 2단계

무역협상이 불가능하게 되면, 경제제재와 수출

통제가뒤섞인신경제냉전상황이그대로도래

한다. 그만큼세계경제에불확실성도커질전망

이다. 우리로서는올바른경제정책방향이더없

이중요하다. 경제정책은경제적관점에서접근

해야성공을거둘수있다. 정략적계산을앞세

우거나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면 경제정책은

산으로갈수밖에없다. 오직기업경쟁력강화

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정치배경…미국의‘對중국전략보고서’

그러나정치적배경도결코간과해선안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

기된코로나늑장대응같은비판을‘중국책임

론’으로가리려한다. 시진핑중국주석도코로

나초기대응실패로실추된리더십을만회해야

할처지에놓여있다. 두강대국모두힘겨루기

에서한치도물러설수없는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덕에겨우도달했던지난미·중간 1

차합의는다시정치적이해관계로인해허물어

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관세를물릴가능성이농후하다. 백악관국가경

제위원회도중국에책임을묻는것은의심의여

지가없다고밝히고있다. 미국의‘對중국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이 같은

의도를여실히드러낸다. 본문에적혀져있는그

대로 중국에 대한‘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중관계 기존

의‘2C론’에서‘cooperation(협력)’이 빠지고

‘competition(경쟁)’만남았다. 이문서는‘냉전’

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공식 선포(formal

announcement)’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서두

에서“중국공산당은지난 1979년미국과외교관

계수립이후 40여년이지난현재경제, 정치, 군

사적역량을확대하면서미국의핵심국익뿐아

니라전세계국가들의주권과존엄성을침해하

고, 자유롭고개방적인세계질서를자국의국익

에연동해변모시키고있다”고적고있다. 본문

건은신장, 홍콩등을언급하며중국의인권문제,

소수민족탄압, 종교박해를조목조목비판했다. 

경제전쟁전면전진입임박

이제, 미국이실질적으로대중(對中) 관세카드

를꺼낸다면곧경제전쟁전면전으로진입할기

류다. 그것은 세계 경제 하강의 시작일 뿐이다.

팬데믹으로국경폐쇄와이동제한등의‘대봉쇄’

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와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충격이 생산과 수출, 제조업, 투자 쪽으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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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전환기적 위

기’가된다는사실에특히주목해야한다. 대표

적으로글로벌시장내한국의반도체산업은최

근들어미국과의점유율격차는크게좁히지못

하는한편, 막대한정부지원을등에업은중국의

위협에맞서고있는상황이다. 코로나19(신종코

로나바이러스)로경기침체가가시화되고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한국은향후반도체시장의지각변동대응을위

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

합회(전경련)도지난 10년간글로벌반도체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의

진단을내놓았다.

미국중심안보·경제·가치동맹강화를

지난역사를떠올리게된다. 100여년전개화

기한국지식인들은한반도주변을둘러싼강대

국들의행보에대해상상력이부족했고, 결국나

라를 잃었다. 작금 한국은 미중 갈등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과 상상력을 발휘

해야할때다. 현재세계 10위의국력을가진한

국이나라를잃지는않겠지만, 한국은앞으로끊

임없이미중사이에서선택을강요받을것이다.

이는미래의일만은아니다. 당장가속화국면으

로빠져들소지가작지않다. 정부나재계모두

철저한준비와대응이절실하다. 기본적으로, 미

국 중심의 안보·경제·가치 동맹을 더욱 강화

하는이외의대안은없다. 새롭게부상하는리스

크를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미국과지속적으로

소통하는자세가필요하다. 수출선다변화나내

수진작에대한구체적인대안마련에도나서야

한다. 기업 규제 완화의 대상과 폭을 과감하게

넓히고신속히실행해야한다. 노동분야의개혁

은더욱절실하다. 

산업·통상환경변화만전기해야

지금은전세계가팬데믹극복에지혜와힘을

모아야할때다. 역시미국과중국이모범을보

여야한다. 우리로서도고차원적이고유연한외

교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과 손을

잡아야유리한고지에오를수있다는인식을심

어야한다. 바이러스가초래한미증유의국난을

전화위복으로돌리기위한, 미래지향적인선도

방책을적극적으로찾아야한다. 재정이라는한

쪽날개로난국을헤쳐나가는것은불가능하다.

어떻게든민간의활력을높이는것이관건이다.

‘新냉전’속에서는실사구시전략이살길이다.

2차 무역전쟁이 실제 발발하면 지금 예상보다

더달라지고더오래끌것이다. 경제전쟁그다

음의 기술전쟁과 금융전쟁까지 미리 계산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비대면(언택

트:Untact) 비즈니스확대와 4차산업혁명의가

속화, 탈(脫) 세계화, 보호무역의심화등급변할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

부와 기업의 일관된 중·장기적 대책이 무엇보

다긴요함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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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은 1971년 7월 9∼11일베이징을비밀리에방문

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만났

다. 키신저보좌관과저우총리는 6·25전쟁이

후철천지원수로지냈던양국의화해방안을논

의했다. 이를 계기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을만나양국의적대

관계청산, 외교관계수립, 아시아·태평양지

역의평화, 대만문제등을논의하고상하이공

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1979년 1월 1일 수

교하면서외교관계를정상화했다. 당시미국은

소련을견제하기위해중국과손을잡았다. 미국

의전략은중국과소련이국경분쟁등으로대립

하자 중국과 협력해 소련을 압박하려는 의도였

다. 이후소련붕괴와냉전체제의종식은미·중

수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협력체제를유지해왔다. 특히미국이주도

하는아·태지역의자본주의분업체제의틀속

에서중국은경제개발에적극나섰고, 중국은그

대가로이지역에서미국의패권을인정했다. 양

국의 이런 협력 체제를 두고‘키신저 질서

(Kissinger Order)’라고부른다.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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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선택은
미국과중국의신냉전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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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長勳

국제문제애널리스트

특집Ⅰ美-中新냉전시대한국의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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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신냉전은‘키신저질서’폐기의미

코로나19 사태를계기로미국과중국이신(新)

냉전에본격적으로돌입한가운데양국간의갈등

과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와확산문제, 세계최대통신장

비업체인중국화웨이의 5G 문제,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홍콩국가보안법, 남중국해와대만, 북한

의비핵화등에서팽팽하게맞서고있다. 양국의

신냉전은말그대로키신저질서가폐기됐다는것

을의미한다. 미국백악관은지난5월21일의회에

제출한‘미국의중국에대한전략적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키

신저질서가끝났으며중국과의신냉전이본격적

으로시작됐다는점을분명하게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을‘미국의 가치(values)와 안

보, 경제를위협하는국가’로규정했다. 특히보

고서는“중국 공산당이 40여 년간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전세계국가들의주권과존엄성을침해

하고, 자유롭고개방적인세계질서를자국의국

익에연동해변모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 보고

서는 미국 국민과 국토,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미국의번영을증진하며, 힘을통해평화를지키

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4가지 목표를

천명했다. 보고서는또“중국과전략적경쟁에서

우위를차지하기위해서는역내동맹및파트너

들과의관계강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실제로중국은미국을제치고세계최강국이되

겠다는야심을노골적으로드러내왔다. 특히시진

핑 국가주석은‘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기치로 내걸고 건국 100주년

이되는2049년까지초강대국이되기위해군사력

과경제력강화에박차를가한다는원대한청사진

을제시했다. 게다가시주석은중국식사상과정

치·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전장을내밀었다. 시주석은“서구자유

민주주의제도를배울필요는없다”면서“새시대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통해두려움을모르는자

세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목표를위해

계속힘차게나아가야한다”고강조해왔다. 

중국몽 vs 미국의 EPN 전략

미국은중국의도전을저지하기위해구체적

인행동에들어갔다. 무엇보다미국정부가제1

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프로젝트의 상징인 화웨이를

고사시키는것이다. 20세기는철강, 석탄, 자동

차, 항공기, 선박이 국력의 원천이었다면 21세

기는 5G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까지장악하는것이경제력과국가안보의동력

이라고말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정부는그

동안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들을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각국에

화웨이의 5G 제품을 쓰지 말라고 요청해왔다.

미국정부는또지난해 5월에는화웨이와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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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거래제한기업리스트’에올리고인

텔, 퀄컴, 브로드컴등미국반도체기업들의거

래를금지했다. 미국정부는오는 9월부터미국

의소프트웨어와기술을활용한외국반도체제

조업체의경우미국의허가없이화웨이에반도

체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새롭게 개

정된수출규제조치를시행할계획이다. 

미국은‘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글로벌공급망을새롭

게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EPN 전략은중국에서공산당지배체제가바뀌지

않는한코로나19 사태와같은위기가올수있는

만큼중국에의존하지않는자유진영의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는

EPN의대상국으로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일본등을꼽고있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

이오는 9월연기된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호주인도와러시아를초청한것도EPN 전

략과밀접한관련이있다. 미국의의도는반중(反

中) 연합전선을구축하겠다는것이다. 한국, 호주,

인도는미국정부가추진하는 EPN의핵심대상

국이다. 미국정부가러시아를초청한것은중국

과의밀월관계를견제하려는것이다. 

반중군사블럭구축 vs 일대일로보건분야추가

미국은이와함께반중군사블록을구축하는

전략도추진하고있다. 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

관은중국의군사위협에대응할동맹과파트너

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유럽(영국)

등을꼽았다. 한국, 호주, 인도는 G7 확대정상

회의초청과겹친다. 미국정부는이미일본, 호

주, 인도등과함께인도·태평양전략을추진해

왔다. 미국정부의이런전략들은한마디로말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해‘중국 포위’에 나

서겠다는것이다.  

반면중국정부는미국정부의이런전략에맞

서기존의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판육상해

상실크로드) 프로젝트에보건분야를추가해각

국과의연대를강화하고있다. 실제로중국정부

는코로나19 사태를계기로이탈리아, 세르비아,

미국과중국이서로자국편에설것을요구하고있는가운데

한국은어떤선택을할것인가. 

만약한국이중국의편에선다면, 

홍콩처럼중국정부의개입과간섭을각오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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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라오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베네

수엘라등 16개국에의료진을직접파견하고의

료용품을 대거 무상 지원했다. 브래들리 세이어

미국텍사스주립대교수는“중국이코로나19 위

기를‘보건 실크로드’구축에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이세계패권이란전략목표를위해코로나

19 사태를기회로활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 특

히주목할점은중국정부가미국정부의새로운

글로벌공급망구축을저지하기위해한국과독

일등에‘러브콜’을보내고있다는것이다. 

국가정체성이한국의선택기준

그렇다면미국과중국이서로자국편에설것

을요구하고있는가운데한국은어떤선택을할

것인가. 한국이 그동안 추진해온‘균형외교’는

사실상수명이다했다. 안보는미국, 경제는중

국이라는양다리전략은더이상통하지않는다.

때문에한국으로선영토와주권, 국민의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체제와시장경제체제, 인권

과법치등의원칙을선택의기준으로삼을필요

가있다. 만약한국이중국의편에선다면, 홍콩

처럼중국정부의개입과간섭을각오해야한다.

중국은 홍콩 국가인권법 제정 강행에서 보듯이

공산당일당독재국가이기때문이다. 게다가중

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으로 간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아예‘21세기판 조공체제’에

편입시키려는의도를보여왔다. 물론경제적측

면에서볼때한국은중국의거대한시장이필요

하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제보복등을당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독이

될수있다. 중국과의경제협력은단기간의이익

은줄지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기술과산

업을잠식당하는선택이될수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원칙

도한국이선택할기준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볼 수 있듯이 북

한의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제재완화와해제만을요구할뿐핵

무기를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분명하다. 김정

은정권이지금까지버티고있는것도중국때문

이다. 김정은정권은 6·25전쟁때와마찬가지

로현재도중국의식량과원유등의지원이없다

면생존이불가능하다. 게다가중국은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

발해온 북한을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와 전략

적자산으로활용해왔다. 중국은한반도통일보

다는‘가짜평화’를앞세운현상유지전략으로

한국까지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을 보

여왔다. 반면한·미동맹은피와목숨으로이어

진관계일뿐만아니라자유민주주의체제와시

장경제, 법치라는가치를공유해왔다. 한·미동

맹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롭고 발전된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 지향

해야할국가의‘정체성’(正體性)이한국의선택

기준이될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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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21일미국백악관은‘중국에대한미

국의전략적접근(U.S. Strategic Approach to

PRC)’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기존의외교나군사분야외에도정당,

경제정책, 정보, 인권등거의모든분야에서중

국을압박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 

그간미중관계는서서히악화일로를걸어왔지

만, 금년들어코로나19와홍콩보안법문제가겹

치며갈등이증폭되고있다. 이에새로운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중관계형성과정에서예견된미중신냉전

1972년 2월닉슨대통령의방중으로관계개

선의 물고를 튼 미중관계는 한동안 서로에게

상호이익을가져다주었다. 2000년대가도래하

기 이전 20여년 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서미국의질서에도전하지않으며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다. 미국 역시 새로운 투자시장이

자 자국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으로부터경제적혜택을누렸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의‘책임

있는 이해당사국(responsible stakeholder)’

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미국이 구축

한자유주의적국제질서내에서중국을연착륙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의 전략은‘도광양회( 光養晦)’

였다. 조용히 힘을 길러 미국을 앞서겠다는 것

이다. 미국이 제공한 국제질서에 순응하며 살

기보다는 중국이 중심이 된 세계를 준비했던

것으로보인다.

중국의의도는경제적성과가가시화되기시작

우리의선택은‘맹미협중(盟美協中)’

申範澈

한국국가전략연구원외교안보센터장

특집Ⅰ美-中新냉전시대한국의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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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0년대 들어, 특히

미국이경제위기를겪었던

2007년이후점점더노골

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

다. 2012년출범한시진핑

주석은‘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를 추진하

며 미국의 질서에 공개적

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는궁극적으로중

국중심의지역질서를구축하기위한노력임과

동시에해양세력으로발돋움하겠다는의지를담

고있다. 그결과해양력을기반으로패권을유지

하고있던미국과충돌할수밖에없게되었다. 미

국은트럼프행정부에들어서며인도태평양전략

을기반으로대중국압박을강화하게된것이다.

뒤늦은 미국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

작했지만이미중국의국력은어느새미국에도

전할만큼성장했고미중간새로운냉전이도래

하게된것이다. 

미소냉전보다치열한미중냉전

과거미소냉전은이념대결의시기였다. 자본

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

속에서진영간체제경쟁을전개했다. 상대체제

에대한두려움과전쟁의공포는지금과는비교

할수없었다. 유럽에서는북대서양조약과바르

샤바조약 등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극동지역에

서도한미동맹과미일동맹, 그리고북중및북러

동맹이맺어졌다. 그러나외교·군사분야와달

리 경제만큼은 자유진영의 우위가 확연했던 시

기였다.

최근미중간신냉전은구도를달리하고있다.

외교·군사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확연하

다. 미국은유럽과극동지역에서동맹을유지하

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 정도와 동맹조약을

맺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러시아와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있는수

준이다. 중국의 군사력 역시 핵과 미사일 전력

을강화하고항공모함전단을출범시키는등위

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첨단 군사력과

비교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중

국이내해(內海)라고주장하고있는남중국해에

서미국과대등한전력을구축하고자하는수준

일뿐이다. 

하지만 경제 분야는 이야기가 다르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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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은 14조달러가넘는세계 2위이고, 구매

력 조정 GDP는 27조 달러 규모로 세계 1위다.

수출 역시 2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 1위다.

물론부실대출, 부동산거품등중국경제가안

고있는문제점이적지않은상황이지만여전히

6%대성장을하고있기에미국으로서도함부로

다루기어려운수준으로올라선것이다.

핵무기의출현으로초강대국사이의전면전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간의 경쟁은 경

제분야로집중되고있다. 미소냉전이끝난것

역시소련경제의붕괴에서비롯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상황에서 미중 신냉

전이본격화되는것은어찌보면국제관계의자

연스러운이치인지도모른다. 다만두강대국의

세력경쟁에서오는갈등과긴장은작금의국제

관계에커다란파장을몰고오고있다. 

먼저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들고있다. 미국중심의‘경제번영네

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시도와G7에한국, 인도, 호주등을추가하

려는노력이그대표적인사례다. 나아가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 통신

제품을사용하거나동기업에대한반도체수출

을통제하려시도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

중국은미국정책에따르는국가들에게강도높

은보복조치를경고하고있다. 마치과거한국

의 마늘 파동이나 고고도방공미사일(THAAD)

배치당시중국의경제보복과같이미국의대중

압박에 동참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를것임을경고하고있다.

이미미중간신냉전은외교와국방을넘어경

제적전면전으로치닫고있다. 미국이독자적인

경제력만으로중국을길들이기에는어려운상황

이기에상당기간대결구도속에서자기편만들

기경쟁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 그결과과거

의미소냉전보다더길고더치열한새로운냉

전이우려된다. 

미중신냉전이한반도정세에미치는영향

탈냉전이후, 특히 2000년이후부터는미중관

계가한반도문제의핵심변수가되었다. 미중신

냉전은북한문제와한국의대외정책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고있다. 먼저미중경쟁은북한에게

새로운기회를가져다주었다. 미국과점차대등

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수록

대미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기때문

이다. 관건은중국의호응이었는데그들역시미

국과대치중인북한의‘전략적가치’를무시할수

없기에북중관계의강화로이어지고있다. 

비핵화협상이본격시작된 2018년이후의북

한행보를보면중국을잘활용하고있음을알수

있다. 중국은북한과동맹조약을유지하고있으

며, 실질적으로도북한경제에가장큰영향을미

치고있다. 중국이대북제재이행에어떻게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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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따라북한이어쩔수없이비핵화행보에

나서야할수도있고, 아니면비핵화행보를거절

하며버티기를시도할수도있다. 그렇기에북한

은북중관계에가장많은공을들였고, 남북정

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을가장먼저, 그리고다섯차례나개최

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비핵화 압박을 회피하며

후원자를확보했다. 미중신냉전이북핵문제에

커다란장애요인으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

한편미중관계악화는한국경제에전례없는

부담으로다가오고있다. 과거에는한국의자본

과기술이중국의저임금노동력과결합하여미

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미중 3국이 모두 이

익을보는구조가존재했다. 하지만그런호황의

시기는끝났다. 한국기업들의경쟁력은대부분

중국기업들에의해따라잡혔고미국시장은중

국산상품에대한반감이커지고있다. 국내적으

로는미국의반중경제네트워크동참요구와중

국의보복압박에서오는부담이증가하고있다.

EPN이나G7 플러스그리고화웨이관련압박은

더욱거세질전망이다. 중국역시미국에대한직

접적인도전보다는미국의동맹국들에대한압박

을강화하고있다. 미국의동맹국이자중국이제

1무역국인 한국은 그 대표적인 공략대상이기에

향후어려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 

위기시동맹중요성, 경제는실리추구

미중 신냉전의 향후 전개가 불투명한 상황에

서한국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미국의군사

력과 경제력은 당분간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이

다. 자유민주주의와인권존중을추구하는이념

적기반도같다. 한국으로서는최적의동맹파트

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제1의 무역국이다.

경제적실리를무시할수없다. 물론중국첨단

기술산업의고립및붕괴를유도하려는미국의

계획이성공할경우한국기업들에새로운기회

가찾아온다. 하지만미국의이러한시도가성공

할가능성은미지수다. 따라서현재우리가맺고

있는관계를충실히하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

가장신중한선택이될수밖에없다. 그것은미

국과의동맹관계와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

충실히해나가는것이다.

