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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美대통령은왜주한미군철수정책을취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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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美대통령은왜주한미군철수정책을취소했나

부동산정책무엇이문제인가…단기보다근본처방이효과

협치를기대하는원로들의소망을담아표지인물로선정

좌로부터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박병석국회의장,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협치를기대하는원로들의소망을담아표지인물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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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전쟁이나 필요에 따라 십보 전진을 위

해일보후퇴하는전략도있다. 힘있는자는아

량과베품이있어야하고, 약한자는겸손과협력

의미덕이있어야한다. 결코이런아름다운양보

와협력의정치가패자가아님을알자!

나와 60여년온갖고락을함께해온지인은신

문을읽지않은지서너달이지났다고푸념아닌

독백을한다. 올봄부터지구촌어디라할것없이파죽지세로위력을 과시하며무차별인명을파괴하

는코로나19로어수선한때, 설상가상기록적인긴장마로수해입은지역주민들의한숨이깊어가는

데, 또다시태풍예보가있어언제어디서직격탄을맞을지몰라나날이불안만쌓여가고코로나여파

로국민들의삶, 경제를필두로정치사회교육문화가올스톱으로치닫고있는형국이다.

암울한코로나, 불통의정치…국민불안가중

수십년간승승장구대한민국을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견인해온수출입국코리아이름이무색해

지고내년국민경제는마이너스를불보듯시계제로암울한그늘속에갇혀살게된다니이런재앙이

어디있는가?

항간에서코로나19가핵보다더무섭다는실증이라도하듯세계강국의뜨거운이슈핵관련시시비

비흥정거리는꼬리를감추고말았으니그야말로세계는코로나로사면초가다. 와중에도북한은오리

무중말이없다. 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현실앞에이나라정치현장은불통과고집, 위력과겁박으

로국민불안을가중시키고있으니하루하루사는게무섭고신문을보면스트레스만쌓여아예덮고

사니마음이편하다고말한다.

21대총선이끝나고, 많은국민들이혹시하던기우가현실로다가오고절대다수를확보한정부여당

아름다운정치는

협치(協治)로화합하는것

洪熙杓

헌정회부회장

12·13대의원
(사)미래선진사회문제연구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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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치파트너인야당을아예눈앞에없고, 철저히무시하고모든현안을독주로일사천리척결하고자

하니의회정치하는민주국가에서있을수없는의회정치다.

일찍이한국헌정사상, 한번도경험하지못한한심한작태를바라보는국민들은멘붕상태에잠겨

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걱정이다. 흔히들의회정치를‘민주주의꽃’이라고말한다. 의회정치는당연

히다양한정당이모여, 정책을개발하고심의제정수립함으로써보다더잘사는나라,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게목표다.

특히국정의정치파트너, 야당을육성하여경쟁적으로정책개발을하고, 주고받는협력의정신으

로공존하면서국민에게봉사하는책무가있다. 야당없는정치는독재를뜻하며독재는오래존속하지

못한다는역사의진실이존재한다. 정치특히의회정치에서제일무서운것이국민들의무관심이다.

사는것이급급한대다수서민에게는정치인들이이전투구함으로써정치가혼탁해지고, 저속한언행

이난무한여의도정가를바라보면서실망하고, 결국국회해산또는국회무용론으로, 국민은분노로

폭발하게된다.

동서고금국민과직접대결해승리한정부없다

국민들의여망, 협치를외면한다면정치는정부여당의축제일뿐국민속에서점점멀어져가고국

민화합과여론을무시한통치는독재를부르고, 동서고금국민과직접대결하여승리한정부는없다.

코로나19의재현확장으로온국민불안이가중되는국가재난비상시국에뜻밖에국내개업의들의

전면파업선언은놀랍고도한심스럽기짝이없다. 한마디로정치부재요, 상상하고싶지도않은졸속

정책이다. 파업분쟁의본질인의과대학의사증원문제가뭐가그리시급한일인가? 분쟁의이해당사

자들과대면하여충분히토론후의견을수렴하고결정하는것이수순이거늘밀어붙이면된다는오만

불손한독주가화를불러일으켰으니마땅히위정자또는정책입안자의책임이며업보다. 아니면 국민

들에게밝히지못할사유라도있는걸까?

국민들은그게궁금하고저의를의심하는것이다. 계속되는시행착오는정부 여당의불신을초래하

고, 국민대다수에게고통을주는실패작으로명약관화한일이다.

위정자는국민의뜻이무엇인지파악하고여론을겸허히수렴하면서부단히 노력하고그러기위해

서는야당과상의하며협치를해야한다. 자칫위정자의독선적이며이기적인정략으로오판한다면나

라의기틀은한꺼번에무너지고국민은분열과정쟁으로도탄에빠지게한다.

독선은민주주의의독버섯이다. 역사적으로독재의씨앗이반정부혁명을일으키고나라를붕괴하

는최악의막장드라마를연출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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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결정이민주주의꽃이라고하듯소수는민주주의를발전선도하는묘약이될수있다.

민심이천심이라하듯당장의국민지지는꿀맛처럼달콤할지모르나민심을외면한독선과

독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누각 격이다. 여론이 좋을수록 겸허하게 선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지혜가권력유지의마중물이되는법이다.

최근 8.15 광복절기념식장에서광복회김원웅회장의기념사를통해충격을 지나분노하는

애국시민들의성토가일파만파로말이많다. 광복회장자리에서공과사를가려의견을표출했

으면좋았지않았나생각을 해본다.

과거는역사교육으로삼고현실의중요성을찾는국민이되었으면한다. 백선엽대장은우리

국군의표상이요 6.25 전쟁당시나라지킨군지도자요영웅이다. 참전했던UN군도존경하는

장군이아니었나. 이런분을갑자기사형운운……말이나오지않는다. 이승만초대대통령을

친일파운운역시몰아치는궤변은이제우리모두그만두고현실과미래의조국발전에힘을

모으자.

광복회장으로서할말이아니다. 광복회장은어두운역사를거울삼아밝은 미래의조국을위

해국민총화합을위한사자후가필요하다고본다. 우리모두쓸데없는영웅심을버리고, 자멸

의독선도버리고, 가슴아픈역사는 가슴에묵고, 국가발전에초석이되는것은어떨지…….

지금은정치적사망선고를받아복역중인안희정전충남지사가현역시절“한시대국가지

도자의평가는후세역사가말하는것”이라며박정희대통령은과(過)도많지만과못지않게공

(功)도크다하며공(功)과과(過)를공존하는역사적평가로남겨두자던주장에동의한다. 

추호의애국심이남아있거나, 내일의나라를염려한다면, 이제그만과거는묻어두고, 미래

를바라보는혜안이있어야하거늘편협하고자기전략적,  이기적인주장을국민에게설파하려

는자세는옳지않고, 특히그가공인이기에더욱입조심말조심해야하며, 공직자의처신에심

각한문제가있다면그자리에있을자격이없다고 본다.

한때국회에서국가발전에진충보국의정신으로몸담아온노(老) 정치인으로바라건대, 이

제그만서로들한발씩물러서깊이자성하는시간을갖도록권유한다.

통치(統治)는화(禍)를부르고영원한권좌(權座)는없는법, 이제라도늦지않다. 아니더늦기

전에협치를해야한다. 협치는아름다운정치수단이요,  국민의명령이다. 지금 우리는이시

대를함께살아가는선택받은국민이다.

모든정치지도자는옷깃을여미고민주주의제단앞에경건한마음으로화합과협치의정치

를생각하고올바른자유민주주의꽃을피워주시기바란다. 우리모두함께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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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서정주시인(호미당)은 1915년전북고창에서태어났다. 줄포보통학교를수료하고 1929년중앙고등보통학교에입학,

1930년광주학생운동과관련해구속, 1931년고창고등보통학교를거쳐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수업했다. 1940년에는

만주간도양곡주식회사에서일했으며, 1941년동대문여학교에서교편을잡은후동아대학교, 조선대학교등에서강

의했다. 1960년 이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0년 12월에 작고했다. 그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등단했으며, 초기에는악마적이고원색적인시풍으로인간의원죄의식을주로노래했으나, 후에불교사상과

샤머니즘등동양적인사상을노래한작품을썼다. 

시집으로는『화사집』(1941), 『신라초』(1960), 『질마재신화』(1975) 등다수가있다.      

무등을보며
서정주

가난이야한낱남루(襤褸))에지나지않는다

저눈부신햇빛속에갈매빛의등성이를드러내고서있는

여름산같은

우리들의타고난살결타고난마음씨까지야다가릴수있으랴

청산(靑山)이그무릎아래지란(芝蘭)을기르듯

우리는우리새끼들을기를수밖에없다

목숨이가다가다농울쳐휘어드는

오후의때가오거든,

내외들이여그대들도

더러는앉고

더러는차라리그곁에누워라

지어미는지애비를물끄러미우러러보고,

지애비는지어미의이마라도짚어라

어느가시덤불쑥구렁에누일지라도

우리는늘옥돌같이호젓이묻혔다고생각할일이요,

청태(靑苔)라도자욱이끼일일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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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미국대통령은 1976년대통령선거공약

에서“대통령으로당선되면주한미군을전부(약

3만5천명) 철수하겠다”는선언을하였다.

그때 한국에서는“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쟁

이 난다”는 분위기로 휩싸였다. 국회에서는 백

두진국회의장을중심으로더나아가서온국민

에게호소하여“주한미군철수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거의 온 국민이 주한

미군철수반대운동에열렬히동참하였다.   

그러나 카터 후보는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카터는 1977년 1월 20일미국대통

령으로 취임하였고 불원간 주한 미군을 철군할

것으로예정되었다. 

필자는이미 76년 6월부터카터대통령의주

한미군철수정책취소계획을세웠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국제법협회

(CILA) 총회에서 예일대 법대 교수가“카터 미

국대통령후보에대해서어떤인상을받았습니

까?”라는 질문을 하길래 필자는“카터 후보는

대통령후보로서지키지못할말을너무확정적

개념으로표현하고있다. 예컨대주한미군을전

부 철군한다고 주장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전

혀실현가능성이없다. 그런때는‘만약주한미

군철수가미국국가에이익이된다면철군하겠

다’고표현을고쳐야한다”고대답했다. 예일대

교수는카터후보의연설을준비하는가까운친

구에게꼭그말을전하겠다고약속했다. 

필자는주한유엔군사령부참모장인싱글러브

(Singlove) 장군을 설득하기로 결심하였다. 물

론평소아주친한사이였다. 이미카터는대통

령으로당선된후였다.   

어느날싱글러브장군을만나카터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지만 싱글러브 장군이 결심만 하면

카터미국대통령은

왜주한미군철수정책을취소했나

林德圭

영문월간 <Diplomacy> 회장
11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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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완전히

취소시킬방법은있다고했다. 

“어떻게하면되겠는가?”라고

묻기에“나는 대한민국의 육군

일등병 출신이다. 내가 배운 군

인정신은 나라가 망할 때는 목

숨을바쳐서라도나라를구해야

한다!”라고배웠다. 만약주한미

군을 철수하면“앞으로 거대한

중국군이 아시아를 독점할 터인

데미국의장래는어떻게될것인가? 미국은망

하게될것”이라고피력했다. 

내얘기를듣고있던장군은“이시점에서내

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고 했다. 그래서 내가

AP특파원을 소개할 테니“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군 정책을 완전히 취소해야 합니다. 전

체아시아를거대한중국군에맡기면미국은망

할 것입니다!”라는 인터뷰를 하면 장군은 항명

사건으로 즉시 파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용이 진실이기 때문에“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취소하라!”는 여론은 대단한 파동을 일으켜 결

과적으로는정책자체가취소될것으로확신한

다”고했다. 