외교관계에서영원한정답은없다. 하지만위

기시함께싸울동맹의중요성을간과해서는안

되며불신을예방해야한다. 따라서외교와군사

의영역에서는한미동맹편에있음을분명히밝

혀야한다. 반면경제의영역에서는실리를추구

해야한다. 동맹국의요구가있다고해서反중국

노선의선두에서서는안된다. 중국에대한실

질적 압박은 미국 동맹국들의 선택을 보아가며

천천히동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미국의다른

동맹국들역시중국과적지않은경제교류를하

고있다. 따라서경제문제의경우영국이나호

주의선택을보아가며천천히따라가는것이가

장현명한방법일것이다. 미중신냉전의시대에

우리가취해야할선택은맹미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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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마찰에 이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팬데믹)으로 대외의존적인 우리경제가 커

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10.4% 감소했

고,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금년 1∼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다. 더욱이 코로

나-19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경

기침체, 대규모실업, 기업실적악화등전면적

인 위기가 진행중이며, 그 후폭풍에 따른 여러

가지위험도도사리고있다. 미·중마찰도무역

전쟁에서기술전쟁으로확산되고있고, 코로나-

19의책임론과홍콩보안법시행을둘러싼갈등

도첨예화하고있다. 코로나-19 이후미·중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

한분석과대비가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위협

은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가함께직면하고있

다는점에서보면우리의대처여부에따라서는

새로운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코로나-19 이후후폭풍대비

코로나-19에대해서는단기적으로는확산통

제와영향의최소화에역점을두어야하지만, 이

후의후폭풍에대한대비도병행되어야한다. 코

로나-19가우리수출에매우치명적인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한국

의주요교역대상국이모두코로나-19로부터자

유롭지못한상황에서글로벌봉쇄가이루어지면

서성장과교역둔화로이어지고있다. 최근주요

기관의금년도세계경제성장전망은매우비관

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9%, 세계은행

(World Bank)은 -5.2%, OECD는 -6~-7.6%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은코로나-19로세계의경제교류가 3개월간봉

코로나-19 이후

미·중의전면적마찰과우리의대응

楊平燮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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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될경우코로나가없는경우에비해경제성장

과교역은각각 6.4%와 1.9% 감소하고, 6개월간

봉쇄될 경우 각각 9.7%와 2.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1) 

코로나-19가진정된이후에나타날새로운변

화, 즉코로나-19의후폭풍에대한사전적대비도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 고용 문제가 악화되면서

‘자국우선주의’가전세계로확산될가능성이커

지고있다. 자국우선주의확산은세계성장, 교역,

투자의둔화로이어질것이다. ‘자국우선주의’에

더해‘편 가르기’구도가 형성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되고,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커질것이다. 또한코로나-19 종료이후출구전략

추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글로벌금융및자

산시장의불안정성에도대비해야한다. 코로나-

19 대응을위해풀린유동성을정상화하는과정에

서글로벌자산가격급락가능성이있으며, 과도

한재정지출로주요국의재정위기와신흥국의디

폴트위험도증가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다행인것은글로벌

전망기구들이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

처해온우리경제가받을충격은상대적으로작

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는점이다. 세계경제와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기회가될수도있다는것이다. 더욱이하반

기세계각국이경제재개를위한대규모소비와

투자확대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우리

의수출반등의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코로나-19 이후미·중의전면적마찰대비

코로나-19로소강상태에접어든미·중마찰

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마

찰은무역에서시작해서기술패권전쟁으로, 더

나아가코로나사태의책임론과홍콩문제를둘

러싸고첨예한대립각을세우며전면전으로발

전해갈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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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무역합의이행을둘러싸고미·중갈등

이재연될가능성이다. 금년 1∼5월미국의대중

국수출규모는 402억달러로 1차무역합의에근

거하여 2020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최소규모(약 2,067억달러)의 20%에도미

치지못하고있다. 코로나-19 사태가진정될경

우합의사항이행을둘러싼미국의압박이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이심화될경우 1단계무역합의의이

행도위태로워질수도있다. 

미국은 1차무역협상합의에도불구하고국가

안보와기술보호를근거로중국의기술적굴기

에대한핀셋(pin-set)형규제를강화하고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반도체, 5G 네트워

크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특히중국기업에의한미국기

술의이용제한, 미국내중국산장비이용제한,

공동연구금지, 중국기업의대미투자제한을

넘어서미국증시에상장된중국기업의퇴출압

박으로이어지고있다.2)

미·중의기술패권경쟁이상시화되면서미

국 및 중국과 밀접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은큰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홍콩보안법등비경제적문제를둘러싸고미·

중갈등도더욱증폭될것이다. 중국은 6월 30일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홍콩보안법을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홍콩반환24주년이되는7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행정부는홍콩보안법제정에대

응하여△홍콩의자유를억압하는데책임이있는

중국관료들에대한비자제한(6.26) △홍콩에대

한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 중단 및 이중용도

(dual-use) 기술제재(6.29) △홍콩에대한특별지

위중단(suspend) 방침등을연이어발표하고있

다. 중국도미국의홍콩보안법제정철회요구에

대해내정간섭으로규정하고, 주권과안보를수호

하기위해강력하고단호한조치들을취할것이라

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중갈등은홍콩문제이외에도코로나-19 책

임공방, 신장위구르, 대만, 남중국해문제등비경

제분야로확산되면서복잡다기화해갈것이다. 

한국의대응방향

한국이 미·중 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

다. 사안에따라서는미국과중국으로부터선택

의압박도받게될것이다. 미·중마찰에대해

지나치게우려할필요는없지만, 너무경시하는

것도경계되어야한다. 미·중마찰이야기할리

스크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판단이필요하고, 이러한판단에근거한대

응과활용전략이필요하다.  

첫째, 미·중마찰과코로나-19와같은리스크

가상시화되고장기화에대비하여미국과중국

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구조를전환하

기위한대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미국과중

국시장에대한의존도가적절한지에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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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볼필요가있다. 중국의경제적실력에비

해우리수출과제조업분야투자가상대적으로

중국에편중되어있다. 중국의시장으로서가치,

미래잠재성, 지리적거리, 협력가능성등을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국 관련 비즈니스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기지로서 중국

의가치를재평가해볼필요가있지만, 시장으로

서중국의가치가저평가되어서도안될것이다. 

둘째, 미·중마찰과코로나-19 이후중국내

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코로나

와미·중마찰은중국의경제체질, 특히기술

면에서새로운변화를촉발시키는계기가될것

이기때문이다. 중국은미국의기술분야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선택하고

있다. 결코중국시장이이전과같이우리가가

지고있는것만으로편하게장사할수있는시장

이아니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무

엇보다도 우리의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두어야한다. 미·중갈등과정에서나타

난바와같이상대국이필요로하는기술력을갖

추고있다면존중받을수있기때문이다.

셋째, 미·중무역마찰에따른기회를활용하

고,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대

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3)에 따르면 미·중 간

관세전쟁으로중국수입시장에서미국산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에 따른

전환효과는ASEAN과EU가가져간것으로나타

났다. 반면, 1차미·중무역합의이행을위해중

국이미국산을추가구매하는과정에서중국시장

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산으로대체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 

넷째, 미·중마찰과장에서우리는선택의압

박을피할수없을것이다. 미국은중국화웨이

에대한제재에한국이참여해주기를바라고있

다. 미국은중국의배제를전제로하는‘경제번

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

다. 중국은한국이미국편에설경우큰대가를

치를것이라며위협하고있다. 이러한선택의압

박에대해우리는철저히국익우선원칙, 시장

원칙, 보편적 가치 존중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필요가있다. 시장원칙에서기업간거래

의방향을정부가나서정하는것은지양되어야

한다. 공평하고자유로운무역이라는보편적가

치와원칙에입각한대응이필요하다. 

코로나-19와미·중마찰이촉발하게될세계

의지역경제구도와글로벌밸류체인(GVC)의변

화에대한대비에만전을기해야할때이다. 

1) “An Updated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DB BRIEFS, No. 133, May 2020

2) 연원호외, 「첨단기술을둘러싼미·중간패권경쟁분석」,

『KIEP 오늘의세계경제』, 2020.6.24. 참고

3) 양평섭,「최근대중국수출급감의원인과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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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보다사려깊게생각하고말해야되는

데나오는대로, 정제되지않은언어를함부로훅훅

뿌린다. 언어선택에있어서좀더정제되고사려깊

은언어를써야한다. 정치인이말을함부로쏟아내면

그자체가정치혼란을일으킨다. 국민통합을마구

부수는씨앗이돼버린다. 요즘정치인들에게그런점

이굉장히아쉽다.”

민족중흥회장을 맡고 있는 鄭在虎(9·10대 국회

의원) 전의원은 7월 6일서울종로구민족중흥회사

무실에서가진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장 출신으로 백두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

로정계에입문한정전의원은언론인출신답게조

탁(彫琢)된언어의중요성을한참이나얘기했다. 

헌정인터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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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에전하고싶은역사의한장면을기록하는연재물이다. 이번호는일곱번째로鄭在虎민족중흥회회장

을게재한다. 鄭 회장은서라벌예술대문예창작과수료, 성균관대대학원행정학과수료후세계통신·민국

일보·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주 사이공 특파원, 주 도쿄 특파원)·정치부장·편집부

국장·상임논설위원, 제8대 백두진 국회의장 비서실장, 유정회 원내부총무·대변인·홍보위원장, 중앙홍보

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경영정보센터 회장,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겸 대변인, 한국부동산경제신문

회장, 대구일보사 편집고문,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서울포스트 회장 겸 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편집자> 

“정치인이말을함부로쏟아내면

그자체가정치혼란, 국민통합부수는씨앗”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鄭在虎(9·10대의원) 민족중흥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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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前의원은얼마전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있는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남북공

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포(砲)로 폭파 안

한게어디냐”고말했던것을한예로지적했다.

그는“외교는민감한문제다, 국방은얼마나더

민감한가”라며“그 말의 뜻은 (북한의) 폭파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그

게낫다’, ‘그게좋다’는평가기준을세운것이

다. 얼마나무책임한얘기냐”고지적했다. 

문재인대통령의언어는어떻게평가하시나?

“얼마전 6·25전쟁 70주년기념사를발표

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거

부하고마디마다똑부러진단호함을보인것

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문 대

통령의 내면에는 금단의 언어가 있다. 자기

스스로 금지시킨 언어가 있다. 자유, 한강의

기적, 건국과 같은 것들이다. 역사의 일부를

적폐 청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다. 우리의산업화정책을성공적으로기념하

는 언어가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하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 문 대

통령은 동방의 기적이란 말을 쓴 적이 있다.

‘한강의 기적은’그에게 금지된 언어다. 또

건국이라는말을쓰지않는다. 임시정부수립

이라는말에집착한다. 광복절과건국절을놓

고 학계에서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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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리는

언어가 없으니 이념적으로 혼란이 조성된다.

이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에 치중하고 있다, 임

정의 업적, 상징적 의미는 높이 평가해도 지

나치지 않다. 그러나 임정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다. 굳이 이승만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상해임정이란 말로 대치하는 것도 자기

모순이다. 자유를 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권 초반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

을 발표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치지 않

고,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조국은 나중에 법

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신을 사회주의자

라고 선언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으로 하

여금 발표한 개헌안에서 자유민주,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문

대통령의내면세계엔자유라는단어가금단의

언어가돼있다고본다.”

달리평가한다고하신이유는?

“이번에자유라는말을 8차례나했다. 궤도를

수정한것인가생각하게된다. 거기다가‘우리도

잘살아보자’는것은박정희가일관되게절규해

온구호다. 우리도잘살아보자는건새마을운동

의상징언어다. 그말을이번에했다. 한강이란

말이나오고자유란말이화려하게부활했다. 4

년이나집권해보니까현실과자신의생각한것

간의갭을느꼈을것이다. 이것을메우려는긍정

적인신호로받아들였다. 광복절에 8·15성명이

1979년 10월 1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유신 7주년기념리셉션에서박정희前대통령과담소를나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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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텐데좀더진보된언어를

기대하고있다.”

정前의원과의인터뷰는정

치인의 언어가 갖는 중요성에

서 시작해, 기자 시절 겪은 일

화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정 전 의원은 경향신

문 중앙청 출입기자로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설을 건의하기

도 했다. 이후 유신정우회 소

속으로 9·1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에게서 잘 알려지

지않은역사속비화를들을수있었다.  

청와대출입기자단이생긴경위가궁금하다

“건국 직후에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했다. 윤

보선대통령이청와대로이름을바꿨다. 그때까

지청와대출입기자란게없었다. 중앙청출입기

자가경무대에서발표할게있다고하면버스를

타고경무대로갔다. 발표가끝나면다시중앙청

으로내려갔다. 박정희대통령이당선됐을때내

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맡고 있

던이후락씨한테제안한게있다. 이후락씨하

고나하고죽이잘맞아서호형호제할당시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불국사호텔에서 개표

를기다렸는데, 새벽에당선이결정되고이후락

씨에게 얘기했다. ‘민정이양이 됐다고 해도 군

사정부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선 상징적인 일이 필요

하다. 이제군복을벗고정식

으로 대통령이 되는 마당에

대통령 관저를 백악관처럼

개방해야 한다. 중앙청 기자

들이 청와대에 올라와서 발

표문을 받아서 적고 내려가

고, 이런건안된다’고했다.

이후락 씨가 이 제안을 얼른

받아들여서대통령의동의를

구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의 출발점이다.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9명으로출발했다.”

청와대출입기자는얼마나하셨나

“꽤오래했다. 정치부차장때까지했나. 한 4

년정도될거다. 당시유일하게경향신문에‘청

와대 주변’이라는 토요일마다 나오는 가십난이

있었다. 다른신문엔그런게없었다. 나는가십

난에꾸준히박정희대통령의주변이야기를썼

다. 박대통령이육영수여사가돌아가시고퉁소

를 불렀던 것, 그걸 처음으로 소개했다. 박목월

시인과대화하면서시를썼던얘기등청와대주

변의많은이야깃거리를내가만들었다. 박대통

령이월남파병을결정할때일이생각난다. 당

시만해도사무실에재떨이가있었다. 하나의의

전용품처럼 있었는데, 그 재떨이를 8번을 비웠

1991년 7월 헌정회육성법 제정을 축하하는

오찬이끝난뒤노태우전대통령과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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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대통령은창밖을내다보

면서 담배를 피우고 숙고하고,

육 여사가 8번 재떨이를 갈았

다. 그정도로노심초사해서결

행했다.”

박정희전대통령을가까이에서

경험한, 이제는몇안되는분

이다. 그는어떤사람이었나?

“냉혹하고 엄격하지만 남의

얘길많이듣는사람이었다. 박

대통령을 묘사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

나. ‘집어치워’이러면서집기를던지거나, 네버

네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3선 개헌할

때다.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이만섭씨

(전국회의장)가개헌반대의견을피력했다. 이

만섭씨는 나와 국가재건최고회의 출입을 같이

해서친했다. 늘특종의식에사로잡혀서치열하

게 경쟁했다. 전화가 와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박대통령은화를내지않고‘만섭이는왜그래’

라면서한마디하더라. 경직돼있는사람이아

니었다. 엄격하면서 굉장히 잔정이 많았다. 그

양반 소시 때 별명이 울보다. 청와대 있으면서

도 신문에 조그맣게 미담기사가 나면 비서관을

시켜서격려편지를보내고알뜰히음지를살폈

다. 아주차분하면서정이많은사람이었다.”

국가지도자로서박전대통

령의장점은뭐라고평가하나

“자기지조다. 본인의지조를

흐트러짐없이가져간다. 서민

들 감각에서 본다면 부정부패

가 없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

령은자기자신에대해서굉장

히엄격했다. 역대대통령들을

봐라. 전부 돈과 관련된 스캔

들이 있었지 않나. 요즘 노무

현 정신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대통령도자기형하고부인

하고돈을먹은것아니냐. 박대

통령의생질이어렵게살고있었

다. 당시청와대정보담당비서관이서울시장에

게부탁해서지프차를두대정도부릴수있게

해줬다. 뒤늦게 박 대통령이 알고 그 비서관을

내쳐버렸다. 너무지나칠정도다. 저렇게깨끗한

목련이어디있나.”

1969년의 3선 개헌, 그리고 1972년의 유

신이전의박대통령과이후의박대통령을

구별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내가그양반내면에들어가서나온게아니

라정확하게짚을수없다. 하지만취재하고접

촉하고완장풀고대화를많이해본사람으로서

얘기해보겠다. 3선개헌당시박대통령은‘아직

도혁명과업을완성했다고볼수없다’는생각

1992년대통령당선자신분의김영삼前

대통령, 김종필前신한국당총재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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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고있었다. 조금만밀어붙여서국민소득을

최소한일본정도로맞춰야한다는욕구가있었

다. 박대통령이일본육사를나오고공부해서,

일본에모든기준을맞춰서일본을극복해야한

다는 그런 정신적인 욕구가 충만해 있었다. 일

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 정신이 있었다. 일

반적으로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친일파라는 개

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경쟁을 함에

있어서 늘 일본을 생각을 하고 기준으로 삼았

어. 일본에비해한참모자란다고판단을했고,

그 결정이 3선개헌으로 이어진 거다. 사람이란

게 자기가 일을 하다가 좋은 궤도에 올라서면

더해봐야된다는욕심이생기게된다. 그걸권

력 욕구라고 하기보다 미완성인 일을 완성하고

싶다는, 인지상정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좋

게평가하고싶다.”

10월유신에대한비판은더욱크다.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 당시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특사로갔는데, 북한의모

습을 보고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충격 받았다는

고백을했다. 집단체조, 사열등북한의단합된모

습을보고‘북한이저렇게일치단결하는데우리가

자유분망한체제로가면경쟁에뒤질수있다’는

얘길했다. 국무위원들이전부청와대안에서북

한의실상에대한기록영화를같이본적도있다.

북한의일사불란한체제에대해서다들충격을받

은것이다. ‘느슨하게하다간이놈들한테당한다’

는위기의식이모두에게생긴거다. 유신관련어

록을보면국력의능률화나극대화라는말을쓰지

않나, 그런위기의식의반증이라고보면된다.”

유신에 관련해서 얘길 하던 정 전 의원은 이

렇게말했다. “유신체제의정당성을, 내가지금

토해낸말만갖고동의해줄사람이몇이나있겠

나. 나는그쪽동네에깊이몸담은사람이라, 내

얘기는 절반 이상 깎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만 나도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내

가취재한것, 들은정보를맞춰보면저양반(박

대통령)의일에대한욕심이지나쳤으면지나쳤

던것이다. 그래서난착한독재라고부른다. 독

재자란 말은 개인의 영달이 전제돼야 하지 않

나. 부패와 단절돼 있었고 청정했던 사람 아니

냐.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건설이

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닌

가, 유신헌법도국민투표로통과됐다는걸간과

해선안된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와 함께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37   Cheil-868 



38

북한이지난 6월전격폭파한남북공동연락사

무소는 건립·보수에 170억 원, 지난 3년간 운

영자금 168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38억 원이

들어갔다. 외벽이완파되어사용이불가해진개

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는 약 530억 원의 남한

정부예산이투입됐다. 연락사무소는토지만북

한의소유일뿐건설비는남측이모두부담하였

다. 폭파로 날아간 국민 세금은 최소 868억 원

에달한다.  

민족내부관계이면서특수국가관계인남북한

의외교공관역할을하던장소는개관 2년만에

산산조각이났다. 남북교류와화해협력의상징

이던공간은그렇게하루아침에사라졌다. 건물

과동시에신뢰도날아갔다. 남북양측의장관급

인사가참석하여거창한개관식을하며 24시간

365일소통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었다고정

부가 선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사달이 났다.

처참한잔해와파편속에서망연자실할틈도없

이다음단계의북한의도발이무엇인지전전긍

긍하던 청와대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

남군사행동보류결정에안도의한숨을내쉬고

있다. 하지만 2018년평창올림픽을계기로시작

된 순풍의 남북관계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는사실을직시하지않을수없다. 문재인대통

령도전직통일부장관등과의오찬에서그동안

에 기울인 노력을 감안할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언급했다. 문대통령으로서는서울과평

양간합의는하루아침에휴지조각이될수있고

무당이작두위에서아슬아슬한칼춤을추는것

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

였을것이다. 

최근평양주재러시아대사가부인하기는했

군사행동보류등

롤러코스트의남북관계어디로가나? 

南成旭

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특집Ⅱ남북관계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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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인자로부상하고있는김여정제1부부장

의원색적인대북전단비난을시작으로북한은

6월 9일남북통신선차단과 16일개성남북공

동연락사무소폭파에이어대남전단살포와금

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

경초소(GP) 진출 등을 잇달아 예고했다. 이런

조치를 단계별로 대내·대외 매체에 공개하면

서 대남 비난 여론몰이도 동시에 펼쳤다. 김여

정제1부부장은 4대군사행동카드를흔들며대

남삐라와확성기시설설치를예고함과동시에

지난 1994년 3월 판문점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북측대표가구사한‘서울불바다발언’까지꺼

내들었다. 

역시 북한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후

김위원장의명의로강공모드를유보하였다. 김

여정의거친비난담화이후20일만에일단‘치

고빠지는’롤러코스트전략으로사태를관리하

였다. 그야말로변화무쌍한조변석개(朝變夕改)

전술이다. 남측을 압박할 군사행동은 중앙군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김여정은 슬그머니 한

발 빠졌다. 그녀는 대남 압박과 공세를 주도한

배드캅(bad cop)의충직한역할을 1단계로마무

리하고김정은에게슬그머니공을넘겼다. 김정

은은 6월 23일이례적으로화상으로개최된노

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

행동계획을보류하며굿캅(good cop)의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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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선보였다. 남매간에철저한역할분담을

통해김정은의대범하고통큰이미지를관리하

며 남측을 졸지에 을(乙)의 관계로 전환하는 현

란한변칙전술을전개하였다. 북한은재설치사

흘만인 6월 24일 30개의대남확성기방송시

설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우선‘폭파 리얼리티

쇼’라는극단적행동의배경에대한추론은뒤로

미루고 3주간 과속했던 북한이 공세를 멈춘 이

유부터분석해보자. 

남북군사적긴장끌어올린뒤숨고르기

첫째, 남북한간군사적긴장감을끌어올리기

보다는일단숨고르기를하겠다는의도다. 폭파

동영상으로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

평일것이다. 역설적으로최고조의순간에군사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은 물론 미국

에게양보와자제력을발휘한만큼상대가보상

을하게만드는외교책략이다. 벌써정부여당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배상청구 요구는 온데간

데없고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등평양의요구를반영한조치들이공론화

되고있다. 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폭파가북한땅에서일어난만큼도발이아니라

고주장한다. 북한은예고와달리이쯤에서폭파

쇼의 1단계막을내리는것이이익을극대화한다

고판단했다. 동북아국제정치의이단아김정은

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과시했다는 측

면에서도 평양으로서는‘이문이 남는 장사’로

평가할것이다. 2008년 6월영변핵시설의냉각

탑과 2018년 5월풍계리핵실험장갱도등충격

적인 폭파쇼는 북한의 연출 노하우가 축적되어

시청률이보장된흥행대박드라마다. 현주건조

물(現住建造物) 방화및폭파소실범죄의전과가

화려한평양은비주얼이확실한영상물은남측에

게주는충격이작지않아쾌재를불렀을것이다.

건물폭파에사용한TNT 폭약 500kg의비용이

외에는돈이거의들지않았다는점에서평양의

대남라인들은김정은으로부터치하를받았을것

이다. 종이가모자라노동신문의인쇄까지어려

움을겪지만 1200만장의대남삐라는향후유사

시에사용하면되니까큰문제는없다. 김여정의

담화이후 4시간만에통일부가‘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제정과단속을확실하게약속한만큼

평양지도부는목표를 120% 달성하였다. 

北중앙군사위개최해현상황긴급정리

둘째, 평양의‘닥치고공격’일변도전술은향

후한미양국의군사적인압박에시달릴가능성

이크다는판단이다. 북한이예비회의라는형식

으로중앙군사위를개최한것은현상황을긴급

하게정리할필요때문이다. 아울러향후본회의

를개최해보류했던계획을다시승인할수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

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최악의

긴장국면은일단피했다. 북한은현실적인고려

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8년 4·27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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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9·19 군사합의등으로북한은비무장지

대에서각종대북위협요인을제거하였다. 하지

만강공작전을지속할경우남측의대응은합의

이전으로회귀한다. 북한이GP에병력을주둔시

키고 중화기를 반입하며 초소를 재설치하는 등

비무장지대에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

을지속할경우남측의최소한의대응은불가피

하다. 

북한이 재설치를 추진했던 대남 확성기의 경

우 양측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심리전 무

기다. 10배 이상의 고출력과 풍부한 콘텐츠로

무장한남측의대북확성기는북측의열악한저

출력 대남 확성기를 압도한다. 대북 확성기의

철거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으로 얻어냈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심야에 정막을 깨는 확성기 방

송은북한군에게치명적인압박이될수밖에없

다. 개성공단과금강산시설철거등은문대통

령과김위원장간에근본적인합의를정면으로

무효화시킴으로써 남측의 매칭 대응을 유발하

지않을수없다. 특히한반도에강력한전략자

산배치및 8월한미연합훈련재개등한미동맹

에 의한 군사적 봉쇄 등이 후속 조치로 기다리

고있다. 재선도전에나선트럼프대통령은각

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북한과 섣부

른 합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협상력

을높이는데주력할것이다. 스티브비건미국

국무부부장관의 2박 3일의 7월방한은큰뉴스

거리 없이 로 키로 종료되었다. 비건의 미션은

협상보다는 상황관리가 핵심이었으며 북한 역

시비건의방한에큰관심이없었다. 최선희외

무성 부상, 권정근 미국국장 등 북한 당국자들

은 비건 방한 직전과 당일에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없다고찬물을끼얹었다. 양측이상대에게

줄 선물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파악하

고있기때문이다. 

평양내부결속통해코로나경제위기무마

셋째, 평양 내부의 주민 결속과 여론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무마

할여건이조성된만큼공격보다는수비가필요

하다. 지난해 2월하노이미북정상회담에서김

정은이요구한 2016년이후발동된 2270호등

유엔 안보리의 5개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과 외

화벌이의수단을원천봉쇄하였다. 김정은의사

금고는 시간이 갈수록 비워질 수밖에 없다. 반

면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수입을차단하였다. 중국산경공업제품과

원부자재 도입의 감소는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는 전술이 필요

하였다. 반역자, 배신자로 몰고 가는 탈북자와

전단살포등에대해전국각지에서궐기대회를

통해 민심이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마스크를

쓰고탈북자와전단을비난하는각종집회소식

이 연일 노동신문을 장식하는 것은 내부 민심

관리목적이다.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41   Cheil-868 



42

美中에존재감각인시켜무형의실익챙겨

마지막으로북한은미국과중국에게김정은의

존재감을 적절한 시점에 각인시켜 무형의 실익

을챙겼다. 평양의복안은 11월 3일이후트럼프

가재선되든지혹은존바이든민주당후보가당

선되든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메시지를전달하였다. 만약워싱턴이그

런평양의복심을파악하지못했다면아마도 10

월중에함경남도신포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

일(SLBM)을선보일것이다. 

북한의대남공세가중단되었다는예단은시기

상조다. 북한이일단유보조치로긴장수위는낮

췄지만대남군사행동계획을‘취소’한것이아닌

‘보류’했다고밝힌만큼다시실행할여지는남아

있다. 북한은 6월 16일 남북관계의 금도를 넘었

다. 본인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지모르지만소탐대실로실점도적지않다. 우선

남한은물론국제사회의대북경제협력은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개성공단 입주 민간기업의 건물

이아닌정부예산이투입된연락사무소건물을

완파한만큼공단재개는문제가없다는주장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180억원의 건물이 날아가는

판국에다시투자를해서기업을운영할간큰기

업인이 있을까 의문이다. 정치논리로 정책 결정

을하겠지만남한과국제사회의투자자들은북한

투자에 미련을 접었다. 평양이 상식과 논리보다

는폭파와약속파기로대남은물론대미관계를

주도하려한다면한반도에빙하기는불가피하다. 

정상회담만이평화가보장되지않아

향후남북관계는소강상태가불가피하지만어

느시점이되면대화와소통을하지않을수없다.

북한 군부 실세 김영철이 향후 사태는 남측에게

달려있다는엄포와위협에눌려정부가오직‘북

한바라보기’자세로일관할경우북한의갑질은

고착화될것이다. 평양은서울이말귀를못알아

들을까봐바위섬에청와대모형을설치하고훈련

하는 것을 노출시켰다. 그렇다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대해문제제기보다는추가적인도발을하

지않는데감격하여할말을못하고북한이요구

하는법을제정하는것은잘못된시그널을보내는

것이다. ‘나쁜행동’과‘착한행동’을구분하여상

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남측의 지도자는 남한이

북한에게‘할수있는것(can do)’과‘할수없는

것(can’t do)’을구분해서이야기해야한다. 예를

들어K 방역에따른인도적차원의마스크등물

자지원은가능할것이다. 하지만개성공단가동

과철도도로연결등은유엔제재와연관되어있

는만큼신중한자세를보여야한다. 또다시남측

자산이포함된건물이폭파당하지않으려면명확

하게구분해서이야기해야한다. 전제조건이달린

문제를함부로이야기하면상대가오해한다.

무조건 평화와 협력, 정상회담만 합창한다고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연락사무소 폭파의

시사점을 간파하지 않으면 평화는 하루아침에

폭파되어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것이 금년 여름

의서늘한교훈이다.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42   Cheil-868 



2020. 8 43

언행불일치여전한북한

산 넘어 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통

해 비핵화를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단언했

지만현재북한의비핵화는오리무중상태이다.

아니북한은이미고도화된핵무장을사실상완

성함으로써레드라인을넘은지오래이다. 북한

은대북전단문제를내세워남북한간모든통신

연락선을끊었고급기야는남북상시소통의상

징인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였다. 우리

국민 세금 114억여 원이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

계의현실을상징적으로말해준다. 정부가과거

4.27 판문점선언과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치 한반도에서‘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에 성큼 다가선 것처럼 크게 홍보했던 것

과는극적으로대조되는초라한모습이다. 

기실 생각해 보면 북한의 호전성이 초래하는

한반도의항시적인불안정성과는별도로대한민

국의역대정권들은평화적남북통일에대한열

망을표출해왔다. 분단된남북한의통일은어쩌

면 실상과는 상관없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

로도한민족의가장숭고한목표가될것으로보

인다. 헌법에서도 이는 명확히 확인된다.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 평화통일

달성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

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

고이를추진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정권이바뀔때마다변화무쌍한‘남북

관계의 정치학’을 잠시 뒤로 하고 남북통일이

갖는국제법적의미를한번곱씹어볼필요가있

민족자주통일의올바른국제법적이해

박정원

단국대법대교수

대한국제법학회이사

유엔사무처조약국수련

영국런던정경대(LSE) 법학박사

특집Ⅱ남북관계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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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법에 바탕을 두지 않은 통일정책의 추

구는늘그실체가불명확해지고결과적으로많

은 정치적 혼란과 정책적 오판을 낳게 마련이

다. 국제법의눈으로보자면 1948년제헌헌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라는 주권국가에서의 개개의 정권은 유한하지

만대한민국은항구적인의미를갖고있기때문

이다.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가

국제법적으로완전히변경되어새로운국가형

태로탄생되는실로엄청난정치·사회적의미

를갖는다. 남북한은모두UN 회원국으로서국

제법의구속을받는주권국가이며한반도는예

나 지금이나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권력정치’

의한복판이다. 주변열강을설득할수있는국

제법의명확한근거제시가없이는통일이애초

에가능할수도없다. 

통일과관련하여서는특히현대국제법의자결

권 (right of self-determination)

에 주목해야 한다. 자결권이야말

로 통일을 국제법적으로 가장 설

득력있게정당화할수있는규범

적근거이기때문이다. 게다가자

결권은 현대국제법의 최고규범이

라고할수있는강행규범으로이

해되는데이것은자결권을존중하

는 것이 국제공동체 구성원 전체

의의무임을뜻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과 현대국제법상의

자결권의오해

4.27 판문점선언에는“남과북은우리민족

의운명은우리스스로결정한다는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제1항은“남과북은

나라의통일문제를그주인인우리민족끼리서

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

다. 이른바민족공조론의전형적인표현이며국

제법상의민족자결주의를염두에둔것으로보

인다. 남북통일은 단일민족인 한민족의 민족자

결권의행사로정당화될수있다는논리이다. 

현대국제법의관점에서보자면민족자결주의

라는 표현은 철 지난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자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국제법

문건들은그주체를 민족 (nation)이아닌인민

(people)으로표현하고있다. 흔히들미국대통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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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윌슨이강조했던민족자결주의를연상하지만

그것은 세계 제1차 대전 직후의 제국주의 시대

맥락에서의 피압박 민족을 해방한다는 것으로

탈식민화가 완성된 현대국제법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않는다. 현대국제법상의인민 (people)

은반드시민족 (nation)이라는표현과동의어도

아니다. 인민이란특정한영역내에서넓게이해

되는 공통의 인종적·언어적·역사적·정치

적·경제적·문화적유대로결속된사람들을뜻

하며시민적·정치적주체로서의능동적개인과

그들전체를아우르는집단적의미를동시에내

포하는용어이다. 

국제관계사를 보면 국제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의 주권국가를 이른바‘민족국가’로 이해하고

‘일민족 일국가’모델을 상정해왔음을 알 수 있

다. 국제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국가를 말할 때

암묵적으로그국가는하나의민족으로구성되어

있는것처럼상상되어이론구성되어온것이었

다. 이것이하나의주조된허구에불과함은물론

이다. 상상의 민족공동체를 강력한 권력을 갖춘

국가로이해하는것이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데

이론적으로기여해왔다는점은별론으로하더라

도그것은분명국가내부의인구구성의실상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일민족일국가’라는가공된민족동질성의강조

는자결권의주체인‘인민’의개념을지나치게인

종적요소에가두어둠으로써자결권의주체에대

한오해와착시현상을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오히려현대국제법상의인민은민족이라는인

종성보다는 능동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주체로서의시민성(citizenry)에더욱큰비중을

두고있다. 미국같은다인종국가의인민도자

결권의주체가되는것이당연하기때문이다. 게

다가다민족을일민족으로환원시키는인위적인

민족국가에 대한 주조된 상상은 국제사회에서

소수인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에도 큰

난점을노출시킴으로써인민자결권의존중이소

수인종집단의보호를기본전제로한다는점에

서현대국제법의기준에도배치된다. 

한반도에살고있는남북한주민은세계의다

른 나라들에 비해 인종·언어 측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공유하지만 이것 또한 신화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고혼혈민족이라는것이얼마전게놈연구

를통해서밝혀낸결과이다. 그러나보다결정적

인것은정치·경제·사회적으로대한민국과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1948년각각의국가를

수립한이후 75년간전혀다른속성의국가체계

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인종·언어적 차원에

서는남북한주민전체가하나의민족이될수도

있겠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는 동질

성이있다고보기힘든상황이계속적으로심화

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측면의 능

동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인민 개념으로

보자면오히려한반도에존재하는두개의국가

에각각의전혀다른인민이존재하고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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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확한국제법적평가일것이다. 그렇다면자

결권의 실현으로 통일이 달성된다는 것은 국제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에 존재하

는두개의국가가하나의새로운국제법주체로

탄생되는국가승계 (state succession)의과정이

지만이것은동시에대한민국과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이라는각각의국가내에살고있는인

민의통일에대한의지가상호합의하에민주적

으로확인되고관철됨을뜻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들끼리만

상호통합가능

특히 현대국제법상의 자결권은 인권과 민주

주의의보장이그핵심내용이다. 북한을포함한

세계대다수의국가가가입한 1966년국제인권

규약 제1조가 자결권 존중 조항이라는 것은 자

결권이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

해준다. 1945년 UN 창립 이후 인권의 국제적

보호가 현대국제법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자결권의 행사의 모든 과정은

인민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적통제를받는다. 자결권이행사되고적용

되는 측면에서 그것이 새로운 국가성립을 위한

영토체이건기존의국가들간의또다른형태로

의새로운통합적국가탄생이건인민의자결권

은항시적으로적용되며그모든국면국면이인

권과민주주의가보장된인민의지위와떼어놓

고논의될수없는사항이다. 다시말해, 자결권

은 외세의 부당한 압박이나 인종박해로부터 해

방되어 새로운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만 존재

하는것이아니고‘현재존재하는국가’내에서

도통치체계를통한인권과민주주의보장의형

태로계속적으로적용되는‘내적자결권’(right

of internal self-determination)의 속성을 갖

는다. 

결국한반도에존재하는대한민국과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의 각각의 국가 단위 내에서 인

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됨으로써 인민의 의지가

존중되고, 그인민이그토록통일을간절히원한

다면통일에이르는모든과정과그후의통일국

가의 출현 이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

확보돼야 함을 자결권은 규범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제법이 전통국제법과는 달

리새로운국가탄생의승인에있어인권과민주

주의의 존중을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자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

루지만 그것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

가의문제, 가령자유민주주의인가아니면사회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현대국제법이 각각의 국

가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가의 문제는 난제이며 계속적인 국제관행의 전

개를지켜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결국은 목적론적으

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인민으로

정의되는 자결권의 주체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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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국가 통치체계가 운영되거나 존속된다

면그것은명백한자결권위반이라는점이다. 바

로그렇기때문에미래에있을지모를남북통일

의문제는단순한미래의문제가아닌현재진행

적문제일수밖에없으며현재의남북한의인권

과민주주의의수준을논하지않고통일을말한

다는것자체가난센스인것이다. 남한과북한에

서의인권과민주주의보장에대한심각한고려

가배제된그어떠한통일논의도현대국제법과

상충된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

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한의 경우 오랜 군사

독재체제를종식하고 1987년 6월민주항쟁이후

절차적민주주의가확립되었다는것에는이론의

여지가없다. 하지만국민이대통령선거에직접

참여할수있는권리가회복되었다는것만이민

주주의의전부는아니다. 절차적민주주의는최

소한의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건일 뿐이며 본질

적인것은실질적민주주의발전정도이다. 기실

생각해보면민주주의라는외피를형식적으로걸

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독재나 전체주의 체

제를우리는역사에서무수히발견할수있기때

문이다. 국정농단에대한거센국민적저항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정부의일방주의적국정운영에서도확인

되듯이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세계

에서 가장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이며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지만 엄

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화국

도아니다. 소수의특권층을제외한대다수의북

한 주민들은 전체주의적인 3대 세습 독재정권

치하에서방치되어있다. 하물며자결권의능동

적주체인인민은더더욱아니다. 주권최고기관

이라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지만 이것이 보통 민

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 대표기관이 아니

라는것은상식에속한다. 북한주민은국제인권

법이보장하는초보적인수준의시민적·정치적

권리도향유하지못하고있다. UN은북한의인

권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계속적으로 채

택해오고있다.  

결국한반도통일은매우지난한과정임이자

명해진다. 정권교체를기본으로하는자유민주

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5년 임기의 유한한

정권이 남북한 주민 전체를 가리키며 우리민족

끼리 하나가 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자

동적으로하나가될수가없다는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남북관계

가사실상파탄난작금의현실을고려할때남과

북이정치·경제·사회적으로전혀다른체제임

에도불구하고막연한‘우리민족끼리의통일’에

대한환상을갖는것은중단되어야한다. 오히려

한반도에 엄존하고 있는 두 개 전혀 다른 국가

체계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

장되는문제를고민해야한다. 마음이급할수록

제대로가야한다.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47   Cheil-868 



48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0주년 다

음날인 6월 16일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함으로

써큰충격을주고있다. 6월 4일발표한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적은역시적”이라며대남사업을‘대적사업’으

로전환했다고선언했다. 북한이공존공영을합

의했던 6·15 공동선언을부정하는‘말폭탄’과

함께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함으로써남북관계

는전면적으로단절됐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외교관계

를맺기전에임시적으로관련업무를수행하는

외교공관이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반영한남북공동의소통창구라할

지라도 국제법적으로 외교공관에 준하는 기관

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측 시설물인 남북연락사무소는 사실상 남북

공동소유다. 그럼에도 북측이‘자해폭파’라는

극단적선택을한배경을알아보고향후정세를

전망해본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국면전환 전망

高有煥

통일연구원장

前동국대북한학과교수

특집Ⅱ남북관계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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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의권위훼손에대한반발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표면적 이유

를 대북전단 살포에서 찾는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남과북은‘군

사분계선일대에서확성기방송과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

다. 합의이후 2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일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

측이‘최고존엄’의권위를훼손했다며강하게

반발하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충격요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

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협

력사업추진에소극적이라며불만을표시해왔

다. 누적돼온불만에 기름을부은것이대북전

단 살포문제다. 북한은 남측이 최근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자 이에 실망하고 대남

사업을‘대적사업’으로전환하면서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차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를강행했다.