장군은 잠시 생각 끝에 굳은 결심을 한 표정

으로“그러면 당장 AP특파원을 소개하겠습니

까?”라고 하기에“내일 터키 대통령 초청으로

가니 1주일후에소개해드릴게요”라고했다. 장

군은“좋다!”라고 했고 필자는“그동안 준비하

겠다”고했다. 

그런데 1주일후김포공항에귀

국해서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워

싱턴포스트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여 장군은 즉시 파면되어 비행

기로 떠나는 모습이 대서특필 되

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섬뜩함

을 느꼈지만“장군! 너무 위대한

일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라고생각했다.

그 후 2∼3개월 만에 카터 대통령은 파면된

싱글러브장군을백악관으로불러“왜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반대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

라!”고해서생각한대로“거대한중국이아시아

를독점하면미국이망할것으로확신했기때문

에무례하게항명을했습니다. 죄송합니다!”했

더니카터대통령은“듣고보니장군판단이옳

습니다. 나한테 설명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가

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당부를하였다고한다.

그 후 장군이 청문회에서 몇 차례 설득하여

주한미군철수정책자체를카터대통령스스로

100% 취소시켰다.

따라서대한민국안보를위해서싱글러브장

군은맥아더사령관다음으로위대한업적을세

웠으니늦었지만정부와국민이함께감사와존

경의뜻을 표했으면한다. 

싱글러브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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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질문들왜?

현재 한미우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필자

로서 요즈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한미동맹

이상 없나?’또는‘한미군사동맹 튼튼한가?’라

는질문이다. 바로오늘쓰고있는글의제목과

같다. 왜요즘에이러한질문이많이쏟아질까?

그것은분명많은분이북한핵무장의고도화라

든지, 북한정권의이상기류, 중국의급부상과

함께미국과중국간에격화되는패권경쟁, 한

국과 일본 간의 갈등 해소 전망이 보이지 않는

등, 안보악재의국내외상황이필경우리나라의

안보, 외교나아가국가운명에영향을줄까걱정

되기때문이아닌가생각한다.

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한미동맹 이상

없다.’, ‘철통같은 동맹’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

다. 한미양국국민도한미동맹의중요성을알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걱정스럽

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디테일에서는 불협

화음의소리가너무많이나고한미동맹의근본

을흔드는이야기들이빈발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결론부터이야기한다면한미동맹은이상

없고 튼튼하다고 하지만 필자가 평가하기에는

속내는 미흡하고 어쩌면 위태롭게까지 느껴져

걱정스러운부분이많다.

한미동맹의현상황진단

공식 발표나 공식 문서에 나타난 한미동맹에

관한표현을보면여전히공고함을과시하고있

으며, 계속해서유지발전시켜야할소중한동맹

으로인식하고또강조하고있다. 

공식적으로발표된성명또는문서내용중대

표적인예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한미양국정상은 2017년 6월 30일문재

인대통령취임후처음개최되었던워싱턴정상

회담 결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한미동맹은

한미군사동맹, 튼튼한가

黃震夏

한미우호협회장

헌정회정책연구위국방분과위원장

15·16·17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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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태동부터한반도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

보, 안정그리고번영의핵심축으로역할해왔

다. 한미양국의파트너십은그어느때보다강

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

맹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

한바있다. 

지난 7월 27일트럼프미대통령은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을기리는선언문에서“한국은세계

에서가장활기있고역동적이며경제적으로번

영하는민주주의국가이자우리의가장강력한

동맹중하나다.”“전쟁에서구축되고우정의깊

은연대와자유에대한공동의사랑으로강화된

철통같은동맹”이라고한미동맹을강조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작년(2019년 11월 15일)에

공동 주재한 제5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한미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굳건한연합방위태세에기반한

대한민국방위및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

공약을재확인하였다.”(6항) “양장관은주한미

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

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

지와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증진에중요한

역할을지속수행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7항)라고보고하고있다.

작년 9월 1일미국방부는미의회보고서인인

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한미동맹은 동북아

시아와한반도의평화와번영의핵심축이다.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제51차한·미안보협의회의(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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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라고명시하고있다.

작년 11월 17일미여론조사전문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한국 국민의 90%가 한미동맹을 지

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상에서살핀예를보면한미동맹은이상없

고 튼튼해 보이는데 왜, 무엇 때문에 미흡하고

걱정스럽다고평가를하는가? 

이문제를보다객관성있게평가하기위하여

동맹의딜레마차원에서, 한미양국의영향력있

는고위인사들의부정적발언사례, 그리고한미

현안문제에서의갈등등을팩트중심으로살펴

보기로한다.

첫째, 동맹 딜레마 문제는 적과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 북한의비핵화문제, 한미동맹과남북

관계그리고대주변국대응등크게네가지예

를들어살펴보기로한다. 

▲적과위협에대한인식

가장 큰 딜레마는 한미 양국 간에 적과 위협

에대한인식공유문제이다. 한미동맹의최우선

존립근거는북한의위협이다. 한미동맹이상정

하고있는적은분명히북한이고최대의위협은

북한핵이아닐수없다. 그러나우리정부는북

한을 주적에서 삭제하고 북한은 대화의 대상,

포용의 대상이라 강조함으로써 동맹국과의 적

과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에서부터 혼동을 주고

있다. 

▲동맹과남북대화

우리 정부의 소위 남북문제 운전자론은 동맹

국과 철저한 공조보다는 우리 주도를 강조함으

로써동맹정신을무색하게하고있다는불만이

발생하고있다.

▲북한의비핵화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이며 동북아의 안정을

깨고있는북한핵의비핵화문제에서우리정부

는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인데 이

문제를북미간의문제로치부하듯이중재자역

할에더욱비중을두는태도를보여왔다. 이러한

접근은동맹국인미국뿐만아니라국제사회에서

도고립을자초할위험이크다.

▲주변국대응문제

우리 정부의 주변국 대응문제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나타났고 향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했고 EPN(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

등으로동아시아국들의선택을종용하는상황이

다. 경제문제에서중국을무시할수없는한국으

로서는선택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정상회

복의기미가보이지않는대일관계도한미동맹

을위해서심각한고민거리가아닐수없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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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 대응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바로한국측의동맹의지를판가름하는리트머

스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우리정부의중국에

대한 3불정책약속(한반도에사드추가배치없

고, 한국은미국의미사일방어망(MD)에가입하

지않을것이며, 한미일군사동맹발전안시키

겠다), 풀리지 않는 한미 갈등과 특히 한일정보

교류협정(GISOMIA) 유지를두고좌고우면하는

우리정부의태도등은동맹국을경악시킴은물

론 동맹 존속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점이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둘째, 책임있고영향력있는고위인사들의동

맹을약화또는저해하는언행들이진의를걱정

하게하고우리를불안하게하고있다. 

▲한미양국대통령

작년 12월 미국의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트럼프대통령이주한미군또한부대를한국에

서철수시키겠다고주기적으로언급하고, 한미동

맹의가치에대해평가절하해미국의안보약속

에대한한국의의심을광범위하게키웠다.”라고

지적하고있다.

▲정부인사

작년 9월 대통령 안보특보는“남북관계의 가

장큰장애물은유엔사”라면서유엔사의기능을

비판하는가하면, 지난 8월 29일괌에서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우리 국방부 장관은 불

참했다. 이 회담은 지난 5월‘3국 안보회의

(DTT)’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개최된 것인데 정

작제안을했던당사국인우리가불참한것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불참했다지만, 미국 일본과는

가급적함께하지않겠다는것으로비칠수밖에

없다.

9월 2일 통일부 장관은“한미관계가 어느 시

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 동맹을 탈피해 평화

동맹으로전환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라는

발언에대해미국무부는“우리의동맹과우정은

안보협력을넘어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

버안보, 여성권익증진을포함한지역및국제

적사안을포괄한다.”라며한미동맹을냉전시절

군사동맹으로 국한해 해석한 이 장관의 표현에

동의하지않음을분명히했다.

지난 6월 4일 주미 한국대사는“우리는 선택

을강요받는나라가아니라선택할수있는나라”

한미안보협의회회의에앞서기념촬영한한·미국방장관(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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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국이 한미동맹보다도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선택할수있음을과시하듯말했다가미

국무부로부터즉각“한국은수십년전어느편에

설지이미선택한나라이다.”라는지적을통해동

맹국의무를상기하라는충고를받더니지난 9월

3일워싱턴의조지워싱턴대화상대담행사에서

“한나라가안보만으로존속할수없다. 경제활동

도안보만큼중요하다.”라면서“한미동맹의미래

상을숙고해야한다.”라며전략적모호성을강조

함으로써또다른빈축을자초했다. 

▲국회

지난 8월 국회 외통위원장은“유엔군 사령부

는족보가없는조직”이라면서“족보가없는유

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라며유엔사의지위를무시하는발언까지

하였다. 빈센트브룩스전한미연합사령관은“유

엔창설조직을부정하는것자체가끔찍하다.”

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7월유엔총회결의안 84호채택으로창

설된유엔군사령부의역사를부정한꼴이되어

버린것이다. 

셋째, 한미현안 문제로서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수있는문제들을짚어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진통에 진통을 겪으면서

도갈등이계속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

는방법과시기문제에서계속적인이견이노출

되고, 유엔사존재와기능을존중하지않고남북

문제해결에장애물로취급하는문제, 한미연합

연습등굵직한문제만도여러가지가있다. 이

현안들을다루면서한미간에나타날수있는갈

등을어떻게조정해나갈지? 걱정스러운관심사

가아닐수없다. 

한미현안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익과 기본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

올 수도 있고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건강한 동맹 관계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맹 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겪어야 하

는과정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앞서예시

‘한미동맹이상없나?’‘한미군사동맹튼튼한가?’라는

질문에대한답은‘외형상으로는이상없고튼튼하다. 

그러나문제는디테일에걱정스러운부분들이상당히존재한다’라고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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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은 동맹의 본질, 주한미군의 위상,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에 관한 빈번한 이

견이 노출되는 동맹의 딜레마, 책임 있는 인사

들의 언행, 현안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견과 갈

등 등 동맹 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상처를 남기

는일들은결코한미동맹을유지하고강화시키

는데도움이되지않는일들이다. 따라서이런

문제들이 한미 양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극

복하지 못하고 동맹 관계에 해악을 끼칠까 걱

정스러운것이다. 

오죽하면미국의한반도전문가인미국외교협

회(CFR)의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최근한국언론에기고한글에서“한

미동맹이이같은스트레스테스트를견디지못

한다면한국은동맹이해체될때어떤전략적선

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경고성조언까지하고있다.

한미동맹의지속과성공요인

한미동맹은 지난 67년간 세계 최장의 역사를

써왔고가장성공적으로유지발전되어온동맹

이라고 한미 양국이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있었던데는몇가지분명한이유가있다. 