수령중심의유일체제를운영하는북한의내

부 논리에 의하면,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

을 일종의‘신성모독’으로 인식하며 타협 불가

능한가장불경스런범죄행위로규정한다. 수령

체제아래있는북한주민들이남측에서날아온

수령과 가족(리설주) 등과 관련한‘불온전단(삐

라)’을 접할 경우 심리적 충격은 클 수밖에 없

다. 북한은지도자와체제의치부를드러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수령체제의근간이흔들릴것으로보고누적된

불만을남북연락사무소폭파라는초강경조치로

나타낸것으로보인다.

북한은남측당국이대북전단살포와관련한

금지조치를적극적으로취하지않은것으로의

심한다. 미국이 추진하는‘평화적 이행전략’에

남측이동조하는것으로인식하고북측이강하

게반발하는지도모른다. 북한은판문점선언이

후 2년여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관련법을 엄

격히적용하거나새로운법률을제정하지않고

전단살포를‘방치’한것으로보고반발했다. 북

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보고이를방치한남측에대해‘적은역시적이

다’라고하면서대남사업을대적사업으로돌리

고남북연락사무소폭파라는초강경조치를취

했다.

체제위기심화와일탈증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면의 배경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와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코로

나19로 인한 북한의‘셀프봉쇄’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일탈현상이 증가하는 데서

찾을수있다. 체제위기가심화되자내부불만

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강경조치

가 필요했을 수 있다. 제재와 봉쇄에 따른 시

장세력(돈주)의위축, 시장세력과결탁한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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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일탈, 경제난에따른일반주민들의불만증

대등으로김정은정권은‘아래로부터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보다

경제난에 따른 내부 동요가 더 위협적인 문제

로 인식하고 제재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와 이

에 따른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대남 강경노선

으로선회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

나19 대책수립과함께, 당사업의이완과관료

들의 부정부패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국 위원

겸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부장을 해임하는 등 당의 정치와

경제부문의핵심인사를해임한것은북한내부

의체제이완과경제난이심각하다는것을방증

하는 것이다.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

13차 정치국회의에서“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

은단순한경제실무적인사업이아니라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사

업”이라고 하면서“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에

서나서는당면한문제들”을토의한것을볼때

평양조차도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대미전략도발대신대남강경노선

미국이 하노이‘노딜’을 결정한 것은 제재와

압박의결과북한내부가동요하고있다는정보

판단에근거한것일수있다. 존볼턴국가안전

보좌관등미국관료들은외교적방법이통하지

않고전쟁수단을사용하기어려운조건에서제

재를 유지하면서 압박하면 북한이 굴복하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딜

을건의한것으로알려진다. ‘제재가아프다’는

북한의비명을확인한미국은제재만능론에빠

져남북이합의한영변핵시설영구폐기와상응

조치(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완화) 교

환을거부하고노딜을선택했다. 

북한은미국트럼프행정부가대선때까지‘새

로운계산법’을제시하지않을것으로보고, 지

난해말당중앙위원회제7기제5차전원회의에

서 정면 돌파전과 자력갱생을 선언하고 장기전

에들어갔다. 북한은미국을향한전략도발은궁

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군사옵션

을사용할빌미를제공할수있다고보고, 위험

부담이 큰 대미 전략도발 대신에 남북연락사무

소폭파라는‘충격요법’을사용하여대미압박을

시도하려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지난해말당중앙위원회제7기제5차

전원회의에서미국의제재에맞서“충격적인실

제행동”과“새로운 전략무기 목격”을 공언했지

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전략도발대신에남한을적으로되돌려놓고

대남강경정책을추진하면서미국의셈법을바꾸

려하거나대통령선거이후까지장기전에대비하

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지난연말전원회의에

서 미국과의 정면대결전을 선언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남측을 향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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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았다. 남쪽의뒷문을열어두고남북관계진

전을 모색했지만 제재국면에서 운신의 폭을 넓

히지못한남측의미온적인대응으로성과를내

지못했다. 

‘백두혈통’의리더십위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한 한반도 평

화-비핵 교환협상은‘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보장이이뤄진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조건부 비핵화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은 평화-비핵

협상을 진전시켜 대외관계를 풀고 경제를 발전

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을 좌절시켰다.

‘수령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 수령체제

의 내부논리인데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 위원장

의리더십은상처를입게됐다. 김정은위원장은

집권일성으로‘인민들에게다시는허리띠를조

여매지않게하겠다’는인민생활향상을공약했

다. 제재로이를실현할수없게됨에따라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한것으로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비핵교환협상을진행하는데주도적으로나

섰던김정은위원장과김여정제1부부장이성과

를내지못할경우무오류성이보장된백두혈통

이나서도되는일이없다는인식이북한주민들

에게확산돼카리스마권력의리더십위기가올

수밖에없다. 때문에북한지도부는백두혈통으

로오는불만을남쪽으로돌리려는것으로보인

다. 하지만남북관계단절에따른부담역시김

정은위원장에게지워질수밖에없다. 수령이나

서서남북관계를풀지못하면이또한리더십에

상처를입히게될것이다. 

남북미정상들이다시나서야한다

북한이모든남북연락채널을차단하고남북연

락사무소를폭파한것은그만큼남측에대한실망

감이크다는점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한것이

다. 김정은위원장이 6월 23일화상으로진행한

당중앙군사위원회예비회의에서총참모부의대

남군사행동계획을유보하고정세를관망하는것

은 남북합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추가 상황악화를

막고정세를관리하고있어남북미정상들사이의

신뢰를동원하여극적인반전의기회를만들가능

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울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스는 문재인 대통령, 트

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이톱다운방식으로

추진한것이다. 지금의교착을풀기위해서는남

북미 정상들이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미국대선등을고려한다면대면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북

미, 남북미정상들이나서서화상정상회담을추

진해야할것이다. (*이글은통일연구원의공식

입장이아닌원장개인의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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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문

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참가시키

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의시동을건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을 주선해 성공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기초

를 다졌다. 북·미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자

평양을 방문해“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을 영구 폐기”한다는 돌파구를 마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길도열었다.

악화된북·미관계로인해희생된남북관계

김정은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과의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를 쉽게 이룰

것이라고낙관했다. 그러나트럼프의전개인변

호사코언의의회증언으로미국여론이요동치

자트럼프는북한의가시적인양보를담지못하

는 합의는 동의할 수 없었으므로, 기대와 달리

영변에 비핵화의 정의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켰다. 김정

은은 치욕을 삼키며 귀국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고자 하노이 회담에

서나름의성과는있었다고평가했다. 이는김정

은의마음을더아프게했을것이다. 그결과김

정은은미국보다한국정부를더원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는배전의노력을

기울여남북·미 3자정상회담을트럼프에게제

안했고6월30일판문점남북·미정상회동으로

결실을맺었다. 그러나이는다분히트럼프가기

획한흥행목적의행사였을뿐이고북핵문제해

결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미국의태도와정

책이진정성을갖는계기가되지는못했다. 미국

의태도변화를기대한북한은 10월초실무회담

에서 미국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을 확인하고

대북적대시정책포기같은미국의기본적인입

장변화가없다면더이상미국과의협상에나가

지않겠다고선언했다. 작년말북한이장거리미

사일이라도발사할듯한긴장이흘렀지만김정은

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대한정면돌파노선을결정했다. 자

남북관계전망과한국의정책방안

洪鉉翼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특집Ⅱ남북관계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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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갱생 경제를 기반으로 친중·친러 노

선을 강화하면서 대미 억지력을 최대한

도로키우겠다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접경국중국에서발생한코로

나19의확산이북한의행보를위축시켰

다. 호통을 치고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공화국의위엄을과시하려했는데, 오히

려방역능력이부족하므로국경을철저

히폐쇄할수밖에없었고, 이로인해생

필품을비롯한제반물자가부족해짐으로

써 먹고사는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졌다. 주민들

과 군의 사기마저 위축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

는데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호전될 전망이

희박하므로, 김정은은 마침내 6월 초 남북관계

를건대남도발로돌파구를찾아나섰다.

내부실책을외부남한으로돌려도발

우리는통상안보는주로미국과의협력을통

해 확보하고,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안미경중을 말한다. 북한 역시 체제 안보는 미

국과의담판을통해하고한국과는경협을주로

얘기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의

국방비가북한의 5배이상이고재래식군사력은

우리가 우월하다고 자부하더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무기를 갖고 있는데다 인

구밀접지역인우리수도권을장사정포사거리

내의군사적볼모로확보하고있으므로, 자신을

위협하는세력은주한미군을두고있는초강대

국미국이라고간주하기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18년 9월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핵협상의돌파구에해당하는약

속을 한 것은 한국의 대미 영향력을 믿는 차원

에서 선심 쓰듯이 한 것인데, 우리가 미국에게

상응조치를얻어내지못한것이큰불만거리였

던것으로보인다.

또문대통령을평양과백두산에서정성을다

해모셨는데, 정상간합의한개성공단과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이

실질적인진전을전혀이루지못한것이못마땅

한데다 그 주요 사유가 한국이 미국의 반대 의

사를존중하는것이라생각하니더큰반발심을

가진것으로보인다.

이런차제에6·15 남북정상회담20주년과6·

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이다가오자그간김정

은의남북화해및북·미협상으로의국가대외정

책기조를전환한것의결과를결산해보면서자기

전직통일부장관및원로간담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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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풍계리핵실험장붕락, 미국인억류자및미군

유해송환, 핵과장거리미사일시험중단등의성

의를보였는데, 한국과미국은자기들이체감할수

있는행동을한것이없다는것에분격한것으로보

인다. 특히김정은정권은젊은지도자들이최고통

치자역할을어렵게수행하고있으므로정통성과

명분을매우중시하는데, 자칫김정은의대외정책

노선전환이북한의양보와주민들의삶을더어렵

게만들었다는비난이나오지않을까를우려했을

것이다. 이런맥락에서북한정권은자기들이아니

라약속을지키지않고‘미국눈치만보는’한국정

부에게책임을전가하기위한일련의도발공세를

전개하고주민들을동원해대남규탄시위에나서

게함으로써책임을모면한것으로볼수있다. 물

론그배경에는대북제재와수입통제로생필품이

부족하고당간부가족들에게까지도배급을해주

기어려운궁핍한경제가자리잡고있다.

한편 대남 강경기조로 전환하면서 그간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김여정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있으므로그녀에게대남강공의선봉을맡

겨비난을모면해주는동시에김정은유고시과

도기체제를지탱해갈또다른백두혈통의존재

를각인시켜김씨집안의권력을중첩적으로강

화하려는의도도엿볼수있다.

또한북한의도발이남북통신연락선차단, 남

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에이어비무장지대소규

모병력투입, 대남살포전단공개와확성기설

치까지진행되다돌연김정은이나타나제반군

사 조치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단되었는데,

이에도몇가지배경을엿볼수있다. 먼저북한

도발의주목적이책임전가이지남북관계자체를

파탄내려는것은아니라고여겨진다. 북한의담

화들이한국이남북합의를안지킨것을비난하

는데모아지는것은자기들의요구가반영되면

다시 남북간계가 정상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듯하다. 또추가적인조치들이시행이어렵

고실익도별로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개

성공단에군을진입시켜도식수와전기를한국이

보내주므로 장기 주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

무장지대내 GP 복구도상당비용이든다. 확성

기 방송도 한국의 확성기 성능이 압도적인데다

인권을탄압하고경제력이월등히뒤지는북한으

로서는선전거리가별로없는데, 우리는체제홍

보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더구나 남북한 정면 충

돌이벌어지면한동안남북관계가정면대결국

면으로전개되어북한으로서도이득을볼게별

로 없다. 끝으로 너무 늦지 않는 적당한 시점에

김정은이나타나평화의사도역할을맡음으로써

평화를중시하는선량한지도자이미지를구축하

고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때웃는얼굴로문대

통령을만날수있는여지를확보하려한것이다.

북미관계정체면남북관계나갈수없어

김정은 정권은 6월의 도발로 질서 교란자와

도발자로서의 이미지를 더 강화했지만, 국내적

으로경제사정이어려워진것에대한책임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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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전가시켰으며 한국과 미국에게 그간 북한

과했던약속을이행하고제재를해제하지않으

면추가도발가능성이크다는압박을가하는데

는나름의성공을거둔것으로보인다.

정부는현재의소강상태에만족하지말고, 한

반도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재정

상화하며 북핵문제 해결 동력을 되살리면서 남

북간 호혜적인 경협을 진흥하여 평화통일의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위해몇가지정책방안을제시한다.

먼저정부와국회는초당적으로협력해이번북

한도발의빌미를제공한대북전단살포를통제하

기위한입법을조속히시행해야한다. 전단의주

요내용이북한정권을비난하고주민들을선동하

는것이므로, 북한에게는내정간섭이고체제안보

를직접적으로해치는것이다. 따라서대북전단

살포는결과적으로남북평화를훼손하는것이고

접경지역주민들의생명과재산, 자유에위해를가

하는행위이다. 몇몇개인의표현의자유보다훨씬

더중요한가치와생명을지키기위해대북전단

살포는엄격하게정부의통제를받아야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제시한

두가지연관된사안을검토해야한다. 먼저남

북간기존합의를실행하는것이다. 정상간합

의는더욱중요하다. 그간남북간에행해진주

요합의들을두루검토하여실행가능한사안들

을선별하고가장쉬운것부터단독으로이행하

거나 북한과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해 실천해야

한다. 또우리가한·미공조차원에서남북관계

의제반사안을협의하는데, 향후에는유엔이나

미국의제재에확실히위배되는사안이아닌것

은우리가먼저시행한뒤에통보해주는정도로

조정하는것이요망된다. 남북간합의사안을모

두미국과상의하다면북한은더이상우리를독

립적인협상상대로여기지않을것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발

표하고있지만이는사실이아닐가능성이매우

크다. 그러나환자가없다는데마스크나방역지

원을받으라고압박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 대

북지원은북한정권의체면을고려하고어느정

도의실리를주어야잘이행될수있다. 민간단체

를 활용하고 홍보를 최소화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것을지원해야한다. 의료기구, 의약품, 농

업및삼림협력, 비료지원등을검토할수있다.

남북관계가북·미관계를앞서갈수는있지만,

북·미관계가정체상태이면남북관계가마냥앞으

로나아갈수가없다. 따라서북핵문제에관한북·

미협상이잘진전되도록최대한지원해야한다. 특

히네오콘들이주장하는것처럼북한의선행동, 일

시에핵, 장거리미사일뿐아니라중단거리미사일

과화생방무기까지모두내려놓으라고하면협상

성공은거의불가능하다. 취약한북한의체제보장

을고려하는상호안보와동시행동의관점에서역

지사지의지혜와인내심을발휘하면서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는것을미행정부담당자들에게설

득해북·미협상을진척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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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 대

한민국을 향하여 막말을 쏟아내던 북한은 급기

야지난 6월 16일개성공단내에위치한남북공

동연락사무소를폭파시켰다. 북한은연락사무소

폭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보여주기

는대한민국정부에대한분노의크기를보여주

는연극적효과를위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

고이러한행동은 6월 13일김여정의담화에서

밝힌 것과 같이“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

할 때가 된 듯하다”라는 북한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볼수있다. 

남북의화해무드와북미대화

원래대한민국에대한긍정적평가를하지않

는북한정권이지만, 지난평창올림픽을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된 이후 양국의 관계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가 단

순한정책적조치를넘어평화체제로정착될수

있다는기대감마저높아졌다. 

특히남북의대화무드가북미정상회담으로까

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결국면의 종

결이라는분단후핵심과제에대한기대감은더

욱높아졌다. 판문점선언에서합의한완전한비

핵화 이행조치로서 북한은 2018년 5월말 풍계

리 핵실험장의 2개 갱도를 폭파하여 폐쇄했고,

7월경에는동창리미사일실험장의엔진시험장

해체도 확인되었다. 또한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남북공동지뢰제거작업

이시작되었으며, 남북각각 GP(감시소초) 11개

소를폐쇄하고 12월에는GP 철수의상호검증을

마무리했다. 

이러한평화의분위기속에서 2018년 6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드디어 북미정

상회담이진행되었다. 또한약 7개월후인 2019

판문점선언이전으로회귀하는남북관계

그현안과개선책은

양욱

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겸임교수

특집Ⅱ남북관계어디로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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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

상회담이열렸다. 거기서약 4개월후인 6월 30

일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정상은 회동

을 가졌으며,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양자회담이진행되었다. 무

려 70년간서로의존재를무시했던미국과북한

의정상이짧은기간동안무려 3차례의회담을

가졌던것이다. 

하지만미국과북한의간극은컸다. 싱가포르

의제1차정상회담에서양측은합의문을작성했

지만, 이는 앞으로 비핵화 노력의 표명에 불과

했지 실질적인 합의는 아니었다. 하노이의 제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결국 합의문조차 발표

하지못했다. 북한은여태까지의‘비핵화조치’

로대북제재의일부해제등반대급부를얻어내

고자 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

국하노이회담은합의가이뤄지지못한‘노딜’

로 끝났으며, 짧았던 DMZ 북미회동도 이러한

흐름을바꿀수는없었다. 

북한의위기감과대응

2019년 하노이에서의‘노딜’은 북한에게는

악재였다. 북한은연내합의가이뤄지지않는다

면‘새로운 길’을 찾겠다면서 비핵화협상의 시

한을 연말로 못박으며 미국을 압박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대해서는‘촉진자’나‘중재자’에머

물지말고협상에서자신의편을들라는압박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전략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공격하는것이었다. 즉대북제재국면에

서한국이제재해제를주도하면서심지어는이

를위반하기까지한다면국제제재가사실상무

력화될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압박은미국이아니라주로대

한민국을 향했다. 북한은 3월말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을 잠정 철수하기도 하고,

4월 27일판문점선언 1주년행사에불참했다.

북한은여기서더나아가 9.19 군사합의위반으

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도발을 지속했다. 북한

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3번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발사를 거듭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는상당한인내심을발휘하면서남북

경협등을제안하는등갈등을피하고자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시간이 다가오면서 미국

에 대한 압박도 시작했다. 12월에 이르자 폐쇄

했다고밝혔던동창리미사일발사장에서미사

일 엔진실험을 실시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소

위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인 ICBM의 발사까

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압박이었다. 그러나 미

국은군사력을사용할수도있음을암시하며북

한을 압박했고, 결국 그렇게 북한이 정한 비핵

화협상시한은마감되었다. 

결국 북한은 2020년 신년사에서“정면 돌파

전”을국가전략으로내세우면서강경대응을시

사했다. 과거북한은자력갱생을통한경제건설

과전략무기현대화를통한정면돌파전을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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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략으로 제시했다. 2018년 이전 핵과 경제

의병진노선을외쳤던과거전략으로회귀한것

임을엿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은올

해에도거친언사와미사일도발을이어왔으며,

심지어 5월에는 우리측 GP를 향하여 기관총을

발사함으로써 긴장을 높였다. 그리고 결국은 6

월의사태에이르렀다. 

북한의전략적선택

결국북한의의도와현재국제정세및주요국

의 입장을 파악해야 우리로서도 대응책을 마련

할수있다. 우선북한이 6월에들어대남강경노

선으로변환한이유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애

초에 북한이 2018년 우리와 대화에 나선 것은

전년까지 핵무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

단하고,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

기위해서였던것으로볼수있다. 특히북미정

상회담이야말로북한이원하던김정은의국제무

대데뷔장소였으며, 미국과의핵담판에서가장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대화는한국정부의중재또

는주도가없으면불가능했을일이었다. 

그러나 2차례에걸친북미대화는별다른성과

가없이끝났으며, 북한이설정했던비핵화협상

시한인 2019년말까지도미국과북한간의합의

는이뤄지지않았다. 애초에뒷전이었을북한이

슈를 미국의 외교안보 이슈에 우선순위로 올려

놓은것은, 손쉽게성과를얻고자하는트럼프의

개인적판단에의한것이었으나, 참모들의만류

로인하여합의에이르지못했던것으로알려진

다. 북한이정면돌파전을선택한것도결국현

재트럼프행정부에서얻어낼것이없다는확신

에바탕한것으로보인다. 결국북한은북미협상

의 실패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돌리는 것으

로전략적인선택을한것으로볼수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판문점선언에

따라우리측에서마련했던남북간의외교창구

였다. 6월 16일이건물을폭파하면서휴전선의

재무장을밝힌것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

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이러한행동에나선것은핵무장으

로인한한국에대한군사적자신감, 북미정상회

담과정에서한국정부의역할에대한불신, 미

국에대한경고, 코로나확산등어려운국내상

황에대한정치적배출구의마련등을그배경으

로볼수있다. 결국북한의극단적행동은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자

‘중재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을

가한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

라대한민국에대한공세적태도를취하면서긴

장을높여갈가능성이높아졌다. 북한은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단지와개성공업지구의철거, 남북군사합의

의완전파기, 그리고총참모부의군사행동이일

어날수있음을경고했고, 그중에사무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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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했다. 결국 북한은 이미 남북이 동시에

이행함으로써진척된사안을무산시킴으로써대

한민국에대한또다른정치적보복을꾀할것이

다. 나머지 3가지가능한조치가운데실제이행

단계에돌입한것은 9.19 남북군사합의이다.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해안포 폐쇄 등 이미

실시된 조치를 뒤집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우리의대응전략은? 

전략은 상대방이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빛나

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합의 사항을

어떤 비용과 보상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에

집착함으로써스스로전략적불리함을자초해서

는안될것이다. 만약남북군사합의라는긴장완

화의틀을지켜내고자한다면, 오히려그근본적

인취지를더욱강화하는데힘을기울여야한다.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합의는 GP의 축소나 무

장수준의완화, 비행금지구역확대등을통하여

군사적긴장을낮추고자하는낮은단계의군축

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군축에서가장중요

한것은서로에대한신뢰지만, 신뢰구축조치는

상대방의 의지에 대한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합의위반을

감시하며위반사항을세세히지적함으로써잘못

된행동을방지하는것이군축체제와서로에대

한신뢰를높이는행위라고할수있다. 만약이

러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다면, 이는실제로작동하는군축체제로보기어

렵다. 

또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이 비핵화합의에서

중재자로서대한민국이충분한역할을하지못

한데 대한 보복이라면,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자체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협

상의실질적인내용에서양측의합의를끌어낼

창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는 기존의 남북합의조차 지키지 못할 경우, 미

국이나국제사회가북한을신뢰하지못할것임

을확신시키며, 좀더과감한비핵화조치가필

요함을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역할이나성과는최대한감춤으로써북한과

미국모두에게정치적부담과승리를양보해야

만 진정한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정

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사회의 합의와 공

조속에서명확한목표를확보하는것이다. 미국

의완벽한비핵화합의가과연실제국제정치에

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제3의 대안은 없는 것인

지세계의이목을모아해결에집중할때비로소

동력이생길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대화와협

상자체를강조하는것이아니라실제평화를가

져오기위한비핵화자체에모든노력을집중해

야만세계와미국, 그리고북한이응답할수있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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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들어한달내내우리국민들은북한

의 황당한 대남공세에 어리둥절했다. 지구 최빈

국인북한이세계랭킹 10위권에드는대한민국

을상대로갑질공세를취하고있기때문이다. 북

한국무위원장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조선노동

당제1부부장이지난6월3일부터15일사이에세

차례나담화를통해‘가장비외교적언사로, 가장

상스러운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다행히 국민들은 정권을 상대로 하는

욕설을 국가 상대의 욕설과 구별해서 받아들인

탓인지큰동요없이대남갑질공세를감내하고

있다. 이공세는처음에는탈북자들의전단살포

를트집잡아시작했지만내심은문재인정권이

북한김정은정권과맺은합의를제대로이행하

지않고미국의의도를오판한문재인정권의제

보를바탕으로추진했던미북정상간의하노이

회담이결렬됨으로써자기들의‘최고존엄’이처

절하게모독당한데대한분노의표시였다. 

김여정이 대남공세를 시작하자 북측의 대남,

대외업무부서의장들이연이어담화를통해가

세했다. 결국김여정을앞세운공세의핵심은문

재인정권이큰업적으로내세우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9.19 합의를파기하고남북한관계를대

적(對敵) 관계로되돌리겠다는취지다. 사태가급

박해지자문재인정권은특사를파견, 상황의악

화를막으려시도했으나김여정은비공개로추진

된특사파견제의까지까발리면서특사수용을

거부했다. 북한은6월16일김여정의예고대로남

북연락사무소를폭파했다. 뒤이어북한군총참모

부는성명을통해9.19 군사합의의폐기를전제로

①휴전선 GP의원상회복과감시활동재개②대

남군사작전공격태세의등급인상③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군사배치④휴전선일원에확

성기설치와대남전단살포라는4개항의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가 6월 24일김정은은돌연북

한군사위원회예비회담에서군부가준비한대남

북한의대남‘갑질공세’와딜레마

李榮一

헌정회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장

11·12·15대의원

특집Ⅱ美-中新냉전시대한국의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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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전면보류한다고발표했다. 이조치는보

류이기때문에매우가변적이지만김여정을앞세

운대남공세를전략적으로재검토하는모양이다.

이글은북한이이때왜이러한공세를취하는가

의배경을살피고금후의대처방안을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의소재

가. 민족적낭만주의로북한을인식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도저히

참기힘든갑질 공세를당하는것은북한의대

남전략에대한역대정부의축적된경험과지식

을활용하기보다는북한을학생운동권시절에

터득한 민족적 낭만주의로 인식하면서 대북정

책을국내정치에연결한탓이다. 북한은한마디

로김일성수령의교시와노선을맹신하는신정

(神政)집단이다. 김일성은 7.4 남북공동성명직

후 당 간부들에게“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우리에게평화란있을수없다

는사실을순간도잊지말라”고당부했다. 정권

을 세습한 김정은은 이 교시에서 한 걸음도 벗

어날 수 없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민족해방

전쟁으로정당화했다. 따라서통일을이루지못

한 상태에서 민족해방전쟁의 중단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은불가(不可)하다. 다만주한미군철

수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 차원에서만 쓰일 수

있다. 2018년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의 대화에

응한것도그것이궁극적으로한반도의공산화

통일에도움이될것이라는전략적타산에기인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합의도 그러

한 타산의 산물이다. 그러나 북측은 기대가 충

족되지않으면어떠한합의라도휴지처럼팽개

친다. 이 사실은 1970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40년이웅변한다. 남북한이주권국가를가입조

건으로 하는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이라도

북한이인정했다면남북연락사무소를폭파하지

백악관에서트럼프와만나는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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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것이다. 이사무소는일본산케이신문이

지적한것처럼국제법으로보호받는외교공관이

나다름없기때문이다. 한국이세운남북연락사

무소가깨지는폭음소리속에서 4.27 판문점선

언이나9.19 합의도사실상휴지가되어버렸다. 

나. 남북합의를정권의업적으로활용

문재인 정권은 촛불시위의 여파를 타고 아무

준비 없이 손쉽게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정권의

존립과방어의명분을남북관계개선에서추구했

다. 특히미국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이화염

과분노로표시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남북관계

개선을위해모든인맥을동원, 대화의물꼬를열

었다. 곧이어진남북정상회담을통해판문점선

언을발표하고뒤이어문대통령은평양을방문,

10만군중앞에서스스로를‘남측대통령’이라면

서 평화와 협력을 역설했고 9.19 합의를 만들어

냈다. 또 문 대통령 내외는 김정은 내외와 함께

백두산에올라함께포옹하면서평화통일이마치

눈앞에닥친것같은환상까지불러일으켰다. 이

쇼를통해문재인대통령은국내정치에서큰인

기를얻었고‘전쟁을막은대통령’으로서의위상

을높일수있었다. 그대가로문재인정권은양

자간의협상테이블에서북한이원하는바를모

두에누리없이합의해주었다. 과거김대중, 노

무현정권에서조차언감생심(焉敢生心) 받아내기

힘든수준의양보를해주었다. 국내보수진영에

서는이러한협상을안보의사실상포기라고비

판하면서대한민국을북한에통째로넘기는것이

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우는

시위가계속이어졌다. 이때마다문재인정권옹

호론자들은“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면서“그러면북과전쟁이라도하자는것이

냐“고을러댔다. 지난 6월 24일김정은이보류시

킨 4개항군사조치는하나같이한국안보에불리

하고북한에유리했던내용을담고있었다.    

이당시김정은이문재인에게기대했던것은문

서상의양보못지않게중요하고긴급한두가지과

제가있었다. 하나는북한이겪고있는당장의경제

적어려움을한국이덜어주고둘째로는대미외교를

통해북한이직면하고있는유엔제재를완화해달라

는것이었다. 그러나이두가지의어느요구도문

재인정권은채워주지못했다. 문재인정권의능력

밖의문제는차치하더라도판문점선언제2항에명

시된대북전단살포금지같은하찮은조치도제대

로이행치않았다. 여기에서분노가폭발한것이다. 

다. 북한의대남기대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한 것은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62   Cheil-868 



2020. 8 63

아무리 유엔제재가 거세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재개나금강산관광정도는조건없이

실행해주길바랐다. 남북한관계를내부자관계

(Intra-national relation)로간주, 필요한지원

에나서줄것을기대, 남북연락사무소를허용했

다. 그러나한미워킹그룹이유엔제재를내세워

반대할경우아무런일도할수없음이판명되자

북측은판문점선언의열매라할수있는남북연

락사무소를폭파해버렸다. ‘미국허가없이는용

변도못하는자’들이라고김여정이욕을퍼부어

댄소이다. 연락사무소폭파는엄청난도발이었

지만문정권은”나쁜평화가전쟁보다낫다“는

안보관때문에도발로간주하지않았다. 상대가

이렇게취약하게나오면북한공세는갑질로변

한다. 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정권 담당자들

가운데 북한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남측에도

책임이 있다거나 미국이 남북관계를 망쳤다고

말하는자들이있었다는사실이다. 이전정권시

절에는상상도할수없는소리다. 때문에국민

들은북한이우리혈세로세운건물을폭파해도

규탄할국민적결의마저표현할수없었다. 

김정은이문정권에걸었던두번째기대는비

핵화를 명분으로 대미교섭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제재를풀자는것이었다. 문재인정

권의노력으로미국과북한간에정상회담은열

렸다. 그러나양국간의실질문제를다루게될

제2차하노이회담은트럼프대통령이자기의빅

딜 제안(핵무기의 신고, 검증, 확인, 반출, 보상

의 순으로 진행될 완전 비핵화 요구)을 북한이

거부하고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회의장을 박차

고나옴으로써깨졌다. 김정은은대미협상이성

공할것이라는기대를안고평양에서성대한전

송을받으면서 3일낮과밤을열차편으로하노

이까지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엄청

난 수모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인을 거쳐

내민영변핵카드가먹히지않고회담이결렬되

자북한의대남태도는달라지기시작했다. 대북

전단에실린최고존엄에대한모독은하노이수

모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다. 북한은문재인정

부의인적구성이나사고방식, 대북자세등모든

면에서 역대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보다도 북한

친화적(親和的)이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의 틀을

깨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

을절감했다. 북한은그들에게허망한기대를걸

게한희망고문(希望拷問)의대가로문재인정권

을강공한것이다. 

북한의핵보유딜레마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때만해도북한정권은핵무기만손에쥔다면만

사가형통할것으로생각했다. 지금부터 70년전

만 해도 핵무기는 절대무기였기 때문에 Hans

Morgenthau 교수는핵을가진자에게핵없는

자는항복하거나멸망하는것중의하나밖에택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금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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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국제사회가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만 공인하고 인도와 파키

스탄은비공인핵국으로간주할뿐이다. 북한도

여기에끼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인도와파키스

탄은 북한과는 달리 핵확산 금지조약에 처음부

터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했기 때문에 NPT 조

약이 정한 모든 제재를 감내해야 한다. 더욱이

유엔안보리의권고를무시하고핵실험과미사일

발사, 그것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다

가 유엔안보리에서 11개에 달하는 제재 결의를

자초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도제재에동참했다. 한때북한의우방이었던중

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전략무기로서의 핵과 미

사일을보유하는데는반대였다. 그것이강대국

들이다. 북한이 어렵게 핵실험에 성공했다지만

운반수단이없으면무용지물이다. 이때문에운

반수단이 될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했고 공중

전(空中戰)에서의 취약점을 보강하려면 핵무기

를 탑재, 발사할 잠수함도 가져야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지구 최빈국인 북한의

능력을훨씬초과한다. 식량, 의료, 에너지가원

천적으로부족한상태에서핵군비꾸리기도힘

든판국에 COVID 19의창궐로대외무역창구까

지차단했다. 막상핵과미사일을보유했다지만

북한의타격대상은핵보유국인미국과핵을갖

지않은한국, 일본인데비핵국가를핵무기로공

격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기 힘든 공격

앞에노출될것이다. 또동족을상대로핵위협

은가할수있으나미국의핵우산하에있는한

국에대해서도갑질이상의공세는어렵다. 현재

북한은오히려핵때문에심각한존립의위기에

봉착했다. 실존적딜레마에걸렸다. 

앞으로의전망과대책

현재북한정권의존립위기가진행되는상황

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

다. 그는 2019년 1월미국을방문, 폼페이오와단

독회담을가진데이어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

령도접견했다. 김영철은현존북한실세들가운

11월미국대선을앞두고제3차미북정상회담이혹시라도열릴유일한방도가있다면

그것은북한이트럼프의빅딜을그대로수용함으로써

완전비핵화와제재해제를맞바꾸는것이다. 

이렇게되면트럼프에게는대선전망이밝아지고북한도핵보유의딜레마에서벗어나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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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백두혈통의 3대를섬기면서아직도살아남아

지금도 북한의 대내외 주요정책을 총괄한다. 그

는 김일성 종합군관학교 출신으로 1968년 군사

종전위의연락장교로이름을알린이래Pueblo호

사건에관여할만큼영어에능통하다. 당과군내

부에깔아놓은튼튼한인맥을등에업고그는김

정은과 김여정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서말한북한군의 4개항대남군사조치보류도

그의작용에서나온것같다. 

김영철의역할을중심으로앞으로의북한태도

를추론해보면크게두가지다. 북한이당면위기

를해결하려면한국과미국을잘활용하는것인

데 먼저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한이있더라도대북지원에본격적으로나서도록

공세를 펴면서 대남공작을 심화할 것이다. 미국

에대해서는트럼프의당락양측면을내다보면

서대비하되, 우선바이든후보가당선될경우김

정은과의정상회담전망은없다고판단하고 Top

down 방식의김정은외교가뭔가결말을내려면

트럼프가승리해야한다고본다. 따라서오는 11

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혹시라도열릴유일한방도가있다면그것은북

한이트럼프의빅딜을그대로수용함으로써완전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트럼프에게는대선전망이밝아지고북한도

핵 보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영철이

과연이런큰도박에나서도록김정은에게영향

력을행사할수있을까. 지난 4월 11일부터최근

까지 90여일사이에겨우 5회정도공식석상에

얼굴을내미는김정은을붙들고이런큰작업을

해낼수있을까. 그러나북한은이렇게어려운상

황속에서도대미비난만은놀랄만큼자제하고

있다. 김정은이약해질수록김영철의힘은더커

질조짐이다. 귀추가주목된다.       

끝으로우리가최근사태에서얻은교훈은“평

화를원하면전쟁에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로마시대이래증명된안보철학을확

고히 다지는 것이다. 조선을 일본에 합방시키던

당시이완용은”나쁜평화가전쟁보다낫다“는주

장으로국왕과대신들을겁박했다. 또일부국민

들중에는“전쟁은국민의생존과인권의무덤”이

기때문에전쟁을막기위해서는나쁜평화가한

반도의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떠들기도 한

다. 그러나우리대한민국이국가로서존속발전

해나가기위해서는국력에상응하는안보능력을

배양, 북한의갑질에강한쐐기를박아야한다. 지

난6월 18일전동진합참작전부장이북한의어떠

한도발에도대가를치르게하겠다는단호한대북

성명처럼, 우리가나쁜평화를택하면북한동포

들은영원히주권과인권이없는상태로방치되며

자칫한국도북한의공세에무너질수도있다. 핵

이없어도재래식군비만강력하면북한의도전을

확실히제압할국력이있음을자부해야한다. 탈

북자들의전단살포를막는데신경쓰는열등정

치를 치우고 한미동맹을 강화, 내외정세 변동에

능동적으로대처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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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지난4·15 총선에즈음하여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후보 1,109명을대상으로‘(가

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국립현충원 친일인

사묘지정리와관련된‘국립묘지법및상훈법’

개정정책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다. 그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의견

을냈다. 

국회와지자체친일청산관련법발의잇따라

이는우리사회저변에깔린친일청산의필요

성을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무겁고 절실

하게느끼고있다는증좌이며, 친일청산의시대

적 소명을 다할 직무가 누구보다도 자신들에게

있음을스스로인정한다는것이다.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양향자 의원이 친일찬

양금지행위를 포함한‘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

한데이어김홍걸의원과전용기의원이친일반

민족행위자현충원안장불가‘국립묘지법’개

정을대표발의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경기도의회

는 일찌감치‘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가지고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및‘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촉구건의안

을채택, 국회의해당위원회(정무위와행안위)와

정부관계부처에건의안을제출해놓은상태다.

이같은움직임은경기도의회뿐만아니라, 서울

시의회와경남도의회를비롯하여여러지자체의

의회에도줄을이을것으로보인다.

친일잔재청산은더이상감정적대응이아니

‘친일미청산’, 한국사회의기저질환
대한민국의갈등구조, 보수·진보아닌민족·반민족

金元雄

광복회장

14·16·17대의원
개혁국민정당대표

제75주년맞는광복절소회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66   Cheil-868 



2020. 8 67

라시대적사명에속하며, 역사의식의문제라는

사실을깨달아가고있는까닭이다. 한번이라도

우리역사가친일청산앞에떳떳한적이있었는

가하는시대적반성에동참하려는이들이의회

에서부터점점많아지고있는것이다.

반면, 최근어떤계기로국내유수의대학들이

하나같이일본재단이지원하는전범기업자금의

사용처가되고있는사실을확인했다. 일본자금

의수혜를받은이들은일본의우익보다도반민

족적으로일제를더미화하고옹호하는현실앞

에망연자실했다. 일본전범기업등일본자금을

지원받아성장한신친일파들이득세하여일본의

입장을공공연히대변하고있는현실. 

대다수일본인들의웃음거리는물론, 북한으로

부터도조롱거리가되는이기막힌현실에직면

하고서도‘친일찬양금지법이 위헌의 소지뿐만

아니라, 개인의표현의자유를억압할소지가있

다’고한발짝물러서는이들이있어유감이다.

진왜(眞倭)보다토왜(土倭)가더무섭고악질적

우리법원의판결중에는국민의생명이나신체

에대한위협이가해지면표현의자유를법률로

제한할수있다는판결이있다. 이와마찬가지로

민족공동체정신에반하는일제찬양행위는독일

나치의만행과같은‘인도에반하는죄’로봐야지

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것으로봐서는안된다.

일제는나치와같은시기에, 동양인에게잔혹행위

를자행한전범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 

이땅의‘독버섯’인친일반민족세력들은일제

때보다 해방 이후가 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났

다. 자신들의기반조성을위해일제보다더잔

인한 방법으로 제주 4·3과 6·25 한국전쟁을

충남도의회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위는천안독립기념관을방문해친일잔재청산방향과정책을논의했다고밝혔다.(20.6.24)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67   Cheil-868 



68

통해 100만명의동족을학살했다. 본토에있는

‘진왜(眞倭)’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토왜(土倭)’가더무섭고, 더악질적이라는단면

을보여준것이다. 

1949년반민특위를악랄하게와해시키고, 56

년만에진상규명이라도제대로하고가자던친

일반민족행위자특별위원회의 활동마저 이명박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활동이 연장되지 못하

고종료되고말았다. 친일재산환수도당초에는

4,000억 원이 넘은 액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그절반도안되는수준으로줄어들었고, 이마저

도소송을거쳐야했기에성과를거두었다고보

기어렵다. 

이모든것의뒷배에는 75년동안성장해온친

일반민족세력이있다. 이들은지금도일본의조

종을받고끊임없이우리국민과민족을이간질

하고그들만의이익을챙기고있는것이다. 