첫째는 한미 양국이 헌법상의 공동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위협하면서끊임없이도발을감

행해왔던공동의위협이변치않고존재해왔기

때문이고, 둘째는양국이굳건한한미연합전비

태세를유지함으로써한반도에서의전쟁을억제

하고나아가동북아의안정과평화유지에기여

할수있었으며, 셋째이바탕위에양국이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공동가치를 고양시키고 경제

번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강점과

잠재력을발견, 인정하면서상호협력의경험을

축적해올수있었으며, 넷째양국이발견한능

력과경험을바탕으로계속협력해나갈때, 배

가시킬수있는엄청난시너지효과를기대하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그동안한미양

국국민의절대적인지지속에양국지도자들이

긴밀한협조를통해수많은도전과시련을극복

해왔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한미동맹이상없나?’‘한미군사

동맹튼튼한가?’라는질문에대한답은‘외형상

으로는이상없고튼튼하다. 그러나문제는디테

일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

고하겠다. 이러한걱정스러운부분들은결코용

이한사안들이아니다. 양국의동맹정신에입각

한 진실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신뢰

속의협력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한미양국이

혈맹으로다져온우정, 자유와평화에대한사랑

을쏟는지혜와인내로반드시극복해나가야할

것이다. 한미양국은지난 67년간시련을겪으면

서도함께써온자랑스러운동맹의역사가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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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정세의격변과한국의안보(下)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대표

헌정회정책세미나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의장김의재)는 8월 7일켄싱턴호텔에서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대표를초청해‘동

북아시아국제환경과한반도안보’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유경현헌정회장은인사말을통해“그동안사

람들은큰만남을통해모임을갖고소통하면서삶을살아왔습니다. 그러나최근들어코로나로인해소모임

을통해축소된환경에서거리두기의사회적·현실적요구가있는가운데오늘정책세미나는그모범사례로

기억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경제와안보가세계 10위권중견강국이지만세계거대국가가운데끼여서늘

안보가편하지않는환경속에서굳세게살아오고있습니다. 스위스는작지만히틀러를막아낼수있었던것

도국민적안보였습니다. 국민은국가를믿고국가는국민을믿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했다. 

이날세미나는코로나19 여파로정부지침에따라 36명의소규모모임으로이루어졌다. 김의재의장은“오늘

은소모임이지만세미나내용을전체헌정회원들에게알리기위해유튜브와헌정지에게재할예정”이라고밝

혔다. 이날주제발표내용과질의응답내용은다음과같다. <편집자>

중국과일본은명실공히세계 2, 3위의나라다. 우리

의힘으로중국과일본의의지를꺾을수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통일은불가능한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우리는통일의꿈을꾸고있으며통일을이룩할가

능성도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

은현재스스로아시아국가임을자처하는나라이고한

반도의 정세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한반도의분단과통일에상당한관심을가지고

있다. 만약미국이한반도통일을위해적극적으로노

력한다면미국의힘은한반도통일을반대하는중국과

일본의구조적인힘을꺾을수있을정도로막강하다.

그래서한반도가통일되기위해가장중요한요인은미

국이한반도통일을지향하느냐의여부다. 그렇다면미

국의한반도통일에관한입장과정책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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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미국은한국이통일될경우그것을미국

에대한권력정치적혹은지정학적인위협으로

생각할이유가별로없는나라다. 물론냉전시

대당시미국은한반도가공산세력에의해통일

되는것을방치할수없었다. 국제공산주의세력

이 한반도를 통일할 경우 일본과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분명했다. 그래서미국은 6.25 한국전쟁이

발생했을때한반도의적화통일을막기위해출

병했던 것이며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아래들어가는통일을이룩하는것은절

대반대한다. 

다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막강한 통일 한국이

성립되는것을반대할특별한이유가없는데 왜

냐하면통일한국은미국이활용할수있는세계

정책상대단히유용한지렛대가될것이기때문

이다. 지정학적으로보았을때통일을이룩한한

국은중국, 일본과안보경합을벌일수밖에없

고그래서당연히미국과좋은관계를유지하지

않을수없다. 공산통일을이룩한베트남이중

국의 위협에 당면하자 곧바로 미국에게 의존하

기시작했다는지정학적, 역사적사실을보면이

문제도쉽게이해가될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비록 아시아 국가라고 할지라

도한반도의통일에대해팔을걷어붙이고나설

만큼한반도문제가절박하지는않다는점이다.

한국전쟁당시미국은한반도통일이간단치않

은일임을직접경험했다. 중국은 130만대군을

파견, 한반도가미국의영향아래통일되는것을

막았던것이다. 그래서미국은지난 60여년동

안한반도의통일보다는한반도의안정을더강

조하고있었다. 그런데지금그같은상황을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고 차라리 한반도를 통일시

키는것이미국에게더유리한상황으로일이진

전되고있다.

쇠망(衰亡)의종점에도달한북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막강해진 중국

과정말로골칫거리인북한문제를해결하는가

장좋은방법은- 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존

볼튼(John Bolton)의말을빌린다면- 대한민국

이한반도를통일하게하는것이다. 한국이통일

을이룩하면북한핵문제는자동해결될것이고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것이다. 중국과일본은통일된한반도를각각

자신의뒷통수에붙어있는망치, 가슴을겨냥하

는대검으로인식한다고말했었다. 통일된한반

도는미국이중국과일본을향해활용할수있는

망치혹은대검이될수있는것이다. 지정학적

으로 보았을 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이

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적극적인지원을받아야만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하는

본질적인이유인것이다.

한국과북한은 1945년해방이후국가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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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대해정반대의길을강요당했다. 공산주의

종주국소련이점령한북한은사회주의적발전방

식을강요받았고미국이점령한한국은자유주의

적 발전 방식을 강요받았다. 남북한의 국민들은

1948년공산주의, 자본주의국가를각각출범시켰

다. 그런데많은식자(識者)들은북한은출범부터

가잘못된나라라는사실을간과하고있다. 남북한

은모두자급이불가능한나라다. 특히식량자급

이안되는나라다. 지금한국인들은먹을것이넘

쳐나서다이어트를하는나라가되었고북한은국

민의태반이영양실조에걸린나라가되었다. 한국

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무역국가가 되었다.

TV, 자동차, 전화기를만들어세계시장에내다팔

고그렇게번달러를가지고식량을사온다. 이와

는정반대로북한은자급자족, 자강, 세계시장으

로부터가능한고립을유지하는사회주의, 공산주

의체제를택했다. 원천적으로잘못된방식이었다.

그러나냉전시대라는비정상적인국제정치상황

속에서북한의원천적인문제는노골적으로드러

나지않았다. 북한이라는쇼윈도(showwindow)를

성공시키기위해국제공산세력들이북한을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소련이 망한

이후북한의문제는본질적으로드러났다. 원조가

그친북한은거의즉각수백만국민이아사하는나

라가되었다. 90년대초반북한의역사를살펴본

그누구라도다아는일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조차 무너져 버렸다.

중국은 1970년대말엽자본주의를받아들임으로

써수십년간더버틸수있었다. 그러나완전한

자유주의국가가되지는않았기에2020년인이즈

음중국의경제발전역시한계에봉착한것이다. 

북한이살수있는방법이없는것은아니다. 개

방과 개혁을 이룩하면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방식은김씨정권의종말을초래할지도모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개혁

개방을포기하고대신핵무기를만드는데열중

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과

대선전했고그래서핵을가져야하는데그러다

보니까 굶주리게 되었다고 핑계 대었다. 북한의

핵 문제 역시 본질적인 국가 대전략상 에러

(error)인데왜냐하면북한핵이완성단계에근접

하면할수록미국은북한을더이상그냥놔둘수

없는막다른골목에몰리게되기때문이다. 미국

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북한의핵을결코

허락할수없다. 반면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없

는핵무기가없을경우북한은대한민국, 일본등

도위협할수없다. 북한의핵공격위협없이미국

은한국과일본을위해복수할수있을터이니말

이다.

그동안미국은직접적으로군사작전을펼치기

보다는북한을경제적으로압박함으로써스스로

핵무기를포기시키려했다. 전유엔주재미국대

사니키헤일리는 2019년연말까지북한에대한

미국의제제는약 90% 정도성공했다고자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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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를하고있는정책세미나참석자들(8.7) 

바있었다. 즉북한은 10%의생명줄을가지고근

근이연명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예상치않은일이발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북한은세계어느나라보다일

찍이국경을완전히차단한나라가되었다. 하늘

길, 뱃길, 철길, 육로 등을 모두 완전히 차단했

다. 금년 1월22일무렵의일이었다. 미국사람들

은놀랐다. 미국이그토록원하던대북한완전

봉쇄를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북한스스로자

신을제재하고있는꼴이되었던것이다. 

북한은 4월 1일부터장교들에게한달에열흘

분식량만을배급하기로결정했다. 9월까지 6개

월 동안의 한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장교들에

게하루한끼만먹으라는말이아닌가? 최근소

식에 의하면 혁명의 수도라고 자부하는 평야에

서조차식량배급이중지된지여러달이지났다

고한다.

지난 4월 15일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에 김정은은 금수산궁전에 참배하

러가지못했다. 미국CNN 방송은이같은있을

수없는일이일어난이유를김정은이심장수술

을했고그수술이잘못되는바람에죽었거나식

물인간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일인

이통치하는나라에서그일인이아프다는사실

은북한체제의종말과직결되는일이다.  

5월 1일순천인비료공장준공식에모습을드

러냈지만 전문가들은 그날 나타난 김정은이 본

인이아니라가짜라는증거를수도없이제시했

다. 그럼으로써김정은의통치력은더욱더오리

무중으로빠져들어갔다. 키가 167cm(미국언론

은 김정은의 키가 5피트 6인치라고 발표했다),

몸무게 136kg, 하루에담배를 4갑피운다는김

정은이건강하다면오히려그게이상한일일정

도가되었다. 그후북한매체들은띄엄띄엄김

정은의행보를보도한다. 특이한사실은어떤북

한매체도금년 4월중순이후김정은의목소리

내지-2차  2020.9.22 1:38 PM  페이지25   Cheil-868 



26

가포함된동영상을방영하지않고있다는점이

다. 7월 24일북한은처음으로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나타났다며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

는등코로나바이러스전파를막아야한다며난

리법석을떨었다. 그러고나서 3일후 7월 27일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는 한국전쟁 승리를

축하하기위한노병대회가열렸다. 80대가훨씬

넘었을북한의참전노병들이가득모였다. 그들

중마스크를착용한사람은없었다. 그래서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과연 그 사진이 믿을 수

있는것인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

는것이다. 

북한은이제그존재의마지막단계에들어서

고있다. 북한이라는나라가살려면개방과개혁

을하면된다. 그러나그것은김씨왕조의몰락

을즉각적으로초래할지도모를극히위험한일

이라는게현재북한정권이당면한최대의딜레

마가아닐수없다.

미중패권전쟁의심화와중국몽의종식

한국 사람들중 상당수가 앞으로의 세계는 중

국이주도하는세계가될것이며미국은패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인식하는세상에서중국은뜨는태양,

미국은지는태양이었다. 필자는오랫동안한국

인들이그토록국제정치의원리를잘모르고있

는가에대해비관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적인 지위를 도전자인 중국에게 양

보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래서앞으로한30년

지나면중국의GDP가미국을앞서게되고중국

의과학기술과군사력도미국을앞서게될터이

니 중국은 21세기 세계패권국일 것이라고 생각

했다.  

미국이패권국인상황에대해불편해하는한

국의많은반미주의자들은이같은세상이오는

것을기뻐했다. 문제는이같은생각을가진사

람들은대개미국을미워하는경향이있을뿐아

니라미국의외교정책을제국주의적이며호전적

이라고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미국을제국주

의깡패라고비난하던이들이미국이패권적지

위를중국에게양보할것이라고, 그것도한30년

이지난후평화적으로그렇게할것이라고생각

하고있다는사실이놀랍다. 즉이들의미중패

권경쟁에대한생각과주장은원천적으로자가

당착적이었던것이다.

미국은전쟁에패하지않은채로자신의패권

적지위를평화적으로도전자에게물려줄수있

는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만이 아니다. 역사상 어떤 패

권국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도전

자에게물려준적은없었다. 세계역사상에거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 전쟁들은 바로 패권국

과 패권 도전자들 사이에서 발발했던 전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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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물며미국처럼독립과건국을전쟁을통

해이룩한나라가그좋은패권을중국에게평화

적으로물려줄것이라고생각할수는없다.