이들친일에뿌리를두는친일반민족세력들은

외세를등에업고분단에빌붙어보수로위장하

고우리사회에협착되어기생하고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한 독립을 이룬 나라

의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한심

하게보일것이다. 누가봐도명백한친일반민족

행위자가있어서천수를누리는동안단한번도

자기반성 없이 민족의 영웅들이 묻혀있는 성스

러운 현충원에 묻히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결코용납해서는안될것이다.  

어린시절우리집은대전이라부산과광주에

사시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광복절이 다가오면

오가다가들르시는곳이었는데, 어느날우연히

아버지가친구분끼리나누시는대화를듣게되

었다. 모두들하나같이광복절기념식에참석하

고싶지않다며, 단상에서박수받는이들은죄

다친일파들이고, 단하에서박수치는이는모두

가독립운동가들이라고탄식하는것이다. 

친일청산없이는국민단합, 평화통일요원

이런광복절의모습이비단나의아버지시대

때만 그랬을까? 아니다. 광복절에 대한 서글픈

풍경은 내가 철나고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시절에도계속되었다. 

친일청산 없이 국민단합을 하자는 것은 일제

때내선일체하자는것과진배없다. 친일청산없

이는 우리 민족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없다. 이들을정리하지않고는안된다. 친일

청산 없이는 국민단합도 평화통일도 요원하다.

광복도마찬가지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안된 우리사회의 근본적

인 문제는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이

라는인식속에서광복회는지난 6월 6일, 71년

전에 일어난 6·6반민특위 습격일을‘민족정기

가짓밟힌날’로정하고, 사상처음으로상기행

사를가졌다. 특위습격의원인을제공했던과거

친일경찰의소굴이었던서울중부경찰서를인간

띠잇기로에워싸고경찰청장의역사적인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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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집회와함께호외도발간했다. 알려지

지않은이참혹한사실을매년국민들에게알릴

계획이다. 

한국사회 모순의 핵심은‘친일 미청산’이다.

해방 이후 지난 75년간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친일미청산에있다. 친일미청산은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이다.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통

합이불가능하다. 친일반민족기득권세력을그

대로받들고국민통합을하자는것은, 일제강점

기에 일본을 모시고 내선일체를 하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친일에뿌리를두고분단에기생하여존재하는

기득권세력. 이들은 스스로를‘보수’라고 칭한

다. 이들이 지켜온 것이‘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지켜왔는가? 일제를지키기위해동족을

괴롭히더니, 해방후에는친일반민족권력의독

재를지키기위해민초들을억압해온자들이어

떻게‘보수’일수있는가. 한국사회의갈등구조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아니다. 민족과 반민족의

구도이고, 인류애와반인류의구도일뿐이다.

친일청산감정아닌시대적과제로인식해야

미국과일본, 어느나라든지민족주의를주장

하는것이보수인데, 가칭우리나라보수는고유

의가치인민족주의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 한

미동맹을지나치게강조하면서결과적으로사대

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보수가 아니라, 보

수를위장한‘가짜보수’다. 이들중에는또북한

을 핵으로 선제공격하자는 것에 동의한 사람도

많다. 

이들은근본적으로국가공동체에대한애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땅에

핵공격으로 불모지를 만들자는 것인데, 얼마나

끔찍하고무모한말인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자는 것은 일본의 아베

와 같은 이들이나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안위따위에는관심조차없다. 그러기는

커녕, 요즘그들의행보를보면, 한국이잘안되

기만을바라고있는듯하다. 

우리사회가좀더건강하게발전하기위해서

는‘진짜보수’가나타나야한다. 그래야사회변

혁이생산적이된다. 

요컨대 각성된 민의를 모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친일찬양금지법’제정으로선열들의혼

이 숨 쉬는 신성한 이 땅에서 친일을 미화하고

일제를옹호한반민족세력을완전히역사의무

대에서몰아낸다음, 우리힘으로온전하게이룬

광복이라야진정한광복이다. 

75년 전 1945년 광복은 미완의 광복이다. 분

단된조국의현실을놓고광복했다고말하는것

은 언어도단이다. 우리의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는민족의분단을원치않았고, 동족간의전쟁도

원치않았다. 친일청산이이루어지고민족이하

나되기 전에는 우리는 광복되었다고 함부로 말

해서는안된다. 친일청산또한, 감정적대응아

닌시대적과제로인식해야한다.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69   Cheil-868 



70

미증유의감염병대유행, ‘코로나19(COVID-

19)’가 불러온 이른바‘언택트(untact)’시대에

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바로원격의료를둘러싼논란이그것이다. 정부

가 2월말, 감염병확산을막는다는취지에서전

화통화를이용한처방과상담을한시적으로허

용함에따라관련산업계의기대감이커졌고대

통령과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연이어 원격의료

육성의지를표명하면서논란이증폭되었다. 여

기에우리사회여러분야의오피니언리더들이

앞다퉈 중구난방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전망과

청사진을내놓았다. 

한편, 그사이의료계의실망과분노는극에달

했다. 코로나19가종료된것도아닌데벌써그이

후(포스트코로나19)를논하며의료계가오랫동안

반대해온 원격의료가, 이제는 마치 대세(大勢)인

것처럼강요하는목소리에의사들은구역증을느

낀다. “의료진덕분에”라더니논공행상은커녕, 손

실과피해보상조차도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상

황에서‘토사구팽’이라는탄식이나오는것은당

연할것이다. 일방통행하더라도국가적재난상

황에서의료계가차마정부와맞서지못하리라여

겨서는아니겠냐며거친말을쏟아내기도한다.    

비대면진료코로나19 대응위한보조적인수단

논란이확대되자정부는관련부처가운데보

건복지부가이논의를전담토록했고여당은현

재 추진중인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인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

적인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감염병창궐상황이나대면진료가불가능

한일부의의료사각지대에한하여, 초진이아닌

재진으로한정하여, 주로고혈압이나당뇨와같

은만성질환위주로, 대형병원이아닌동네병원

이주체가되는방식의비대면진료에초점이맞

춰진것이다. 정부와여당이‘이정도라면의료

계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내지는‘거부할 수

비대면진료의문제와선결과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홍보이사겸의무이사

내과전문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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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이라는나름의판단을내린셈이다. 그

러나이는그렇게간단한문제가아니다. 

코로나19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의한감염

병이다. 중국에서의초기보고에서는사람사이의

감염가능성이크지않다고했지만얼마지나지않

아급격한사람대사람감염의확산이현실화하였

다. 또, 중국에서무증상감염을의심하는주장이

제기되었을때, 많은전문가가그가능성을크지

않게봤지만, 현재는무증상의코로나19 환자가다

수발생하며증상이없는상태에서도증상이있는

것과크게다르지않은전염력을갖는다는것이밝

혀졌다. 한편, 건강한일반인의마스크착용이불

필요하다는 서구의 가이드라인이 국내의 의사협

회권고안과차이가있다하여많은논란이있기도

하였지만, 현재에는마스크착용이코로나19의감

염전파위협을차단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

는점에이의를제기하는사람은없다. 

즉, 새로발생한감염병이기에임상경험과연

구결과에따라관련지식은계속축적되고갱신

되며그에따라인류의대응도바뀐다. 국내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이 허용된 2월 말은 섣부르게

종식을 논하던 와중에 대구와 경북에서 갑작스

럽게확진자가폭증하면서전국민이공포에경

도된때였다. 거기다가코로나19의실체에대해

서별다른정보가없고치료제나백신에대해서

도 전망하기 어려운‘불확실성’이 공포감에 기

름을 부었다. 만성질환으로 치료중이거나 나이

가많은환자의입장에서는쉽게병원을방문하

기어려웠던것이사실이었다. 따라서이시기에

는 아프더라도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라

거나전화를이용해상담과처방을받으라는정

부의방침이어느정도타당성을가졌었다. 

하지만수개월이지나면서이미 1만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양한 감염전파 사례를 경

험한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타당한지는

따져볼필요가있다. 수백곳의의료기관이확진

자가다녀갔다는이유만으로문을닫고,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들이 자가 격리 조치를 당했지

만, 실제감염이전파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특히의료진과환자가모두마스

크를착용하고손위생실시와같은적절한감염

전파예방수칙을준수하는경우, 일반적인진료

에서코로나19 감염전파가일어날가능성은크

지않다는것이현재까지의결론이다. 그렇다면

과연아픈환자에게 2∼3일씩집에서참으라거

나대면진료에비하여의사가얻을수있는정보

가제한적인, 한계가명확한비대면진료를권유

하는것이아직도적절한것일까.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비대면진료역시마찬가지이다. 나이가많

거나장애로인하여주로집안에서만생활하는

환자의경우, 대부분눈에보이는것이상의복합

적인여러가지의학적문제를가지고있다. 이런

분들은몇년만에한번보호자가어쩌다가의사

앞으로 모셔와도 그저“괜찮다”는 말만 하기도

한다. 진료받을기회만없는것이아니라이미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71   Cheil-868 



72

사람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멀어져몸과마음

이수년간방치된것이다. 의사소통이어려운경

우도많다. 이런분들에게필요한것이과연전화

나화상을이용한비대면진료일까. 오히려보다

자주의사와직접만날수있도록왕진을활성화

하거나의료기관방문을도와주는이동도움서

비스가더필요한것은아닐까.

재진이라도새로운증상나타나면초진환자

초진이아닌재진으로한정한다는것도간단한

문제가아니다. 초진과재진은문자그대로첫번

째진료와그이후의진료이지만단순히한번진

료를받았다고해서의사가환자의모든것을다

파악하고있을수는없다. 마치한번직접만난적

이있는사람이라고해서잘아는사람이라고생

각하고전화를걸어무슨이야기든다할수없는

것과마찬가지다. 더군다나기존에진료중이었던

문제가아닌, 새로운증상에의한진료라면사실

상초진이나다름없다. 비대면진료대상을재진

으로한정하면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분들은우

리건강보험체제에서말하는초진과재진의정의

를찾아보기바란다. 단순히한번진료를본적이

있다고해서초진이아니며실제현장에서는초진

같은재진이수없이이루어지고있고그래서의

사와환자도지금시행중인진료가초진인지재진

인지제대로구분하기어려운때가많다.

최근원격의료를주제로한경제관련유명유

튜브방송을본적이있다. 한진행자가“급성질

환은당연히원격진료가어렵겠지만당뇨나고혈

압같은만성질환은가능하지않냐?”고묻자다

른 진행자가“약만 먹는(질병)?”이라고 되물으며

맞장구를쳤다. 바로이러한관점에서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같은만성질환은

전화로충분히진료할수있다고주장하는사람들

도있다. 그러나단언컨대이는만성질환에대한

오해에서비롯되는것이다. 많은만성질환자들이

수년, 수십년을치료를받으면서도왜치료를받

는것인지, 어떤목표에따라치료하는것인지알

지못한채그저날짜에따라처방전을받아약만

먹는다. 예컨대당뇨병의경우, 혈당이조절되지

않으면혈관에합병증을일으켜시력을저하시키

거나(당뇨병성 망막증), 신경통을 일으키고 손발

끝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당뇨병성 신경병증),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콩팥을

망가뜨린다(당뇨병성 신증). 또 뇌혈관이나 심장

의관상동맥에악영향을미쳐사고를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이렇게수많은합병증이발생할동

안정작본인은어떤증상도느끼지못하는경우

가 다수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나목표의식을갖기어려운경우가많고의사

의권유에도불구하고정기적인혈액, 소변검사나

합병증검사는거부한채오직약만먹는환자들

이많다. 우리나라건강보험의통계에의하면당

뇨병환자가운데 3개월에한번실시하도록권유

되는당화혈색소검사를제대로 1년에 4회받는

환자는전체의 6%에불과했다. 그리고이렇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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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받지않고약만먹는경향은도시보다시골

에서두드러졌다. 과연이런상황에서비대면진

료를 통해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스스로의상태에대해이해가부족한다수

의환자들에게의사에게잔소리듣지않고, 병원

에가지않고, 비용이드는검사받지않고, 처방

전만달라고요구할수있는처방전지급서비스

로전락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1차기관위주로실시한다지만순서뒤바뀐접근

비대면진료가본격화되면안그래도어지러운

의료전달체계에치명타를가해작은병원이나동

네의원들을몰락하게될것이라는전망때문인지

정부와여당은비대면진료는 1차의료기관위주

로실시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역시

도순서가뒤바뀐접근이다. 우리나라의료의가

장큰문제이며정부와의료계가함께공감하면서

오랫동안개선을시도해왔지만여전히해결되지

않고있는난제가의료전달체계다. 이에대한해

결은의료체계의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위해국

민의선택권을일부제한하는것이본질이며정부

가이러한불편한진실을숨김없이국민에게기꺼

이설명하고그로인한국민의노여움을감당하면

서당당하게설득해나가지않는이상절대해결

될수없다. 그런데최근정부의의료전달체계개

선의노력은오로지공급자인의료기관의행태에

대해서만초점이맞추어져있고정작의료기관선

택의당사자인국민에게는직접적으로이를설득

하고제한할엄두도내지못하고있다. 이는국민

의심기를불편하지않게하면서해결될수없는

문제다. 정부가이처럼비겁하게‘고양이목에방

울달기’를거부하는상황에서, 설령비대면진료

를아무리 1차의료기관을위주로시행하겠다하

더라도어떻게신뢰할수있겠는가. 아니나다를

까,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 조치로서 대형병원이

재외국민에게비대면진료를실시할수있도록허

용하지않았는가.

결론적으로, 정부와여당이나름대로축소하여

정리한비대면진료모델조차도여러문제점을내

포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문제점은실제환자

를진료하지않거나의료현장을경험해보지않은

입장에서는생각해내기도, 이해하기도어렵다. 따

라서정부와여당이비대면진료의추진뿐만아니

라그성과에도의욕을가지고있다면, 또비대면

진료를시작했다는그자체에대한성과보다훗날

전문가집단의반대속에서사회적갈등의소지를

내포한민감한정책과제에대하여정부와정치권

이현명하게대응한사례를남기기를원한다면무

엇보다의료계가내는의견에귀를기울이고진지

하게반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정책추진의당

사자들이,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단 빨리 도장 찍자는 식의 조급함을 걷어내고

인내심을갖기를바란다. 충분히논의하고그결

과에따라서는중단까지도고려할수있다는, 열

린태도와담대함을보여준다면의료계역시기꺼

이합리적으로대화에참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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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

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원

전 산업은 안전과 건설과 운영 측면에서 명실

상부세계정상급이었다. 미국과영국, 심지어

원자력대국프랑스까지도부러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우리

자리엔어느덧중국과러시아가비집고들어와

있다.

원전은국력과국격의상징

프랑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막판 한

국에 밀려나고, 핀란드와 자국에서 유럽경수로

EPR 건설기간이엿가락처럼늘어나고, 공사비

용이눈덩이처럼불어나자한때세계시장을주

름잡던아레바는결국백기들고자국전력회사

에흡수되는수모를겪었다.

그러는사이우리나라는 3세대원전 140만kW

짜리신형경수로APR1400의수출형EU-APR과

US-APR이연거푸까다롭기로소문난유럽과미

국에서건설안전성을입증받고, 수출가능성을

보장받은고봉절정(高峰絶頂)에서뜬금없이철퇴

를맞았다. 그것도자국대통령에게. 21세기를이

끌어야할원자력은고향에서환영받지못했다.

원전은대통령이나수상이판매하는유일무이한

품목이다. 국력과국격의상징이기도하다. 1기에

5조원넘게들고10년이걸린다. 운영연한이예전

엔 40년안팎이었지만, 이젠 60∼80년을넘기고,

사용후핵연료처분과폐로까지보태면 100년이

넘는다. 따라서원자력은5년짜리정부나4년짜리

국회가섣불리흔들고, 맘대로죽여선안된다.

게다가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밖에없

다. 그중러시아원전은서방세계안전기준에못

미치고, 미국에서중국에이르기까지모두이런저

런이유로고전(苦戰)하는사이우리나라만안전하

탈원전정책은과연옳은것인가?

金鎔采

헌정회원로위원

정무장관, 건설교통부장관
7·9·12·13대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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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경제적인원자력을구가(謳歌)하고있었다.

미국은AP1000을중국에짓다가설계결함과공

기지연으로홍역을치르고, 캐나다는ACR의노형

문제와판매부진으로, 프랑스는EPR 안전현안과

공기지연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와 더불어

ABWR의설계현안과비용문제로, 중국은 CAP의

독자건설과경험부족으로, 러시아는 VVER의안

전기준과비용문제로적신호가켜지던사이, 한국

은APR1400 외에도APR1000과APR1500을앞세

워수출가도에바야흐로청신호가켜지고있었다.

온실기체배출안하는원자력다시주목

세계는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

로원자력을다시주목하고있다. 원전 440기가

운영중이고, 55기가건설중이며, 430기가계획

이나 검토중이다.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라고 하

는데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인도, 방글라

데시,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에원전건설바람

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도 다시 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을중단하는등탈원전정책으로세계의탈탄소

추세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있고, 원전 산

업계는정부의무지몽매한액화천연가스(LNG)

확대로벼랑끝에몰리고있다. LNG는이산화

탄소는물론질산화물과메탄을뿜어낸다. 석탄

보다더한지구온난화의주범이다.

아무리봐도신재생의과잉투자와원자력의

조기 퇴출로, 게다가 믿었던 자국의 갈탄마저

몰아내야하는절박한상황에서하릴없이 LNG

를러시아에서구걸해와야하는독일의애꿎은

사례를따라가는모양새다. 현정부가내세우는

‘신북방정책’을 보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LNG를 가져다 쓰겠다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북핵에속수무책끌려다니는것도모자라이젠

발전까지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을 맡기겠다고

하는데언어도단이다.

미국의 경제제재 위협에 흑해를 가로지르는

러시아-독일 가스관‘노르트스트림2’공사가

멈춰섰다. 독일은미국이독일과유럽의주권을

침해하고있다고반발하고있고무역불균형,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등으로 가뜩이

나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양국관계가바닥을

치고 있다. 독일을 쳐다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

우리가머지않아겪게될국난이어른거린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의 백년대계인 원자력발전을 송두리째 흔들고,

탈원전을밀어붙이고있다면, 그런의도는막아

야 함은 물론이고, 원자력을 옹호하는 양심적

해외환경론자들과도손잡고, 이번코로나감염

통제에서보여준한국식범례(範例)처럼원자력

원상 복귀를 통해 세계적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미국이나영국처럼뒷북치지않게. 미국

은과거의영광을되찾고다시홀로서기위해몸부

림치고있지만, 영국은자포자기로한국에, 일본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75   Cheil-868 



76

에, 중국에손을내밀고있었다. 그런데한국은탈

원전정책으로, 원자력이불안하다는대통령선언

으로굴러오는절호의기회를스스로박차고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40년

가까이중단하다가신규원전건설과수출지원

으로방향을잡고원자력은여전히미국내전력

생산의 20% 가까이차지하고있지만, 이미미국

의원전생태계는무너지고독자건설능력을잃

어버리고있다.

웨스팅하우스가중국상하이남쪽에건설중이

던산멘(山門) 원자로에서기술결함이발견돼공

기가 4년이나지연됐다. 결국영국에, 일본에팔

려 다니다 2018년 초 캐나다 업체로 넘어갔

다.(지분 100%, 약5조원)

이쯤되면예산과공기에서타사의추종을불허

하는한국기술력과각종세계최초원전개발과상

용화라는경륜의미국잠재력이짝짓는다면원자력

을신재생과함께기후변화에맞서는양국의공동

수출산업으로키울수있는데도정부는탈원전망상

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 최근발표한 9차전력

수급기본계획초안에서도원전비중을2034년까지

현재수준의절반으로줄이겠다고하니한심하다.

佛-美 원전 포기 않는 이유 안정·환경·

경제고려, 한국은뒷걸음

미국은원자력부흥에속도를내고있다. 차세

대원전개발과우라늄채굴확대를골자로한‘원

자력전략보고서’를지난 4월발표했다. 이전략

의하나로올해차세대원자로개발에3,000억원

가까이투입한다고밝혔다. 5∼7년내신형원자

로2기를완성하는것을목표로민간기업과협업

할예정이며, 5조원가까이지원할방침이다.

프랑스딜로이트에따르면원자력에 1유로를투

자하면2.5유로의경제적효과를내는것으로나타

났다. 프랑스에서원전은세번째로큰사업으로,

22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고평가했다. 프랑스

민간기업80%가EPR 건설에참여하고있다.

원전은경제성장과탄소배출을분리하는발전원

이다. 성장과정에서도탄소배출을저감할수있어

토끼두마리를다잡을수있다는말이다. 1980∼

1985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이 8% 성장했지

만, 탄소배출은오히려 20% 감소했다. 원자력으로

화석연료비중을55%에서10%로낮춘덕분이다.

원자력은국가전력공급계통의안정을보장하

며주권의기둥이다. 변덕스러운세계에너지시

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 우라늄은

4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나

오고대부분수십년계약이기때문에지정학적

불안요소가훨씬덜하다.

프랑스나 미국이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

유는안정적, 환경적측면뿐아니라경제적효과

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원자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수년 후 세계 속 한국은 경제 침체라는 독배를

마셔야할수도있다. 원전은국력이요국격, 절

대로사장(死藏)해선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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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무너지

고있지않느냐는우려가팽배하다. 입법부, 사

법부의 행정부 예속화가 가속화되고 언론의 자

유와공정은위험수위로낙하하고있다.

최근 검찰의 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검언 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하는 논쟁은 검찰

의독립뿐아니라언론, 특히방송의독립과깊

이연결되어있다. 만일윤석열검찰총장의측근

검사가정부에비판적인채널A 기자와짜고신

라젠 사건과 유시민 등 정권실세들을 결부시키

는취재를도와주려했다는법무부의주장이사

실로드러난다면윤총장과검찰은치명상을받

을것이고, 채널A는아마도방송승인이취소될

지모른다. 그렇잖아도 4.15 총선직전 TV조선

과채널A가편향성이있다는이유로조건부승

인으로재갈을물려놓은상태다. 법무부의입장

에서 수사권을 받은 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를

무리하게전격구속하고 KBS가구속의정당성

을지원하는보도를했다가이를취소하고사과

하는해프닝도벌어졌다. 

반대로이를먼저보도한MBC가제보자인사기

전과자와짜고채널A 기자를함정에빠뜨리려고

친여측에서직간접으로간여한것이라면권언유

착이된다. 말하자면제2의김대업사건과같은음

모론적시각도없지않아 법무부나MBC도적지

않은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지금추미애법무부

장관과윤석열총장간의다툼은 외형적으로봉합

된 상태지만실체적진실이밝혀지면검찰의독립

과방송계에 큰지형변화가예상된다.

수신료인상과수신료특혜

채널A와 MBC의운명이걸린이같은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가 느닷없이 KBS

와같은수신료의혜택을요구하고나섰다. 초창

기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광고를 끌어 모아 20

여년간방송의전성시대를구가하던MBC가왜

갑자기국민의세금같은수신료를달라고손을

공정방송을위협하는적신호들

李敬在

제4대공보처차관
前방송통신위원장

15·16·17·18대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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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었을까. 또여기에KBS도기다렸다는듯이

거의동시에수신료인상안을구체적으로내놓

았다. 

공영방송들의이러한움직임은별개가아니

다. 우선 언론산업의환경부터살펴보자. 방송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 주요 언론사의

영업손익보고서를보면매우의미있는수치가

나온다.(*도표참조)

법적으로정부의손이잘미치지않는신문사

는 조선(301억) 한국경제(235억) 매일경제(104

억) 중앙(65억) 동아(46억) 경향(33억) 한겨레

(20억) 등으로크고작은차이가있지만대체로

흑자를 내고 있다. 신문사들의 개별적인 경영

문제가있기는하지만정부에비판적인보수신

문들이비교적선전하고있다.

방송사들을 보면 TV조선(144억)

SBS(60억)  MBN(1억) 등이 흑자이고

MBC(-966억)  KBS(-759억) JTBC(-

252억) 채널A(-158억)는 크게 적자를

보았다. 

특히 공영 방송인 MBC, KBS와 친

여적이던 JTBC가엄청난적자를기록

했다. 금년에는코로나사태까지겹쳐

KBS는 1000억에서 1200억 원, 그리

고 MBC는 그 이상의 궤멸적 수준까

지이를것이다.  

공영방송사들이수신료를인상해달

라, 수신료혜택을우리도달라고 SOS

를치고있는이유는이처럼불을보듯뻔하다. 

물론방송산업환경이이제는지상파에서맞

춤형인케이블또는위성방송으로, 그리고인터

넷모바일등SNS 시대로옮기면서지상파시대

가종언을고할것이라는그운명은충분히동

정할만하다.

그러나문재인정부가출범하면서바뀐공영

방송 사장 등 경영진들은 대부분 언론 노조 출

신으로 경험 부족에 투쟁적인 노조와 함께 정

권편에서서편파방송, 더나아가권언유착의

공격적행태를보임으로써시청률은급격히떨

어지고광고는들어오지않고있다.

여기에더해두공영방송은잘나가던시절연

봉을자꾸올리고구조조정을하지않아연봉이

1억을넘는직원이절반이상이고실제일도별

78

2019년주요언론사영업손익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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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지않고빈둥대는잉여인력이적지않다.

KBS는 최근 수신료 비중을 현행 46%에서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

혔다. 한마디로수신료를현행윌 2500원에서 4

천원선으로올려달라는얘기다. 

필자도 2013년방송통신위원장으로취임했을

때 KBS의수신료인상을추진한바있다. 당시

야당인민주당에서편파방송 구조조정미흡등

이유로무조건반대하여실현되지못했다. 그러

나KBS가내놓은안은광고는광고대로받고시

청료는올리자는주장이다.  

지금국민들과시민단체들이편파방송에대한

불만으로 수신료 거부 또는 수신료와 전기료의

합산징수거부운동을벌이고있는분위기에기

름을붓는격이될것이다.

MBC의경우는실제공공재산(30%는정수장

학회)으로 설립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민영방송들을 통폐합하여 거의 독점

적광고수입을즐길수있는민영방송으로운영

하도록했다. 그런데편파방송으로경영난에봉

착하자 KBS처럼수신료를거둬달라는것이다.

현재로서다른출구전략이거의보이지않는상

황에서정권에떼를쓰는수밖에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을 계속 시녀로

부리기위해어떤형태로든이들에게떡을나눠

주려할것이다. 그래야 공영방송의자발적도

움으로 과거 김대업 사건, 효선이 미선이 같은

사건을 일으켜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할 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구조변경

176석의 거대 여당은 상임위원회의 독식체

제를갖춘데이어여야균형과견제장치로도입

된정부위원회제도에눈독을들이고있는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등이그것이고그

중 제일 먼저 만지작거리는 위원회가 방송통신

위원회다.

마침오는8월로방통위원2명이임기가끝남에

따라민주당은지금까지야당몫의2명을 1명으로

줄이고여당이가져가겠다는생각인것같다.

현재방통위원수는 5명으로대통령이위원장

을 포함해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도

록되어있다. 모두상임위원으로3대2 비율이다.

부위원장도야당몫으로견제와 균형이잘맞는

구조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3당체제에서 야당에 2명

할애했지만 지금은 2당체제인 만큼 다수당이 2

명을가져야한다는주장이다. 그렇게되면 4대 1

의구성이된다. 여당으로바뀌니태도가 180도

달라진것이다.

좌파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위원회 설

치부터 언제나 압도적 다수의 구성으로 방송장

악에 집념을보여왔다.

1998년김대중정부가 15대국회에제출한방

송위설치법안에는위원 9명중대통령 3명, 국

회6명추천으로되어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인 신한국당이 제1당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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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으로민주당, 자민련이2, 3당이었다. 신한국

당의문방위간사였던필자는국회몫 6명중 3명

을제1당에할애모두 6대3으로균형을맞추자고

했다. 그러나민주, 자민련은합작으로국회의장

몫3명, 문방위추천몫3명으로나눠결과적으로

크고작고간에 3당똑같이나눠여야 7대2로만

드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 부위원장이나 상임위

원을한명달라는제1 야당의요구를 하나도들

어주지않고야당몫은허수아비비상임위원으로

만들어야당불참속에단독으로처리했다.

방통위원회뿐아니라 KBS·MBC 이사진이나

방송심의위원회구성에까지압도적우위를고집

해왔다. 반대로야당이었을때는야당몫을늘리

려고고집하다가문재인정부에들어와서는야당

추천 이사를 강압적으로 쫓아내기도 했다.(최근

강제로쫓겨난야당추천이사가재판에서승소)

이러한 법제도에 더해 좌파정부는 특정 지역

출신으로 경영진 참모진을독점적으로구성하

고 밑으로부터 투쟁적인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

을완전히장악해버렸다.

그리고제도적간섭이잘미치지않는신문들

에대해서는“언론과의전쟁”을선포, 세무사찰

이란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렸다, 주로 조선·동아·중앙 등 보수신문들

의발행인들이구속되고어느발행인부인이자

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좌파정부의 언론장

악은남북화해더나아가자유민주주의체제변

경이주목적이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편방송

허가로 다소 균형을 시도하면서 방송통신위 구

성에서는 여야의균형을개선했다. 정부여당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야당은 부위원장을 포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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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할애했다. 그런데

자신들이집권하자또다시여야 4대1로하자고

주장하고나선것이다.

분출되는용암을막아라

앞서방송환경은지상파에서케이블위성방송

으로, 그리고맞춤형인개인미디어SNS로진행

되고있다고말한바있다. 최근 SNS의위력이

기존미디어를뛰어넘고있다.

현문재인정부의출범은야당시절기존미디

어의약세를 SNS로극복했다고봐도과언이아

니다. 그런데요즘그 SNS가오히려정부여당

을공격하는주요미디어가되고있는것이다.

최근 정부는“가짜뉴스를 잡아야 한다”는 명

분으로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SNS 규제를 강

화하고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교묘하게 막아놓

고있다. 플랫폼인구글로하여금광고수입을나

눠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글만 즐겁게

해준다.

최근 정부기관들이 5개 미디어 단체 회원들

외에 출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국회도

출입을금지시키는절차에들어갔다. 코로나확

산을방지하기위해서라고했다. 코로나방지목

적과부족한공간에물리적으로다수용할수없

는현실은충분히이해가간다.  그러나그현실

에도불구하고 미래의공룡을억압하려는속셈

은없을까. 인터넷신문협회등관련미디어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위반되

는것이라고반발하고있다.

필자가방통위원장시절중국의통신위원장이

마윈과 함께 방문, 한국은 SNS 같은 미디어를

어떻게다루는지를물으면서이문제와관련중

국은시진핑주석을위원장으로하는소조(위원

회)까지구성하고있다고밝혔다. 나의생각으로

는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개인 미디어가

자칫 천안문 홍콩사태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고

그대비책을찾는것같았다. 재미있는것은미

국의트럼프는메인미디어의열세에맞서 SNS

를적극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아무튼 메인 미디어의 과잉 장악은 땅 밑에

흐르는 용암이 틈새를 비집고 분출할 때 오는

지반붕괴를막을수없다. 3.1운동이폭발한것

은매스컴의역할이아니었다. 독립을기원하는

민족의 염원과 고종황제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면서 독립만세로 폭발한

것이다. 

전두환정권아래서의 1985년 2.12 총선당시

김영삼 총재의 단식이 동아일보 같은 비판지에

도겨우“모재야인사의식사문제”라고 1 단으로

밖에다루지못했던그캄캄한언론통제하에서

도창당한지 3주밖에안된신민당이제1야당

으로부상, 세상을깜짝놀라게했다. 그이후전

두환 정권도 언론 자유의 봇물을 막지 못했고

마침내 1987년 6.29선언으로 군부독재는 막을

닫았다. 언론의자유는모든자유를자유케하는

자유민주주의의근본이다. 

헌정내지2차  2020.7.24 10:33 AM  페이지81   Cheil-868 



82

제21대국회의원 300명중여성의원은 19%인

57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여성 국회의원은 총 251명으로,

5선 4명, 4선 7명, 3선 16명, 재선 34명, 초선

190명이다. 제21대에처음으로여성국회부의장

이탄생했고, 우여곡절끝에구성된상임위원회

에서여성위원장은5명(30%)1)을선출했다.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신명, 공동대표 이혜

훈, 심상정, 남인순, 김정재)은지난6월24일국

민일보 CCMM빌딩에서‘제2회 여성 국회의원

어울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경현 헌정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

부장관, 한국여성의정회원인전·현직여성국

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여성·시민단체, 직능단

체등250여명이참석했다. 

이번어울모임은 2016년 6월제20대여성국

회의원 51명당선축하모임에이은두번째행사

로헌정사상최초여성국회부의장의탄생과제

21대여성국회의원 57명의당선을축하하는자

리였다.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노력해온여

성단체·시민단체·직능단체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네트워크를통해바람직한여성정치인의

모델을만들어나간다는취지에서시작하였다.

어울모임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

여방역당국의지침에따라발열체크,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준비하고 참석자도 사전에 신청받

은인원으로엄격히제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신명 상임대표의 개회사와 이혜

훈준비위원장의경과보고, 박병석국회의장, 정

세균국무총리및유경현헌정회장의축사에이

어헌정사상최초여성국회부의장으로선출된

김상희부의장의소감과각오를들었다. 그리고

제21대 여성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제

21대에거는기대와희망을전달하고각오를다

지는자리였다. 특히여성의원의획기적인확대

미래국가의경쟁력은여성

-최초여성국회부의장과여성국회의원 57명선출의의미를새겨보며-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헌정회여성위원장

17대국회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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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국회가주력하여남녀동수의회를촉구

하는법안의제·개정에대한결의를모았다. 

또한 새로 진출한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다선

의원이의정활동을열심히해달라는의미로기념

품을전달했다.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상

징하는‘무궁화브로치’, 열심히발로뛰며국민

의이야기를경청하라는의미를담은여행용‘네

임택’, 성인지적 관점의 입법을 도와주는‘젠더

입법가이드북’을전달했다.

미래국가의경쟁력은여성이결정!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여성 국회의원의

열정과 헌신이 제21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것을기대하며격려와당부를아끼지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제21대 여성

국회의원비율이 19%로올라간것은발전이지만,

우리사회의유리천장이너무두껍다는것을체감

한다.”, “발전못지않게양성평등이질적으로개선

되고있는가생각하게된다.”면서“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실력으로유권자의인식을바꾸는것이

꼭필요하다. 여성인재가미래국가의경쟁력을좌

우한다.’는견해가있다. 이제여성국회의장시대

를기대할때가됐다”며“여성정치의진전을위해

서노력하겠다. 여성의원들께서실력과헌신과열

정을다해줄것을기대한다.”고밝혔다.

정세균국무총리는“대한민국에서정치는남

성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그고정관념에서완전히벗어났다”면서

“여성의힘이곧국가경쟁력이될것을확신한

다”고하며, “품격있는국회가될수있도록여

성의원들이 노력을 기울여주고, 여기 초선의원

들이계신데싸움하는것은선배들에게배우지

않았으면좋겠다.”라고당부했다.

유경현헌정회장은“공직선거법을보면비례

대표는 50%가 의무사항인데, 지역공천에서는

여성 30%는권고”라며, “이제는용감하게여성

들이도전했으면좋겠다.”, “이자리가한번의

자리가아니라정파를떠나서역사적인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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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다는자세로의원들끼리상설협의체를가졌

으면어떨까생각한다.”고했다.

여야초월하여연대를다짐

헌정 73년만에첫여성국회부의장에오른김

상희부의장은“한국여성의정을비롯해모든사

람들의응원으로국회부의장이됐다”며, “이러한

자매애넘치는자리를마련해주셔서정말감사하

다.”라고소감을밝혔다. 김부의장은“한편으로

는‘왜 73년이나걸렸는가’생각이들기도한다.

이제부터는그걸음이더욱빨라질것으로믿는

다.”라면서“‘여성들이왜정치에참여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했

을때생산적이고품격있는국회가될수있다고

주장해 왔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여성들의삶의변화와권익증진을위해열심히

하겠다. 자라나는딸들이희망을갖는세상을만

들수있도록기여하겠다.”라고덧붙였다. 

심상정정의당대표는“여성정치대표성확대

를 위해 오랜 세월 애써준 선배·동료·여성지

도자분들께고맙다”라며“제17대국회에들어왔

을때여성의원이 39명이었다. 지금계산해보니

1년에 1.1명씩 증가한 것”이라며, “여성의 정치

적대표성이더디게진행돼왔구나생각하며반

성을 했다. 여성의원 57명 중 40명이 초선인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가 시

대의목소리임을증명해달라”고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국회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는 데는 여성의원, 여성단체들

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제21대국회에서는남녀동수를위해여

성공천을의무화하겠다.”고약속했다.

핸드볼국가대표금메달리스트출신인임오경

의원은“나는이제특정분야를넘어광명갑국

회의원으로당선됐다”며“존중받기위해존중하

는국회의원이되겠다. 많은분들이한계단올

라가기 위해 희생했다. 나도 앞장서겠다.”고 다

짐했다. 여성단체장출신인양금희의원은“한국

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출신지역구의원으로

여성 유권자를 대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위해 1호법안을준비하고있고, 정치제도개

선에앞장서겠다.”고다짐했다. 최연소국회의원

박병석국회의장 정세균국무총리 유경현헌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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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호정의원은“이자리는세상을바꾸고정

치를 바꾸는 큰 일을 하는 여성의원이 모인 자

리”라며, “이자리에서서영광이고선배·동료

정치인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전직교사인강민정의원은“여성전·현직의원

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엄청난 힘을 얻는

다.”며“같이손잡고배우면서대한민국국회의

넓은 책임감을 풀어가겠다.”고 했다. 전 사회운

동가인용혜인의원은“제21대국회에서첫여성

부의장을내손으로선출하던날참역사적이라

고생각했다. 이제는할당뿐아니라제도적개선

통해 앞으로 어울모임 축사도 여성들이 하도록

선배·동료와함께큰일을하겠다.”고말했다.

제21대국회의과제

개회사에서밝혔듯이, 여성이 50% 이상의회

에진출한아일랜드, 스웨덴같은나라에서이미

국민생활의 변화를 통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있다.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

해서는 지역구 여성 공천의무제를 담은 정치관

계법개정과인구 50.5%의여성을대변하고뒷

받침할 수 있는‘남녀동수 추진기구’를 국회에

설치할것을제안한다.

제21대 국회는 57명의 여성 국회의원, 국회

첫 여성 부의장과 5명의 여성 상임위원장을 배

출했다. 제21대국회가주력해야할입법과제는

많고또많다. 여성안전등여성의제는물론여

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 분야에 첫째, 유권

자 구성원에 비례하는 여성대표성 보장을 명시

하는“남녀동수 헌법”개정 둘째, 남녀가 조화

로운 삶을 위한 국회 내 남녀동수위원회, 남녀

동수원등“남녀동수추진기구”설치셋째, 지역

구선출직여성의무공천제, 비례대표제와여성

추천보조금제도 보완,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용

도제한, 여성정치인육성강화등“남녀동수관

련 3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

정해야한다. 

1)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

교통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

장, 정춘숙여성가족위원장

제21대여성국회의원당선인사김상희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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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8.15광복절이다. 광복 70여년이 지난 3년 전

불통의 아이콘박근혜를 탄핵하라며 촛불시위

로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은 박근

혜 대통령의 탄핵이 발표되자 마치 8.15 광복

의 그 순간처럼 얼싸안고‘국민의 승리’라며

열광했다. 

그리고“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 정권이 탄

생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했다. 

코로나대응잘해압도적지지받은여당

선거후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

했다는것이다. 2019년도중국발코로나바이러

스가 발생했을 초기에 정부도 갑작스런 상황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

져있을때우리나라의료계가정부보다빠른대

처로중국보다전파속도를줄이고완치환자까

지나오는상황이세계적이목을받으며보도가

되고한국의의료계가코로나대처의롤모델이

되었다. 그러나코로나발생초기정부는의료계

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제안을 무시하고 안일

한대응을했지만우리의료계는정부의그런반

응에도 위험한 상황에 헌신적으로 대처를 했고

뒤늦게심각한코로나상황을인식한정부는의

료계의제안을제대로따랐다는것은이미보도

를통해서도다알려진사실이다. “재주는곰이

넘고돈은인간이번다”“남의떡에설쇤다”는

속담이생각난다.