미국은 전략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건국 후

1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건국 170년만인 1945년2차대전

에서승리한이후미국은세계의패권국을담당

하기시작했다. 1990년에는도전자소련을붕괴

시키고 유일 패권 국가가 되었다. 그 후 일본의

경제적도전을단칼에꺾어버렸다. 지금미국은

중국의도전을사전에차단하고있는중이다.

세계어느나라도별로자주사용하지않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G-2

라는것이있다. 미국과중국두나라를G-2라고

부른다. 그러나이용어를사용하는나라는거의

없다. 유독한국은중국을미국다음가는막강한

나라라고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2020년여름

인지금한국사람들다수가중국의시대는시작

하기도전에저물고있음을알고있다. 국제정치

역사상거의법칙에해당하는원칙이있다. 어떤

경우라도 당대 세계의 최강 패권국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나왔다는사실이다. 민주주의를상

징하는미국과전체주의를상징하는중국과의대

결은당연히미국의승리로끝날수밖에없다. 지

면의제약으로일일이다설명할수없지만미국

이중국에게결코패배당하지않을가장중요한

요소두가지만지적하고자한다.

미국은 2014년 무렵 본격적으로 시작된 셰일

석유및가스혁명덕택에에너지를수출하는나

라가되었다. 지구상에서식량과에너지두가지

결정적인 자원을 모두 자급하는 나라는 오로지

미국뿐이다. 중국은 식량을 수입하며 석유를 수

입하는 나라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 인구통계학

(Demography)인데중국은지구어떤나라보다도

인구통계학적으로불리한나라다. 아직가난에서

벗어나지못한중국이급격히노령사회로진입하

고있다는문제는사실상해결불가능한문제라고

말하는인구통계학자들이많다. 2020년 5월 28

일 폐막된 양회에서 중국 총리 리커창은 중국은

아직도너무나가난한나라라는사실을말하기위

해처절한통계를인용했다. 중국사람들중하루

에한국돈으로 5,000원정도를버는사람이 5억

6,000만명, 하루에 10,000원이하를버는사람은

9억6,400만명이나된다는것이다. 

중국의 국민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세계의

평균에도 미달한다. 개인소득이 세계의 중간에

도미달하는나라가패권국의꿈을꾼적은일찍

이 세계사에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누가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가될것인가를가지고불분명한소리를할

때는이미지났다.

한국의전략

한국의대전략은평화적으로통일을이룩하고

내지-2차  2020.9.22 1:38 PM  페이지27   Cheil-868 



28

강대국으로부상하는것이다. 더잘사는나라, 더

힘이센나라가되는것은국제사회가힘의논리

에의해지배되는사회이기때문에그럴수밖에

없는 국가의 목표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정상적인국가들은모두부국강병을국가의모토

로삼는것이다. 이제더이상환상적인낭만주의

는없어야한다. 국가안보란너무나도심각하고중

요한일이기때문에초현실적으로생각할수밖에

없는영역이다. 누가우리나라의통일과안전보장

에도움이되는나라인가? 당연히미국인것이다.

그래서한미동맹이소중하다고말하는것이다. 때

마침최근발표된미국에서행해진한여론조사는

한국국민의 90%가한미동맹은소중한것이며지

지한다고대답했다. 미국정부가방위비분담금을

5배올려달라는바람에한국의각종언론들이미

국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던와중에서이정도

로높은지지율을보였다는사실은상당히고무적

이며건강한일이다. 한미동맹을잘활용해서통일

도이룩하고우리한민족의국가가강대국으로나

아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질의응답>

유인학(13·14대 의원) : 김정은건강이정상

이아닌데혹시유고사태시북한이세계유례없

는가부장적인체제인데, 중국이방관하지않을

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일부낙관주의적시각에

서는통일을논하기도하는데중국

이그걸 허용할수있다고보시는

지? 최강국가틈사이에서주한미

군 주둔비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데... 미국과가까이하고중국시장을없애고한

쪽으로경도할수는없지않습니까. 우리가살기

위해서국제적으로조정자(눈치보는자)로서민

족보존을위한것은아닐까하는데요?

이춘근 박사 : ‘중국은 문명이다. 중국은 국

가가아니다’는말처럼중국은 국가가아닌문

명입니다. 주변티베트, 홍콩, 대만등도중국이

아니지않습니까. 중국이 5개로나뉜것이하나

로 뭉쳐 통일한국과 경쟁하게 됩니다. 14억 중

국을리폼해야한다고합니다. 미국은리폼해서

연방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중국이만약민주

화로 리폼한다면 나라가 안 됩니다. 민주화로

인해 오히려 쪼개진다고 봅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변나라와 비슷해집니다. 일각에서는

통일한국에 대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합

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것이냐고 했답니다.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

태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개

입이힘들고하면... 시진핑은북한줄테니나도

살려달라고할수도있다고합니다. 우리는트럼

프가 사업가라고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트럼프는전략가입니다. 그의독서목록

가운데 <손자병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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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이책을다른사람들에게읽기를권유했다

고할정도로중국서적도몇개있다고합니다.

미국 방위비가 7,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

에게 요구하는 것이 40억 달러인데 이유가 있

을겁니다.

나오연(14·15·16대 의원) :

저는경제분야전문가로안보분야

는전무합니다. 그런데요즘보면

평화공존에올인합니다. 마치평

화가 올 것 같이 국민들이 알고 있어

걱정이앞섭니다. 북미사일개발에자금지원을

수십억원해주지않았습니까. 우리가보낸돈으

로 개발을 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평화공존

좋지만, 실상을바로볼줄알아야합니다. 북한

에서는‘우리민족끼리’라고 주장하지만 인도적

지원을하겠다고이인영통일부장관께서밝혔습

니다. 국민이제대로알고대처해야지한국장래

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

고북한이국제규제에동참하고핵개발을못하

도록해야한다고봅니다. 

이춘근 박사 : 1972년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해 길거리의 자동차가 즐비하게 다

니는것을보고우리측대표자들에게“어떻게지

방의 자동차들을 이렇게 서울로 올려왔습니까”

라고물으니우리측대표자들이“지방의자동차

들을서울로올려올수는있어도지방의아파트

나 주택들은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북한

경제격차가이미벌어지고있었습니다. 그당시

김일성은 남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북한 고위층

에게괜히헛바람갖지말고정신차리라고하면

서남조선해방을통해경제적번영도함께가져

와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1972년 7월 4일공동선언에서“남조선을해방하

고조국을통일하기전에는우리에게평화란있

을수없다는사실을순간도잊어서는안된다”

고했습니다. 최근종전선언이라고말하지만북

한은 6.25를조국해방전쟁이라고부르고있다는

사실을잊어서는안됩니다.

김일주(15대 의원) : 국제정치

의 해박한 강의가 좋았습니다.

최근한반도주변미군군사배치

가포진했다고들었습니다.

이춘근박사 :미군정찰기들이다쓸고다녀요.

일본오키나와미군기지에집결해서사실중국과

더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서해 바다를 중국이

72%의영해갖고우리는28%를차지했습니다. 이

에대해우리가이의를제기하자중국에서는하는

말이‘우리가 더 크다’고 했답니다. 미국 군함이

다와있습니다. 중국인공섬주변에미국군함들

이깃발을달고‘자유의항해작전’을수행중이라

고합니다. 아무리평화를원해도전쟁은일어납니

다. 전세계분쟁지역이15,000개지역이라는것을

봐도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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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

장에고무된나머지, 덩샤오핑의교시를어기고불

과10년도안되어강대국화의야심을드러내기시

작했다. 1993년 집권한 장쩌민 주석(1993-2003)

은강대국으로서할일은하겠다는의미의‘유소작

위(有所作爲)’를대외정책지표로삼더니, 그후계

자인후진타오주석(2003~2013)은평화롭게일어

선다는 의미의 화평굴기( )를 표방하면

서강대국화의야심을숨기지않았다. 이어서등장

한시진핑주석(2013~2023 예정)은중국의강대

국이되었음을기정사실화하면서중국을강대국

으로 대우하라는‘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를미국에게요구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중화주의의 부활’을

국내정치 슬로건으로 표방하면서, 19세기 중화

제국주의 시대로의 복귀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

국을 몰아내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야심

을드러냈다. 중국이이를성취하기위해제기하

고있는대표적현안은남중국해영유권문제다.

중국은남중국해가명나라시대부터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해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대 초반

부터남중국해의거대한수역전체에대한영유

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이같은중국의터무니없는주장을일축

했음에도 불구 중국은 이에 불복하면서 군사적

수단을통한이지역의강점을추구하고있다.

한국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중국-미국-

ASEAN 사이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6.25 전쟁의유산과한국안보의미래(下)

헌정회정책세미나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의장김의재)는 7월 13일헌정회회의실에서 6.25전쟁 70주년을맞아북핵

과국가안보현안을점검하고자이용준전외교부북핵대사를초청해‘6.25전쟁의유산과한국안

보의미래’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다음은이날발표된李전대사의발표요지다.     <편집자> 

이용준

前외교부북핵대사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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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남의일로여기는경향이있으나, 이문

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도 직결된 중국의 서

태평양장악계획의첫단계다. 남중국해영유권

문제는중국이추구하는제1도련선구상의초기

단계 이행에 해당되는데, 제1도련선 문제는 한

국의안보와직결된사안이다. 

제1도련선은 중국이 1980년대 초 일본, 오키

나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여 설

정한해상방어선으로서, 2025년까지이지역에

서미국군사력을몰아내겠다는것이중국의목

표다. 이어서일본,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연

결하는제2도련선을 2050년까지중국의내해로

만들겠다는것이중국의목표다. 결국한국, 대

만, 동남아를포함한서태평양전체를중국의위

성국가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위성국이

될경우어떤일을겪어야할지는최근의홍콩사

태가잘보여주고있다.

이를 감안할 때, 대만과 더불어 제1도련선 내

부에위치한미국의동맹국한국을바라보는중

국의시각이어떨지는더설명이필요없을것이

다. 한국은제1도련선계획의실현을위해필수불

가결한최우선적장악대상이다. 시진핑주석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초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고말했다한다. 과거중국의일부였고다시중국

품으로되돌아올수있으니미국이한국에대해

너무신경쓰지말라는의미로해석된다. 이는한

국에대한중국의시각을단적으로말해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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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우리의경각심을필요로하는사항이다.

중국의 이러한 노골적 패권장악 야심으로 인

해미·중양국간패권경쟁이표면화되고있고,

그초기단계라할수있는치열한무역전쟁이전

개되고있다. 무역전쟁으로판가름이안나면군

사적충돌로갈가능성이다분히있는분쟁이다.

그 패권경쟁에서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

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모로 봐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그 적국인 중국으로 기울

어진모양새다. 아래도표에서보듯이한국은지

난 7년간 제기된 미·중 간의 주요 쟁점현안들

에있어서거의항상중국의편에섰다.

현재까지는이러한한국의태도가한미동맹과

양립할수있었을지모르나, 앞으로 10년이상지

속될가능성이큰미·중패권경쟁이본격화되면

중립도양다리걸치기도모호성도용납되지않을

것이다. 한국이미국과중국중양자택일을해야

할‘진실의시간’은머지않아다가올것이다.

1970년대 후반 한반도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상실한 이래 북한은 지난 40년간 이를 되찾기

위한치열한노력을기울여왔다. 경제력이한국

에 비해 크게 뒤지는 북한이 대남 우위 회복을

위해선택한길은핵무장이었다. 1979년영변에

서비밀핵시설건설을시작한이래북한은모든

난관을감수하고모든가용한외교적술수를동

원하면서거의 40년간이나핵무장을위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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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말 핵무장의

완성을공식선언하면서한국에대한정치적, 군

사적우위의탈환을자축했다. 

북한은 당초 의도했던 바대로 핵무장을 통해

‘북한주도의통일’달성을위한중요한교두보

를확보했다. 한국이경제적우위를바탕으로통

일문제를주도하던시대는사실상막을내렸다.

이로인해 1970년대후반이후지난 40년간한

국의대북한우위를당연한사실로생각하고살

아온한국국민들은큰혼란에빠졌다. 한국이

주도하는북한흡수통일이아닌, 북한에의한남

한 흡수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큰‘남북연방

제’통일이라는새로운변수가현실로대두되기

시작한것이다. 

이처럼 국력이 급신장한 중국과 핵으로 무장

한북한의위세가한국의안보를위협하고이들

의고압적자세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가중되

는시점에, 이에강력히대응해야할한국정부

는 그와 상반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들

을혼란에빠뜨리고있다. 

첫째는대중국굴종외교의문제다. 중국의힘

을 빌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박근혜 정

부의과도한대중국편향정책은미국조야를분

노케하는수준에도달했으나결국아무성과도

없이 중국의 사드 제재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한 단계 더

나가서중국의위세에자발적으로복종하는굴

종외교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

최근 7년간 미·중 동아시아 쟁점현안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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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그대표적사례는문재인정부초기에

시행한중국에대한‘3불약속’으로서, 이는주

권국가이기를 포기한 듯한 수준의 굴욕적인 외

교행태였다. 

나아가현재한국정부는단순히특정정책수

준의친중정책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 한국이

6.25 전쟁이래현재까지속해온소속진영을통

째로바꾸려는움직임마저보이고있다. 말하자

면한국이속한진영을해양세력, 친미진영, 자

유민주주의진영에서대륙세력, 친중진영, 전체

주의/공산주의 진영으로 아예 전환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의구심마저불러일으키고있다. 더

욱이한국정부의이러한노골적친중편향외교

는미·중간에전개되고있는사활을건패권경

쟁의 와중에 시행됨으로써 한·미 동맹의 장래

에큰위기를조성하고있다.

둘째는 과도한 대북한 유화정책의 문제다.

2017년핵무장완성으로정치적, 군사적대남우

위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고압적, 위협적 태도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

다. 그러나한국정부는이에의연하게대응하기

는커녕 북한의 대남 우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지극히 유화적이고 순응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미 간 대북정책

이견은동맹의균열을일으킬정도로심각한상

황이다. 특히북한의비핵화를달성하기위한유

엔제재조치의유지필요성을둘러싼한·미간

의근본적이견은앞으로도계속될전망이며, 어

느 시점에 가서는 남북공조가 한미공조를 대체

하게될위험성마저내포하고있다.

북한은 현재 핵무장으로 인해 초래된 국제사

회의유엔제재조치에따른심각한경제난에처

한상황이다. 미국과의제재해제협상에실패한

북한은당면한경제난에서벗어나고자고압적인

대남비난담화등을통해한국정부의대북경제

지원을거듭촉구하고있다. 그간한국정부는유

엔제재조치와미국의반대로이에응하지못했

으나, 최근발표된정부의대북라인전면교체는

이를정면돌파해금단의벽을넘어보려는정부

의강력한의지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래도남은희망적요소들

한국이처한이러한어려운국제적여건속에

서그나마한국에게숨돌릴여유와희망을주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 그 첫째는 악화일로의

미·중패권경쟁이고, 둘째는북한이핵무장완

성후겪고있는고도의경제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제정치 학계에

서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대국

으로성장하는것을당연시하는분위기였고, 빠

르면 2025년경중국이미국의경제력을추월하

리라는예측까지있었다. 그러나이제그런예측

은많이변하고있다. 미국의견제로중국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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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여 미국을 추격하는 데

훨씬오랜세월이소요되리라는예측도있고, 미

국을영원히추월하지못하리라는예측도있다. 

한가지분명한것은중국이덩샤오핑의교시를

무시하고너무일찍패권도전의속내를드러내는

바람에미국과대단히힘겨운대결을벌이게되었

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이미국경제를영원히추월할수없도록중

국과의모든경제관계를단절해야한다는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도로자본주의화된중국의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가숙주인미국및그동맹국들과거래

할수없게된다면지탱하기어렵게될것이기때

문이다. 물론중국은자체적으로거대한내수시장

을 갖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지속하는건불가능할것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

국은 종래와 같이 한국을 고압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하는정책을유지하는데한계성을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강도 패권경쟁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양국 사

이에서하나의균형추가될수도있는한국을친

중또는중립상태로묶어둘필요성을감안하지

않을수없을것이다. 미국은이미동아시아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등많은나

라를우호세력으로확보하고있으나, 중국편에

설나라는현재로서는러시아, 북한, 라오스, 캄

보디아, 이란, 파키스탄정도가고작이기때문이

다. 최근가시화되고있는중국정부의사드제

재해제움직임은중국이처한이러한어려운상

황이반영된조치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은핵무장을통해대남군사적우위를확

보한후남북연방제등을통해북한주도의한반

도 통일을 이루고자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해 왔

고, 이제가장어려운고비인핵무장까지완성한

상황이다. 그러나북한은유엔제재조치로경제

난이심각한상황에도달하여, 핵무장성공에따

른‘승자의저주’를겪고있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말까지채택한 10건의

대북한제재결의는북한산광산물, 수산물, 섬유

류의수입을전면금지하고있고, 석유류공급을

제한하고있으며, 인도적목적외의원조와투자

도금지하고있다. 이로인해최근북한의대외

수출은 90% 이상감소했고, 외환보유고가곧고

갈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더하

여가뭄에따른식량난까지가중됨에따라북한

은대남군사적압박이나연방제통일추진등공

세적대남전략을당장에구사하기가쉽지않은

상황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완강히거부하는상황

에서 미국이 제재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정부는대북경제원조제공에적극적인입

장이나, 유엔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

재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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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서 공언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벌일 수도

없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도 없다. 이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를

유발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때문에김정

은위원장은김여정부부장이공언했던대남군

사조치를 스스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현재중국과북한이직면하고있는어

려운 상황들은 역설적으로 이들 두 나라로부터

의안보위협에처한한국이현상황을지혜롭게

정리하고 대비책을 견고히 마련할 절호의 기회

를제공해주고있다. 다시는안올지도모르는

이기회를놓치지말고우리는두가지의중요한

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첫째는 혼돈에 빠진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일이다. 우리안보의불가결한토대

인한미동맹과양립할수없는과도한친중, 친

북편향정책을수정하고, 미국및우방제국들과

의안보협력체제를재건해야한다. 그렇게함으

로써장차미·중간의패권경쟁이더욱심각해

지고 냉전체제에 버금가는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발생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 

그경우한국은미국보다더큰시장을가진중

국쪽에서야한다는친중인사들의주장도있으

나, 이주장은현실과거리가멀다. 미국과그동

맹국들이중국과경제적으로결별할경우현재의

중국시장은거품처럼무너질것이다. 중국이한

국등으로부터많은물품을수입하는가장큰이

유는수입된첨단부품과소재를완성품으로가공

해미국등해외시장에팔기위한것이기때문이

다. 또한중국과결별한나라들이중국을대체할

만한제조업완제품의공급자를찾게될경우, 그

대안은한국, 일본, 대만정도가될수밖에없을것

이다.

둘째는막연한독자핵무장논의에더이상시

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해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의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

을즉각구축하는일이다. 북한이수십년전부

터핵무장에총력을기울여온목적은대미안전

보장도대남핵공격도아니었다. 북한이핵무장

을추구했던가장중요한전략적이유는한반도

전쟁재발시대미핵위협을통해미국의참전을

봉쇄하고 한국과의 일대일 재래식 전쟁에서 승

리하기위한것이었다. 

이를감안할때, 만일한국군이북한이도저히넘

볼수없는수준의압도적재래식군사력을구축하

게된다면이러한북한의오랜통일전략은수포로

돌아갈것이고, 북한의핵무기는결국무용지물이

될것이다. 그리되면한국은2017년북한의핵무장

완성으로상실한한반도문제의주도권을되찾아

올수도있을것이고, 비핵화를완강히거부하는북

한의집념도약화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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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신간

울진군수에서 서울시장을 거쳐 장관, 국회의원을 두

루 지낸, 한때 행정의 달인으로 일컬어지던 이상배 전

의원의자전적인에세이집이나왔다. 그의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을, 마치 아들딸을 앞에 앉혀두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듯이 차분히 지난날을 더듬

는 그의 글 솜씨가 무척 다감하고 소박하다. 그래서 어

느 누구보다도 다채롭고 화려한 고위공직생활로 한 평

생을 지낸 그의 삶에 비해서는, 어쩌면 이 책 속에 담은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곱고 겸허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감동에사로잡히도록만드는것이아닐까.

젊은 날에는 대개 그렇듯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

으로학생운동에뛰어들었다가는그로인한마음의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지만, 저자의 경우는 학생운

동의중심에서크게활약하였으면서도오히려그와반대

였으니, 대학졸업장보다 먼저 행정고시 합격통지서를 손

에 쥐었다는 사실에서부터, 고건 전 총리가 저자 결혼식

의 사회를 맡았었고, 스물일곱의 앳된 나이로 군수가 되

었을때에군수실을찾아온시골노인들이그에게“군수

영감님은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는 일화라든지, 대통령

의 군청순시 때에 화장실에 간 그의 손 씻을 물을 들고

가다가그만대통령의발등에쏟고말았다는에피소드들

로부터 시작하여, 목소리는 낮으나 내용은 흥미롭고 튼

실하며 교훈적인 단락들로 이어지는 이 책은, 책의 앞부

분 몇 페이지만 대충 살피고 덮어버릴 정도의 자기과시

뿐인보통정치꾼들의흔한자서전이아님은분명하다.

거기에다가, 저자의 고위공직생활이 다섯 대통령의 임

기를두루거쳤을뿐만아니라, 그여러정권에서쉬지않

고 안동시장, 경북

도지사, 환경청장,

내무부차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총

무처장관, 서울특별

시장 등으로 줄곧

영전했다는사실은, 그의행정능력이그만큼뛰어났을뿐

만아니라그가그만큼신명을다바쳐서일해왔음을반

증하고도 남는 것이리라. 그렇지 않고 요즘의 일부 불량

한선출직공직자들처럼돈을챙기거나성추행을밥먹듯

이 하고 정치음모를 일삼는다면, 그 어떤 정권담당자가

있어서그런사람들을함부로높이사서고위관료로임명

하려 하겠는가. 그 이유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게 된

다면, 그것은정부도불행하고국민도불행해지는일이되

는것임을천하가다잘알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그의

고백이아닐지라도, 이나라의지난성장기에훌륭한행정

가인저자가행정부의고위직을두루거쳤으며, 만년에는

국회에 진출하여 내리 3선 의원까지 하는 중에 정책위의

장, 상임위원장등을두루역임하며뛰어난의정활동을했

고, 마지막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임명되어 일했음

은이나라에무척다행한일임에틀림이없지않은가.

따라서, 그가 부록으로 책의 뒤편에 덧붙인 한 줌의

명언, 격언, 속담등이아닐지라도, 이미이책을통하여

그가 한평생 고위공직자로서 걸어온 머나먼 길을 되짚

어 돌아보며 담담하게 풀어놓은 6장으로 된 인생이야기

자체가 읽는 이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양식이 되며 명언

과격언과속담이되고도남을것이라고믿는다.

이상배전의원의 목민심서는읽었지만

내지-2차  2020.9.22 1:38 PM  페이지37   Cheil-868 



38

‘M세대’를아십니까? 마스크세대, 요즘아이들을M세대라고부른

답니다. 아이들은집에서온라인으로공부합니다. 어쩌다학교에가도

대화가금지됩니다. 짝꿍을만나기도, 친구를사귀기도어렵습니다. 