압도적지지결과의또다른큰이유는“호랑

속담으로세상바라보기

吳陽順

헌정회홍보편찬위원회부의장

前한나라당부대변인

15대의원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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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없는숲속에토끼가대장노릇한다”는속담

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결단력으로 흩어진

당력을결속시키는리더다운리더가없이정신

못 차리고 친박 비박 싸움질이나 하며 총선 앞

두고자기밥그릇챙기는야당이미워중도보수

층이 등을 돌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많은

정치평론가들의의견이다. 

여당은적폐청산하라고준몰표로착각

그런데 과반 넘게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국

민들이 적폐청산 하라고 몰표를 준 거라는 착

각의늪에빠지며정치권은적과동지피아구

별이극명해지고사회는“어제는옳은일이오

늘은틀리다”는듯옳고그름에대한판단기준

이모호해진것같다. 이런사회분위기를이용

거대여당은자신들이 81석의소수야당일때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무조건 야당 몫이

라며차지하더니자신들이과반을넘긴무소불

위의당이됐으니겨우 100석이넘는야당에게

줄수가없다며거대여당이위원장자리를차

지했다. 그러면서“봇짐 내주며 앉으라 한다”

는 속담처럼 야당에게 국회 등원을 거부할 빌

미를 만들어 놓고“앉으라 하니 앉지 않는다”

며이는구태이고청산할적폐라며여론몰이를

하고있다.

법무장관은자신이야당의원일때는법대로

하는검찰총장을임명권자뜻에맞지않는수사

를 한다고 임기 도중 사퇴시킨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라며국회에서큰소리로당시총리를몰

아세우더니자신이장관이되어서는그일은모

르쇠“검찰총장이 자기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지나갔을일을지휘랍시고해서일을꼬이

게 했다”며 자기 명령을 잘라먹었으니 임기 도

중인 그 총장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만들어 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회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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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다고초선의원들모임에서공공연하게저급

한언사로인신공격을했다. 적절치못한발언이

라는여론이일자“내언어품격얘기는번지수

가틀렸다”며본질을보라고얘기한다. 이건그

동안자신들이여론의본질을흐리는언사를하

더니자신도모르게그동안본질흐렸던걸입증

이라도 하듯 국민여론에 얼토당토않게 본질 운

운하고있는게아닌가. 이런광경을보며여당

내에서조차“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광경으로

당황스러워말을잃을정도”라며장관의이런행

태는그가원하는검찰개혁과공수처출범에오

히려역효과를내는행위라지적했다.

사법부무시하는행동…삼권분립원칙어긋나

“머슴도 완장만 채워주면 주인노릇 하려 든

다”고압승의결과가나오자주인인국민들이완

장을 채워줬는데 그 주인의 눈치 볼 것 없다는

듯주인행세를하며어느인사는“세상이바뀌

었다는것을확실히느끼도록갚아주겠다”하더

니재판도중에바쁘니나중에하자고나가버리

는오만한행동을하며국민들이우리에게과반

이넘는의석수를주며완장을채워줬으니무서

울게없다는태도가아닌가.

입법부의원이사법부를무시하며삼권분립의

원칙에어긋나는행동을하고있다. 또어느의

원은법정에서자신에게불리한증언을한판사

를“법관 탄핵 1순위”로 꼽으며 승자의 완장을

과시하고, 부관참시라도할듯“친일파파묘법

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역사왜곡금지법”

이란 국가보안법 대신 민족보안법이 발의되고

“악의적보도”를막기위해“언론징벌적손해배

상제”를도입하겠다하는데누가그“악의”를판

단하느냐에따라언론에재갈을물릴수도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이유 1순위는‘소통을 잘

해서’라 했다. ‘정치는 소통’이라며 박근혜 정

부를‘불통정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정권을 잡

아집권 3년이지난지금지지자들여론조사에

서 소통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추락했다. 밀어

붙이기 식의 국가정책과 인사정책에서 국민들

이 실망하고 또 다른 불통의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식의 조국 일가 불법

혐의가 언론과 방송에 공개돼 시끄러웠는데도

아직은혐의일뿐이라며장관인사를감행했다.

“그동안관행적으로다해오던일”인데왜조국

만뭐라하냐는식이다. “똥묻은개가겨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그가 교수로 재직중 재야 활

동을 하며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들이 그들이

얘기하는“관행적으로 다 해오던 행위”에 대해

자기는남들다하는관행도절대저지르지않는

정의의 사도인 양 사사건건 비판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그의 아전인수 격의

사고와 이중적 삶에 실망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조차 분통을 터트리는 것인데 그는

이모든비리들이“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식의법해석으로법적으로하자가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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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죄가 될 게 없다고 뭐가 어때서? 라며 당당

하다.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지나가던 개

가웃을일”이다.

“콩죽은 윗사람이 먹었는데 설사는 아랫사

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활동해 오던‘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미심쩍

은정부보조금과후원금사용, 그리고활동내역

을공개하라며그동안이용당할만큼당했고참

을만큼참았다며용기를내어토로하는이용수

할머니를‘정의연’활동을 와해하려는 보수 세

력의 지시를 받는 노령으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할머니로 몰아세우더니 정부 보조금 사용

내역회계장부가황당하게잘못되어있다는것

이언론에밝혀지니아주작은실수를침소봉대

보도한다며‘정의연’의활동을저지하려는토착

왜구 세력들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대응을 한

다. 이는“하늘의달을가리키는손가락이달을

가리면안된다”는말이있는데달을가리는것

도모자라몇년동안씻지않은달을가리키는

그손가락이너무더럽다고지적하니“달보고더

럽다한다”고생떼를쓰며여론의본질을왜곡시

키며흐리고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는‘정의연’과 이제 국회

의원이되신전대표에관한그어떤자료도사

업보고서도보고하지않겠다한다.

여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정의연과 이 단체의

전대표에관한어떤말도하지못하게함구령까

지 내렸다. “콩죽은 윗사람이 먹었는데 설사는

아랫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잘못은 위에서

했는데 희생당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이다. 여기

서도역시콩죽먹은윗사람은과도한수사로스

트레스를받아그아랫사람이설사를한것이라

며또남탓을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들에게

북한의제2인자라할수있는김여정이막말같

은언사를내뱉으며협박을하더니급기야는우

리국민들의피같은세금으로지은남북연락공

동사무소를폭파했다. 이런상황에여당의중진

의원이“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는

말을했는데뇌를거치지않고그냥입에서나오

는대로내뱉은것같은말이라며지나쳤다는지

적이 나오니“자극적인 제목의 불량기사”라며

또언론탓을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은 설사를 하거

나말거나콩죽을드신그윗분들은무슨정책이

든일이든시작하면서이모두가국민을위한것

이라며 설사 같은 부작용은 명현현상이니 조금

견디면된다는것이다. 

이런 거대여당의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

당을향해그래도“미워도다시한번”이라는기

대감으로 슬며시 눈길을 보내고 여론조사 지지

율이조금씩올라가고있다니야당도이런여론

에또자만해“쇠뿔잡다소잡는”우를범하지

않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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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창립심포지엄

朴¹ (̧16,17,18,19,20,21) 국회의장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린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서병수·이상민 의원) 창립 심포

지엄에 참석했다. 이날 朴 의장은“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적역할을해야한다”고했다. 

주한외국대사에게‘평화의패’수여식

丁¦³(15,16,17,18,19,20) 국무총리는 7월 7일덕수궁석조전에서국가

보훈처가주최하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맞아주한대사들에게‘평

화의패’수여식을가졌다. ‘평화의패’는유엔참전용사들의희생과

헌신에감사하고참전국과우호증진을다지자는취지에서제작됐다. 

국민훈장수여식

þì相(14,16,17,18,19,20) 전국회의장은 7월 17일제72주년제헌절경축식

에서박병석국회의장으로부터국민훈장을받았다.   

헌정廣場헌정廣場

제21대국회상임·특별위원장

정무위원장

尹¯ (́3선)
인천남동구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Ý¿Ä(3선) 
전남담양·함평·

영광·장성군

교육위원장

柳ñ洪(3선)
서울관악구갑

환경노동위원장

宋¬Á(2선)
경기화성시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朴È (̄3선)
경기수원시정

국토교통위원장

ç¼美(3선)
서울강동구갑

정보위원장

ïÍ(3선)
경기안산시

상록구갑

행정안전위원장

ïÀç(3선)
서울중랑구갑

여성가족위원장

÷ð淑(2선)
경기용인시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º(3선)
청주시흥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成É(4선)
경기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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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혁명 60주년기념포럼환영사

ý範È(9,10)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고문은 6월 19일프레스센터

20층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소(소장 안도경)가 주관하는 4.19 민

주혁명 60주년기념포럼에서환영사를했다. 

6·25 영웅백선엽장군조문

÷¤Û(9,10) 민족중흥회 회장(헌

정회원로위원)은 민족중흥회 회

장단 남재한· 이용택·곽정현·

조용직·조회선 부회장, 심국무

사무총장, 최영오 직능단체위 의

장등과 7월 13일광화문광장에마련된백선엽장

군분향소를방문, 분향하고 6·25 영웅인백선엽

장군의영면을비는‘이땅의永遠한守護神이시여

편히영면하시옵소서’獻詞를올렸다.

제35회전국차생활지도자연수회

朴íã(10,11,12) (사)한국차인연합회

장은 8월 24∼26일까지 경주

The-K호텔에서 제35회 전국차생

활지도자 연수회를 갖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이상희 前 과학기술처 장관을 초

청해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과 다도 행다를 시연

하게 된다.

4.19 민주혁명 60주년기념포럼기조연설

Ý´é(11,12,15) 헌정회 통일문제

연구특별위원장은 6월 19일 프레

스센터 20층에서 서울대학교 한

국정치연구소가 주관하는 4.19 민

주혁명 60주년 기념 포럼에서‘4.19혁명에 대

한 종합 평가와 계승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

연설을 했다. 

고운최치원영정이전과기념관건립합의

金順圭(11) 베트남 빈증대학교

부설 베트남 한국문화원장(헌정

회 이사)은 지난 6월 18일 마산

문화원에서 개최된 제2차 자문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원시 회

원구 두곡마을 두곡당에 있는 최치원 선생의

영정 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회복지장학재단에장학금일백만원기부

柳é洙(12,14,15,16) 헌정회 원로위

원(前 주일대사)은 최근 (재)헌정회

복지장학재단에 장학금 일백만원을

기부했다. 柳 원로위원은 국가에서

받은 긴급재난기금에다 부족분을 채워 기부한 것

이라고밝혔다.      

국가정보원장에내정

朴ª元(14,18,19,20) 前 민생당

의원이 7월 3일 차기 국가정보

원장에 내정됐다. 朴 내정자는

민주당·국민회의 대변인, 대통

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김대중평화센터

비서실장·부이사장, 문화관광부 장관, 민주

당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민주통합당·국

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대표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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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시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의원모임

출범’토론회

à勳(15,16,19,20,21) 의원실은 6월

26일 의원회관에서 대륙철도시대 철

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공동으로‘대륙철도시대철도공공성

강화를위한의원모임출범토론회’를개최했다.  

‘코로나빅뱅, 한국판뉴딜과재정전망’세미나

金民 (̧15,16,21) 의원실은 6월 30

일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공

동으로‘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

과 재정전망’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신소재로제조한기능성제품 2차로기부받아

ÜÍ洙(15) 헌정회 사무총장

은 7월 3일 이옥순 산옥스

코리아 회장으로부터 일본에

서 신소재로 제조한 기능성

제품을 2차로기부받았다. 지난번 1차로기부받은

제품들을 사용해본 헌정회원들의 요청이 쇄도해 2

차로받은수증품을창고에적재했다. 수증받은제

품은 10톤차량 2대분 1,000여박스규모다.  

‘북핵문제발생, 원인과해법’강연회

宋永Î(16,17,18,20,21) 의원실은 6

월 25일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의원

실과 공동으로‘정세현 前통일부장

관 초청 강연: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강연회를개최했다.   

‘제2의정의연방지를위한국민감독위원회설치’

입법토론회

í»¦(16,17,18,21)의원실은 7월 6일

의원회관에서‘권영세의 국민속 시

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

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

치’에대해입법토론회를개최했다.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창립세미나

朴É(16,17,18,21) 의원은 7월 8

일의원회관에서조태용의원실

과공동으로국회글로벌외교안

보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

다. 이날 행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초

청해‘위기의남북관계한미동맹의미래와우리의

대응’이라는주제로창립세미나를가졌다. 

국회사무총장으로취임

金́ ð(16,17,20)회원은 6월 30일국

회 제33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이

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金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국회사무처는 국

민과국회를연결하는극장관리자다. 극장이불편

하면공연은빛을잃어버린다. 국민과국회가한발

짝이라도더가까워질수있도록여러분의땀과지

혜를함께모아주기를부탁드린다”고했다.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임명

任£̄ (16,1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월 3일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임명

됐다. 任 외교안보특보는남북경제문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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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력재단 이사장,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

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등을역임했다.

제60주년 4·19혁명기념식

金容·(16) (사)4월회 회장은 6월 24

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제

60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

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제21회

4·19문화상시상식’과‘제11회 4·19혁명장학금

수여식’도함께가졌다.  

德雲서예전개최

Ý源¦(16) 회원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강

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배태숙 선생과 공동으로 德雲 明圓 서예전을 개최

했다.   

제21대국회개원국회조찬기도회

金Éõ(17,18,19,20,21)

국회조찬기도회장은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를 열었다. 金

회장은 기도회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대화

했다. 이어 7월 15일 홍영표 의원실,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과 공동으로‘국가미래교육 전환 &한국

판 뉴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

나’를개최했다.

‘수도권규제정책은왜실패하고있

는가’긴급토론회

卞¤é(17,18,19,20,21) 의원실은 7

월 7일 의원회관에서 강준현·이장

섭·임호선·정정순 의원실과 공동으로‘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7월 22일에는 국회도

서관에서 (사)국회물포럼 제2대 회장에 취임했

다. 卞 회장은“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인 통

합물관리를 실현하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기술을 접목해 한 차원 높은 연구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국회물포럼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생활SOC 학교복합화 추진 성과

및향후과제’세미나

安Â (̧17,18,19,20,21) 의원실은 6월

2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김병

욱·송재호 의원실, 국회교육문화포럼과 공동으로

‘생활SOC 학교복합화추진성과및향후과제’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시대-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세미나

Ý相È(17,18,19,20,21) 의원실은

7월 9일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위

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자치

분권과제와 비전 세미나:포스트 코로나19 뉴 노

멀시대-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세미나

를개최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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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과혁신경제’토론회

ÝÃ¥(17,18,21) 의원실은 7월 13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여시

재, 매일경제와공동으로‘포스트코

로나와 한국의 미래 제1차 국회 토

론회:디지털 전환과 혁신경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9시뉴스대담프로에출연

金¼ (́17,19,20,21)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표는 7월 2일

KBS 저녁 9시 뉴스 대담 프

로에 출연해 21대 국회의 원

구성과야당과의관계등포괄적으로 21대국회의

방향에대해의견을제시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창립총회

Ô雄Î(17,19,20,21) 의원실은 7월 3

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박진·성

일종·김영식 의원실, 국회미래정책

연구회와 공동으로 국회미래정책연

구회창립총회를가졌다.           

‘포스트코로나제3회미래차등산업생태계동

향’세미나

à元植(17,19,20,21)의원실은6월25일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양이원영 의원실과 공

동으로‘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

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세미나 : 제3회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교육개혁토론회

柳ñ洪(17,19,21) 의원실은 6월 26

일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

육개혁토론회 : 포스트코로나시대

의교육개혁방안은?’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인천고등법원설치’토론회

金çé(17,21) 의원실은 7월 6일 의

원회관에서신동근의원실과공동으

로‘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

회’를개최했다. 

‘기본소득제와주거·부동산정책’세미나

÷德Ï(17) 니어(NEAR)

재단 이사장은 7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

관에서 김종인 미래통합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기본소득제와 주

거·부동산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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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둥지 大吉 하시길…

õ°Ó(10)자)경기안양시동안구동안로252 안양비산
대주파크빌A 102/1401

Ñéî(11, 12, 13, 15)자)경기용인시수지구성복2로251 
버들치마을성복자이2차A 208/1001

ÑÒ¶(13, 14, 15)자)경기화성시정남면세자로 303번길
8 406호

Ó¥ý(14)자)강원춘천시효자로150번길39(효자동)

Å文÷(14)자)경기양주시고암길 305-40 청담마을주공
4단지A 410/202

Ñëø(15, 16, 17, 18, 19, 20) 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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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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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 àÏÕÏÙ

Ü明秀(9,11,13,14) 前 국회부의장이 7월

1일 별세. 고인은 동국대 정치학과 졸업.

충청신문 회장, 13대 국회 보건사회위원

장, 14대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부의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신한국당과 민자당 사

무총장등을역임했다. 향년 93세.

÷¤«(10,12)회원이 7월 6일별세. 고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정책기획장교, 신민당총재비

서관, 특별보좌역, 도서출판 물결 대표, 국

제휴머니스트회한국부회장, 고려대교우회이사, 한국출

판문화협회이사, 구신민당대변인·원내총무, 美국무성

초청美정계시찰, IPU(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 APPU(아

시아의원연맹) 한국대표등을역임했다. 향년78세.

洪Ö德(11,12,14,15,16,18) 前 국회부의장

이 6월 17일별세. 고인은서울대문리대

외교학과 졸업. 국제의원연맹(IPU) 한국

대표, 신한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부총

재·당무위원·대변인, 14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

무제1장관,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제16대 국회

부의장, 16대국회한나라당정치개혁특별위원장·원내

총무,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등을역임했다. 향년 77세.

Ñ÷Ê(18) 회원2020년7월18일(토) 오후6시, 딸결혼

장소:신도림라마다호텔14층하늘정원홀

143 대우트럼프월드A/3902

ª®É(15, 16, 18, 19, 20)자)경기평택시지산로 137 지산
코아루A 107/1301

°åã(15, 16, 18)사) 서울중구소월로10 단암빌딩802호

Ñ÷一(15) 자)경기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 624 태영
데시앙1차A 104/2002

Ñ´ð(16, 17, 20)자)부산진구동평로183번길 67 
연지자이1차A 102/903

Óº¾(16, 18, 19, 20)자)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248
파크뷰A 612/301

çµ(17, 18, 19, 20) 자)서울용산구한강대로 205 용산
파크자이 B/1101 

Ó÷(17, 18, 20) 자)경기안산시단원구원당3길11

¹üÈ(17, 18)자)서울송파구중대로24 올림픽훼밀리타운
304/1103

óíõ(18, 19, 20) 자)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 목동
신시가지A3단지 314/803

ïçï(18, 20) 자) 서울강남구삼성로11 디에이치아너힐즈
318/1903

°÷û(18)자) 서울영등포구영신로247 당산센트럴아이파크
102/1404

Ñå»(19, 20)자) 서울광진구뚝섬로34길 67 광진트라
팰리스A/701

Óõð(19, 20) 자)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에코메트로10단지한화꿈에그린A 101/702

©¸³(19) 자) 서울서초구반포대로7길 45 더 오데움

103/202

á¥É(19) 자) 경기성남시분당구산운로 135 산운마을
7단지A 705/101

©øÔ(20)자)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200 삼풍A 10/101

¬大³(20) 자)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 용산롯데캐슬
그랜드 111/1801

ï¦ª(20) 자)서울서대문구포방터10길 33 홍은극동
A 103/1701

°Þð(20)자)서울도봉구노해로69길103 동아청솔A 105/401

°¹(20)자)서울금천구벚꽃로40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1차A 10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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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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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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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卿植(19代), 劉容泰(2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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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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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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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 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 10매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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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메일 :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å¤¸Â Ì± Ü¼ÔÏÙ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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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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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ßÚë

Ì± °¿» ðÏÙ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헌정내지2차  2020.7.24 10:34 AM  페이지96   Cheil-868 


	헌정회8월표지-웹용
	헌정회8월내지-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