키즈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모두비슷합니

다. 대학신입생들도캠퍼스의공기를맛볼수없습니다. M세대는부모

님의옛이야기를믿지못할것입니다.

그런M세대의미래에는어떤세상이기다리고있을까요? 사람들은대

전환이이미시작됐다고말합니다. 개발과성장, 경쟁과효율이중시되

던시대가지나고, 생명과평화, 포용과공존이중시되는시대가오고있

다는것입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미래를준비해야합니다.

그러나 대전환은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와 함께

상처도남깁니다. 성취는지원하고, 상처는예방해야합니다.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패자가생긴다면, 바로부활할수있도록지탱해드려

야합니다. 그를위해꼭필요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건강안전망입니다.

프란치스코교황님은말씀하셨습니다. “신은늘용서한다. 인간은가

끔용서한다. 자연은결코용서하지않는다.”코로나같은감염병은자

연의응징이라는해석이있습니다. 환경파괴와기후변화에서연유했다

코로나이후, 대전환의미래를위하여

李洛淵

더불어민주당대표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憲政』은 지난 9월 7일∼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대표와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의연설문가운데일부를발췌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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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류는 새로운 감염병

에잇따라시달리고있습니다. 우리도사스, 신

종플루, 메르스의 공격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감염병은 더 자주, 더

독하게찾아올수있습니다.

그에대비해야합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의권

역별설치를서둘러야합니다. 공공의료체계강

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이후에협의체를통해다시논의하겠습니

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

에집중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은어제오늘의과제가아닙니다. 그

래도해마다 2,000여명의노동자들이산업현장

에서희생되십니다. 도저히이해할수도, 받아들

일수도없습니다. 그런불행을이제는막아야합

니다.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그시작입니다. 이들법안이빨리처리되

도록소관상임위에서노력해주기바랍니다.

둘째는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그렇듯이, 변화도약자를더공격합니

다. 약자일수록변화에적응할준비가부족합니

다. 그래서변화는대체로격차를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속합니다. 상위 10%가전체소득의 43.3%

를차지합니다. 상위 1%에게전체소득의 12.2%

가돌아갑니다. 반대로국민의 17.4%는중위소

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미국, 이스라엘다음으로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

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것입니다. 코로나사태가길어질수록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완화해가는방안을찾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가먼저위협받고있습니다. 고용위기의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

급히시행해야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

사자(특고)부터고용보험을확대시행하려합니

다. 이어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등으로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

원제도를조속히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누구든지생계급여를받을수있는

나라로가야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등여러사

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

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보육책임체계’를조기에구축하겠습니다.

셋째는한국판뉴딜과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새로운질서, 새로운기준을인류에

게강요할것입니다. 새로운경제, 새로운산업

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미리 대비

하고 대전환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마중물이한국판뉴딜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때 IT 강국을준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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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번에우리는코로나위기속에서포스트

코로나를준비합니다. 디지털뉴딜과그린뉴딜

은코로나이후의디지털강국, 그린강국을향

한준비입니다. 디지털전환은선택의여지가없

는흐름입니다. 디지털뉴딜은우리의디지털전

환을크게앞당길것입니다.

전국의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을연결하는

‘디지털집현전’을세우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과‘스마트상점’으로기존산업의생존력을높이

겠습니다.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

지털기술의표준국가로도약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전환도선택의여지가없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선도국가는 새롭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 몽골은

‘말’, 네덜란드는‘바람’, 영국과독일은‘석탄’,

미국은‘석유’등으로패권국에올랐습니다. 

이제는클린에너지입니다. 클린에너지에서우

리가선도국가로발전해야합니다.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는저탄소경제의중요성을일깨워주었

습니다. 이미세계에서는온실가스감축과녹색산

업발전이발빠르게진행됩니다. 국제사회는환

경규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그런흐름에호응해

야산업경쟁력과일자리를유지할수있습니다.

우리도국제적환경규제에적극적으로호응할

것입니다. 미래차와분산형그린에너지를확산

하겠습니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

을주목합니다. 그럴만한국제적여건과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은 한국

바이오헬스의신뢰를높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속에키운 IT산업은그후우리

경제를지탱해주었습니다. 이제코로나위기속

에바이오헬스산업을키우면, 우리의미래경제

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저는확신합니다.

내년예산안은 21조 3,000억원의뉴딜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7조

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강화와사

람 투자 5조 4,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일단

36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려합니다.

넷째는성평등입니다. 

고위공직과지방정치등에여성의진출이현저

히늘어나고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충분하

지는않습니다. 우리사회의여성억압구조는아직

도완강합니다. 여성억압구조를해체해가겠습니

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소속공직자의잘못에대해피해자와국민께거

듭사과드립니다. 그런일이다시는없도록내부

감찰과성인지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보

호를위한제도적장치도조속히보강하겠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아직도 31%나됩니다. 그격차를단계적

으로축소하겠습니다. ‘유리천장’도빨리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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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공공기관의여성임원비율을의무화

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고위직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

평등은일상에다양하게숨어있습니다. 낯선사

람을만날때면걱정되고, 가사노동과가족돌봄

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성의 그런 걱정과 짐을

덜어내도록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는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면적은국토의12%에불과합니다. 그수

도권에사는주민이올해처음전체인구의절반

을넘었습니다. 1,000대기업본사의 75%도수도

권에있습니다. 수도권은비만을앓고있습니다.

과밀은수도권주민의삶의질을악화시킵니다.

반면에대부분의지방은경제쇠퇴와인구감

소에허덕입니다. 지방소멸은이론이아니라현

실로다가오고있습니다. 지역불균형은국민모

두의행복을저해합니다. 국가의발전역량도훼

손합니다. 균형발전을더는미룰수없습니다.

가장상징적, 효과적인대안으로행정수도이

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

속히가동돼이문제를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는여전히서울입니다. 서울은쾌적하고품

격있는국제도시로더욱발전시키겠습니다. 또

한 2단계공공기관이전과혁신도시추가지정을

신속히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

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사업선정과예산배정이균형발전

에기여하도록지방을더배려하자는것입니다.

그렇게하도록정부에거듭요청합니다. 

연대와협력, 윈-윈-윈의정치로

우리국민은위기앞에서연대하고협력해오

셨습니다. 국민의그런경험과저력은우리의믿

음직한자산입니다. 정치는어떻습니까? 국가적

위기앞에서정치도연대하고협력합니까? 우분

투(ubuntu: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당신이 있어

내가있다), 당신이있어내가있다고우리정치

는믿고있습니까?

그렇다고말하기어렵습니다. 국가적위기, 국

민적고통앞에서도정치는잘바뀌지않았습니

다. 상대를골탕먹이는일이정치인것처럼비

치곤했습니다. 전례없는국난에도정치가변하

지않는다면, 무슨희망이있겠습니까? 이제달

라집시다. 국난을헤쳐나가는동안에라도정쟁

을중단하고통합의정치를실천합시다. 국민과

여야에함께이익되는윈-윈-윈의정치를시작

합시다. 저부터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것을제안합니다. 코로나위기극복과대

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룹시다. 예컨대, 산업화와민주화를위한서로

의기여를인정하고미래를함께준비하는‘21세

기새로운전진을향한대합의’입니다.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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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기후위기극복, 한반도평화, 민주주의완성

등을담을수있을것입니다.

여야의비슷한정책을이번회기안에공동입

법할것을또한제안합니다. 감염병전문병원확

충, 벤처기업지원, 여성안전같은 4.15 총선공

통공약이그에속합니다. 경제민주화실현, 청년

의정치참여확대, 재생에너지확대등공통되는

정강정책도함께입법합시다.

정치에서경쟁은피할수없습니다. 그러나경

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

시킬수있습니다. 정책협치를통해정무협치

로확대해갈수있습니다. 그렇게할것을여야

에호소합니다. 저는‘원칙있는협치’를약속드

린 바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반대를 위한 반

대’는하지않을것이라고믿고싶습니다. 그래

도 만약‘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문제는없다고저는믿습니다.

‘함께잘사는일류국가’대한민국

제가꿈꾸는대한민국은‘함께잘사는일류국

가’입니다. 그렇게되도록저의모든것을바쳐노

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함께만들어갈우

리의미래는이렇습니다. 

첫째는잘사는나라, 행복국가입니다. 경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장은중요하지만, 성장의질은더욱중요합니

다. 국민의건강과안전과생명을최우선으로지

키겠습니다. 

둘째는함께사는나라, 포용국가입니다. 포용

국가로가도록복지를더욱채우겠습니다. 전국

민고용보험등사회안전망을조속히확충하겠습

니다. 모든계층의소득을늘리며격차를완화하

겠습니다. 성 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

다. 국민통합을이루겠습니다.

셋째는창업하기좋은나라, 창업국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실패해도

몇번이든다시도전할수있는나라로변모시키

겠습니다. 실패가오히려사회적자산이되는나

라로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입니다. 남

북한이민간교류와협력을활성화했으면합니다.

남북한당국간대화의재개를제안합니다. 남북

간합의사항을단계적으로이행하면서신뢰를회

복하기바랍니다. 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할

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싶습니다. 여야와정부,

시민사회와경제단체가함께하는‘평화통일연

석회의’를가동할것을제안합니다.

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입

니다. 코로나위기는한국을공헌국가로세계에

인식시켰습니다. 한국은 G20 구성원이자 국제

사회의 중견국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하기

를바랍니다. 특히모든이웃나라들과선린으로

교류하고협력하기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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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일상이된시대, 공동체는위태로워지고있습니다. 미래

의불확실성은더커져만가는데, 아프고소외된서민의삶은누가나

서서위로하고해결해줄수있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되는

변화된환경에얼마나준비하고있습니까. 코로나양극화, 코로나이

후교육시스템의변화, 노동환경의변화에얼마나대비하고있습니

까? 코로나이후예상되는변화에대해얼마나준비를하고있는지,

많은전문가의도움을받고있는지, 국민들은전혀모르고있습니다.

제대로준비하고국민들에게소상히상황을알려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은하루살이국가가아닙니다

대한민국은하루살이국가가아닙니다. 하물며하루살이도하루전

체의계획이있다고하지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의임기는불과20

개월뒤면끝나지만대한민국은그이후에도영속되어야합니다. 

OECD 36개국중한국과터키만외면하고있는재정준칙을시급

히도입해야합니다. 5년단임정부가장기국가재정을위태롭게하

는사태는막아야합니다. 

지난정부에서도균형재정을위해세출과세입을규정하는연성재

정준칙을운영한적이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맞추려고애썼고, 세계잉여금이생기면국가

부채를갚는데최우선적으로썼습니다. 

“국민의힘으로우리모두의

내일을함께준비합시다”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朱豪英

국민의힘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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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민주당대표시절“국가채무

비율이사상처음으로재정건전성을지키는마

지노선인 40%가깨졌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바닥났다”고비판했습니다. 

이명박정부 180조원, 박근혜정부 170조원

나라빚이늘었는데, 이추세대로라면문재인정

권 5년만에무려 410조원이넘는새빚을다음

정권에떠넘기게됩니다.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미증유의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재정건전성확보라는원칙을지켰습니

다. 문재인정부는겁없이개발연대이후지켜

온나라살림살이의금도를허물어버리고있습

니다.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는없습니다. 부채증가율을엄격하게제한하고

관리하는재정준칙을조속히도입해야합니다. 

급격한고령화와코로나이외의또다른팬데믹

우려도있기때문에재정건전성의황금률을허물

어서는안됩니다. 생색은쓰는정부가내지만, 빚

감당은오롯이국민과미래세대의몫입니다. 

코로나이후의외교대책은있습니까

코로나여파는국제질서와국가간외교관계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명운을좌우하는중요한선택입니다. 자

국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심화

되고미·중이전방위적으로충돌하고있는세

계질서속에서냉철한전문성을바탕으로국익

위주의외교안보를펼쳐야합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포괄동맹’입니다. 문

재인정권은한미동맹을이탈해대체어디로가

려고하는것입니까?  

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에있어서도‘한반도

운전자론’을내세웠지만결과는무능과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구두평화’로국민을현혹했지만, 한반도의진정

한평화는더욱더멀어졌습니다. 남은것은고도

화된북한의‘핵’과‘미사일’, 그리고상습적인북

한의‘조롱’과‘협박’뿐입니다. 과연문재인정권

이꿈꾸는미래는‘핵없는’대한민국입니까, 아니

면‘핵위기가일상화된’불안한대한민국입니까? 

기후변화대책, ‘탈탄소’로가야합니다

우리의미래를위해절대로빠트려서는안될

것이‘기후변화’대책입니다. 역대최장의장마와

집중호우를기록한올해여름의기상이변은누가

뭐라고해도‘기후변화’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환경

선진국들은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탄소세를신

설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까지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우리삶의일상을바꿔놓았다면, ‘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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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는우리생존의조건을통째로파괴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추진하는‘탈원전정책’

은세계기후변화대책과거꾸로가고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은날씨와기후에따라전력

생산량이불규칙합니다. 이를보전하기위해석

탄, LNG 발전소를보조로가동하게됩니다. 탈

원전을선언한독일의경우가그랬고, 우리도마

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미세먼지와탄소배출이없는청

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늘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온

실가스배출량은‘그린뉴딜’을주창하는이정부

아래에서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원전이냐, 아니냐’의문제가아니라, ‘탈

탄소냐, 아니냐’의원칙으로접근해야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하겠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권이그동안보여온실정과무능의결

정체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집세를올릴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 하

지만입법과정의착오로임대인은임차인의동

의를얻어야만집세를올릴수있는것으로판명

되었습니다. 이른바‘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싸늘하기만합니다. 집을가진사람들은

매물을거둬들였고서울지역전세값은한달사

이에 2∼3억씩올랐습니다. 시장원리에도맞지

않고내집마련하겠다는서민들의열망을짓밟

는악법으로판명되고있습니다. 

시장에서‘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

라서 가격이 등락하는‘시장재’라는 가장 기초

적인사실을이정권은간과해왔습니다. 다주택

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

였을뿐만아니라이정권은부동산문제를정책

이아닌이념으로대해왔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고령자들을위

해이들이편리한지역에다양한형태의맞춤형주

택을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규제를완화하고수

요가많은도심내주택공급을늘려가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공공주택과장기임대

주택의공급을확대하고주거급여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

장하겠습니다. 

‘삼권분립’과‘법치주의’철저히 파괴되었

습니다

이정권의가장큰잘못은‘삼권분립’과‘법치

주의’를다파괴했다는사실입니다. 국회의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전위대노릇까지하고있습니다. 지금문재

인대통령은전임대통령들이반복했던‘대통령

의함정’에빠져있습니다. 

민주주의의최후의보루는독립된사법부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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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니다. 재판은공정하게진행된다는믿음이중

요합니다. 그런데이제국민들은주요정치사건판

결의결과를다예측할수있게되었습니다. 대법원

의이재명경기도지사사건파기환송, 은수미성남

시장사건파기환송, 김경수경남도지사재판장기

지연, 한마디로‘내편무죄’, ‘네편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

까?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

면엄청난시간과노력이필요합니다. 

8.15 집회를허가한판사의이름을넣어비하

하는법안이국회에제출되어도, 김명수대법원

장은사법부독립을훼손하는일에대해일언반

구도하지못했습니다. 

재판의기준은‘법과양심’입니다. 그런데대

법원장은‘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재판을부추기고있습니다. 검찰에이

르면도저히할말을못찾겠습니다. 권력에대

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

다. 정권에영합한검사들은무조건영전하고정

권에조금이라도거슬리는수사를한검사는무

조건좌천입니다. 

윤미향정의연의횡령의혹, 울산시장선거개

입공작사건, 박원순·오거돈성범죄사건은왜

수사가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역대이런정

권이어디있었습니까? 누구도법위에있을수

는없습니다. 법무부장관뿐만아니라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

도구속되고형님도구속되었습니다. 역대대통

령들은아들들과형님을구하기위해측근을법

무부장관에앉히거나검찰수사팀을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

고, 민주화가이뤄낸성과였기때문입니다. 

이정권은우리가지난30여년간쌓은법치주

의를일거에무너트리고있습니다. 권력의힘으

로덮는다고진실이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 그

사이에진실은점점더힘을키워더큰힘으로

세상에나올것입니다. 

우리모두는국민앞에, 권력앞에, 세월앞에, 조

금더겸손해야합니다. 하늘의그물은놓치는법이

없다고합니다. ‘삼권분립’과‘법치주의’는‘공정’

과‘정의’가그핵심가치입니다. 많은젊은이들이

분노하고절망하는이유는입으로공정과정의를

외치던사람들이앞장서서공정과정의를짓밟고

도뻔뻔하게변명만늘어놓고있기때문입니다.

청와대회의실문재인대통령의뒤편에는‘나

라답게정의롭게’라는문구가보입니다. 과연지

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하고 있

습니까? 정말‘나라답게정의롭게’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

다. 지금이라도추미애장관에게잘못된검찰인

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장관에명령해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권력에사유화되고시스템이허물어

지도록그대로두고볼수는없는일입니다. 이렇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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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우리당은이런법원과검찰의일탈과

파행의진상을제대로파악하고이를바로잡기

위해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공정사법

특별위원회를구성하자고제안하는것입니다. 

국민의힘은약속드립니다

우리는당의이름을‘국민의힘’으로바꾸고새로

운정강정책을만들었습니다. 국민의신뢰를회복하

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제분

열과갈등을넘어국민을통합하고미래세대를책임

지는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국난의위기앞에서국민의삶을보호하

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되겠습니다. 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고차

별을시정하는선도적인사회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야기하고있는경제실패를바로

잡는경제적실용주의정당이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은국민의힘이국민들께약속

드리는주요정강정책의방향입니다. 성장과분

배가공정한세상! 사회적생산시스템을바꾸고

미래세대를책임지는‘국민의힘’이되겠습니다. 

모두에게기회가열린나라, 일하는모두가존

중받는사회, 미래변화를선도하는경제혁신, 약

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

는경제의모습입니다. 

국민과함께만드는정치개혁, 모두를위한사

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

깨끗한지구, 지속가능한대한민국, 내삶이자

유로운나라, 남녀모두가행복한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우리모두의번영과안전을보장하는외

교안보, 국민의힘이반드시지켜갈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기본소득’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나라재정의여력이허락하는범

위내에서, 절대빈곤을타파하고국민의삶의안

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

니다. 이것이국민의힘이우리국민들에게드리

는약속입니다. 

여당의진정한협치를원합니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 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

투족의말, 참으로의미가있는제안이라고생각

합니다. 국가적위기의순간에정치권은국민을

통합하고협치해야합니다. 

이제는남탓과국민편가르기를중지해야합

니다. 상생과협치는힘있는자의양보와타협

에서시작됩니다. 그런데정부여당은늘말로는

협치를이야기하지만실제로는우격다짐으로밀

어붙이는힘의정치를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입

니다. 지금은협치가요구되는시간입니다. 말로

만끝나지말고진정한협치, 진정한상생의정치

가있기를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위대합니다.

국민의힘으로우리모두의내일을함께준비합

시다! 우리국민의힘이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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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에서는임기동안적어도 10여개이

상의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무려 23번의 부동산정책

을발표하였다. 

부동산정책의 성과 여부는 파급효과 분석 등

을통하여판단해볼수있으며, 이론상은거시

계량모형등의분석방안을사용한다. 그러나부

동산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경우도많고, 분석에어떤변수를사용하느

냐에따라달라진다. 

또한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급등한주택가격의상승률이다소둔화

되었다고 하여 과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집값

을잡았다고평가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문

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요인도 혹자

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위한정책의누적된효과가이제나타나

는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그러나 학문적 분석방법 등은 차치하고라도

부동산거래관련통계에의하면, 주택가격과전

세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고있음을알수있다.

수도권에서 2∼3년전에입주한새아파트의경

우에는대부분분양가보다매매가격은 2배이상

뛰었고, 전세가격도 분양가보다 1억 이상 상승

한곳이속출하고있다.    

전세가격도전세물건품귀로인하여 60주연

속상승하고있다. 물론과거에도 100주이상연

속 상승하여‘미친 전세’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이를두고지금전세난이심각하

지않은것으로보는견해는없을것이다. 시간

의경과에따라서서히상승하는것과비교적단

기간에급격히상승하는것은그의미가전혀다

르기때문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을 부동산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라

는측면으로짚어본다.    

부동산정책, 단기성과보다근본처방이효과

金學煥

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정책연구고문

특집Ⅱ 부동산정책의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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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긍정적효과

첫째, 거래질서교란행위에대한강력한규제

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는 기여하였다. 안내

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가격담합행위의 금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

한 표시·광고의 금지와 인터넷상 표시·광고

의 모니터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

터의 설치·운영(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 등으

로 부동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

는효과를나타내고있다. 

둘째, 부동산투기행위에대한단속등부동산

시장의투명성을향상시켰다. 자전거래등에의

한거짓거래신고를하지못하도록하였고, 투기

과열지구또는조정대상지역의실거래가 3억원

이상인주택은자금조달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투기성거래라고볼수있는주택의단기거래

에대한양도세가강화되어, 1년미만 70%,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된다(2021. 6. 1.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

응반을설치하여편법증여, 대출유용등투기를

근절하기위한조사와관련조치를하고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도입으로 임대

차계약정보가공개되어정확한임대차시세정

보에기초해임차인이임대인과대등한위치에

서임대조건을협상할수있어부동산시장의투

명화에기여할수있다(2021. 6. 1. 시행).

셋째, 주거복지측면에서효과가가시화될수

있다. 전·월세시장에서계약갱신청구권및전월

세상한제로임차인의안심거주기간이2년더연

장되었고, 갱신시임대료상한도5% 내로제한되

어임차인들의임대료부담이경감될수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지원강화, 쪽방·노후고시원등사각

지대해소를위해찾아가는상담제도와무보증

금제도 도입,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 착

수등으로서민의주거복지가향상될수있다. 

넷째, 주택의공공성강조로서민주거안정및

실수요자보호라는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였다.

부동산정책의핵심기조인‘주택공공성강화’로

주택정책을경기부양이나경기조절의수단으로

이용하지않는정책의일관성을비교적유지하였

다. 또한집이투자의대상이아니라‘거주’의대

상으로접근하여투기수요가어느정도차단되었

으며, 실수요자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맞

춤형대책으로이른바포용적주거복지의토대를

마련한것은긍정적효과라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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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부정적효과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에는긍정적효과도

있지만, 부정적효과가더부각되고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기본 정책

목표와는전혀역행하는현상이나타났다.  그점

에서대다수부동산전문가들은부동산정책을실

패라고평가한다. 한국경제학회도절대다수경제

학자가수도권집값폭등이정부의정책실패탓이

라고진단한조사결과를발표했다. 경실련에서는

부동산투기조장책만쏟아냈다고혹평한다. 

생각건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

점은다음과같이분석해볼수있다.     

첫째, 부동산정책은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인식에서출발하여야하나, 이점에서한

계를드러냈다. 한국은행통계자료에의하면유동

자금(M2)이3,077조(2020. 6.)에달하고있다. 시

장에는유동자금이넘쳐나면서적당한투자처를

찾지못해부동산으로몰리고, 화폐가치가하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게되었다. 유동성이계속증가함에도코로

나19 극복을위한경기부양책으로또다시엄청난

통화가공급되었다. 이유로실물경제가좋지않으

면 부동산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통례이나, 반대

현상이나타났다. 그렇다면부동산정책에서도예

컨대, 릿츠의대형화와적정수익률보장을통하

여제로금리에따른적당한투자처를제공하는방

법등을서둘러마련했어야했다.   

둘째, 부동산정책의땜질식처방을반복하였다.

정부에서는과격하고성급한부동산정책을발표한

뒤시장에서부작용이빚어지면보완책을내고며

칠후엔그보완책을다시땜질하는일이되풀이

되었다. 임대사업자의순기능을활용해전·월세

공급을늘리겠다던정책은7·10정책을통해민간

등록임대제도를사실상폐지하는조치를내놨다.

그러나임대사업자들이반발하자한발물러서기

존세제혜택중일부는유지하기로했다. 계약갱

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로임대인의반전세, 월세

선호로전세물건품귀와전세가급등현상을빚자

전·월세전환율의인하, 상한제의신규계약적용,

표준임대료제도를보완책으로논의하고있는데,

이역시새로운땜질처방의예고라고볼수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정책 시행과정상의 부작용

이나미비점에대한제대로된점검없이급조하

다시피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뒤늦게 보완책

을내놓는땜질식처방을행한탓에부동산정책

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의혼란만가중시켰다.  

셋째, 부동산정책의 주된 내용은 거래규제 및

대출규제가주를이루었다. 그러나부동산거래규

제는수요억제가아니라거래질서교란행위나투

기적수요를억제하는규제에그쳐야한다. 어느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는 풍선효과를

유발하였다. 다주택자에대한지나친규제는부동

산을 처분하는 대신에 부담부 증여 등을 택하게

만들었다. 무리한대출규제는오히려무주택실수

요자나 1주택자로서보다양질의주택으로이동하

내지-2차  2020.9.22 1:39 PM  페이지50   Cheil-868 



2020. 10 51

려는중산층을곤란하게만들었으며, 집값상승에

좌절하던젊은세대들은은행대출을‘영혼까지끌

어당겨’부동산투자에올인하게만들었다. 

넷째, 부동산의공급정책이상대적으로소홀히

다루어졌고, 8.4 공급대책은가장마지막인 23번

째로뒤늦게나왔다. 100%가넘는주택보급률등

에의해다주택자로그물량이시장에쏟아져나

올것으로생각한것은오산이었다. 또한재건축

을규제하면가격을안정시킬수있을것으로생

각한것도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시장에는필요한

곳에의공급과더불어절대공급량이증가할수

있는 주택공급의 시그널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

런데공급정책이시기상너무늦게나와뒷북을

치는꼴이됐다. 신도시등에대한주택공급은정

책이 발표돼도 실제 공급까지는 5∼6년이 넘게

걸린다. 따라서좀더일찍공급대책이나왔어야

했다. 이미가격이오를대로오른상태에서는단

기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8.4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주택시장이진정되지않으니까행정수

도 이전문제까지 거론됐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

로세종시의주택가격만폭등시켰다.  

부동산정책을위한제언

부동산정책은투기적수요만잠재운다고해서,

또한거래를규제하는것으로해결되는것이아니

다. 수요가몰리는곳에적재적소공급을해야한

다. 따라서때로는신도시개발도필요하지만, 도

심내의도시재생에의한양질의주택공급이더중

요하다. 또한신규아파트공급과더불어기존주택

의거래가활성화되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 

또한부동산정책은부작용까지검토하여신중

하게발표할필요가있고, 그정책이후속적으로

법개정에의해구현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

다. 정책에의한신속한대응이필요하더라도일

방통행식의 정책 발표와 강행은 갈등을 야기한

다. 관련전문가나관련기관의의견의청취로오

류를줄일필요가있다.      

나아가 부동산정책은 우선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

하여 근본적 처방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야한다. 따라서부동산정책을정권이나정치적

논리로접근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부동산입문서인『부동산학원론』에는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할수있도록선도하며, 형평성을유지시켜여타

사회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은 불완전한 정보나 정부

의 획일적인 규제 또는 관료주의나 규제수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책의 실패가 발생하여 생

기게된다고기술하고있다.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애덤스미스

연구소장도 정부의 규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

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며, 시장실패보다

더심각한것이정부실패라고지적하였다. 부동

산정책에서도기본원리와원칙을다시한번되

새겨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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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방향과시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부동산관련정책으로모두가누리는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과청년과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을발표했다. 이를위해공적임대주택의확대공

급및지원강화, 주거비용지원강화등을위한

세부계획을내놓은바있다. 이처럼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및실수요자보호를위한정책을공언

하였다. 그래서인지문재인정부의국정지지율

이집권 3년내내평균 60%대를유지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여

당을만들어주기도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

들에대한불만이커지면서지지율이악재로작

용하여취임후최저치인 39%까지내려갔다. 특

히, 지난 7월말기준으로한국감정원자료를인

용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을 알아보면 문재인 정

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주택매매가

격상승률은평균 59.8% 상승하였으며, 서울강

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는각각 61.2%,

60.7%, 57.9%, 69.4% 상승하였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역시 각각 86.3%,

83.4%, 80.4% 상승했다. 서울의대표적중·서

민층 주택가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은다른지역보다다소낮은상승률이지만각각

54.6%, 35.4%, 36.8%가상승했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내놓은 23번

의부동산정책은공급도수요도억제하는규제

정책으로일관했기때문에서울지역주택가격이

더많이오른게아닌가한다. 그런데문재인정

부는주택가격상승을이야기하면과거정부탓

만하고있다. 과거의잘잘못은현재의거울이며

정부는현재를파악하고미래국가와국민을위

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과시장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

특집Ⅱ 부동산정책의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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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

향하는 부동산 정책방향과 맞는 정책이었는지,

처음에발표했던서민주거안정및실수요자보

호를위한주택정책을공언했던것은어디로간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주택가격

은평균 1.5배이상상승하여서울에사는무주

택서민들은내집마련의꿈이점점멀어져가고

있어정부를신뢰하지못하고있다.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허와실

문재인정부의 3년 3개월동안부동산정책의

실기라면 23번의부동산정책중 15번이규제정

책이었다는것이다. 문재인정부는부동산정책

의큰그림도, 로드맵도, 시장을이해하는것도

다소부족했던탓에시장이과열되거나문제가

발생하면공급없는단기적규제대책만내놓아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시장은 혼란

스러워졌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 부족

또는수요가많은것임에도대출규제와보유세

인상, 양도세중과등으로수요를억제해왔다. 

특히, 지난3월말기준 156.9만호가임대주택으

로등록되면서임대시장에서도, 매매시장에서도4

년또는8년동안매도할수없어매물잠김현상이

공급부족현상으로나타나매매가격은물론전월세

가격까지급등하는등시장왜곡현상이나타나고

있다. 공급이부족하다는것을알게된 대부분의

수요자들이주택매수에나서면서가격은점점더

상승하게되었고이에불안감을느낀30대젊은층

은‘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집을마련했다는뜻)

이라는말까지등장했다. 여기에지난7월말과8월

초국회를통과한임대차3법과부동산조세3법또

한시장경제에충격을주어전세가사라지고가격

이상승하는등왜곡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 지난 8월 18일부터는 임차인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의무가입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하지않아도될감정평가부터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도임대인과임차인이각각납부해야한

다. 이처럼 임대차 3법과 동시에 조세3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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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주택가격만 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매

물부족현상과 더불어 짧은 시간에 전월세 가격

까지급등하는등정부가서민을위한정책이라

며내놓은정책이당장은서민들의고통을가중

시키는정책이되고있다. 주택소유자에게는세

금은올리고임대료는규제하는등규제압박이

점점 커지자 결국 임대인도 국민이라며 광화문

으로나가는사람이있는가하면공청회한번하

지않고모든정책을시행하는정부가국민을위

한정부인지반문하는사람들도있다. 

또한 다주택자와 가수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것도잘못된정책이라고반문한다. 이

들의말도틀리지는않는다. 시장은언제나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정책으로시장이바로서게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정부는 시장을 규제

하며끌고가려고한다. 

특히, 정부의공급정책중공공참여고밀재건

축도입으로용적률및층수를완화하고이를통

해 5만호주택공급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

다. 과연실현가능할까? 증가되는용적률의 50

∼70%를기부채납해야하고, 남는이익의 90%

까지환수한다는데여기에나머지 10%도결국세

대당 3천만원이넘는이익이발생하면재건축초

과이익환수라는명목으로다시최대 50%까지환

수해간다. 조합원(토지등소유자)들이선뜻사업

에나설것인가? 정부가개인의사유재산을공공

성과사회성을내세워무조건환수하겠다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

다. 정책이모든국민을만족시킬수는없지만집

없는서민들을대변한다는차원에서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15번의 규제정

책에도서울의주택가격은지금도지속상승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포구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86.3%나상승하면서강보합세를유지하고있다.

반면, 그나마도문재인정부가내놓은정책중

주택공급정책은서울및수도권지역에 127만호+

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이지만 과연 모두

실현될수있을까? 계획은좋은데실천이더중

요하다. 실천이없는계획은계획일뿐이다. 127

만호+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발표된공급계획

을모두합한공급량으로수도권 30만호를비롯

하여 5.6대책, 8.4대책에서 언급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가격이오르기전공급대책을내놓았어야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공급의 적정 시기에 관계

없이시장에직접개입해시장을끌고가려는정

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

보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제 별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임대차 3법시행은임대인도임차

인도 모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급하게

시행하다보니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아도 내몰리지 않는 반면 임대인은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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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인상하지못하도록하였다. 

또한종합부동산세를인상하면서 1주택자는오

르지않을것이라고정부는발표했지만이미공시

지가와공시가격이매년현실화되고있으면서공

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100% 정상화 된

다. 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율도 0.5%였던것을

0.6%로인상했다. 다주택자는죄인이되었다. 종

합부동산세를대폭인상하고양도세도대폭인상

하였다. 내년 6월부터는주택을매도하지도못하

고보유하지도못하게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과세로부동산시장을안정화시키는것은단기적

효과는있을지몰라도중장기적대책은되지못한

다. 과연부동산시장만큼은거짓말을하는정부를

국민이믿지않으니이번에는정부도국민을믿지

못하겠다면서부동산감시기구를만든다고한다.

박근혜정부는빚내서집사라고했다는데이번에

는집사지말라고한다. 정부의정책을어디까지

국민들이믿어야할지궁금하다. 

부동산정책은일관성있어야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

하게만들기위한지침또는행동방안을의미한

다. 즉, 정부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시

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토지, 주택, 조세, 도시정책등으로세분화할수

있으며, 이들정책들은서로유기적인관계를맺

고있기때문에일관성있는정책이요구된다. 

그러나정부가부동산시장에개입하는이유는

크게사회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치적측면

의개입과시장의실패를수정하기위한경제적

측면의개입으로구분할수있다. 문재인정부는

다양한정책을내놓으면서투기수요근절을위해

행정·금융·조세를 아우르는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여 주

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공급을

제외한관주도주택공급정책보다는민간주도공

급방식에맞춰시장경제를존중해야할것이다. 

정부가부동산시장에개입하려면수요공급법칙

을따르되시장이잘못된방향으로흘러갈때이것

을바로잡기위해개입해야한다. 따라서정부가

시장을끌고가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며규제가

능사는아니다. 부동산시장이잘못되었다면하나

씩, 둘씩바로잡아가야하는데문재인정부는이를

한꺼번에바꾸려고한다. 개혁이라고하는것은잘

못된정책을하나씩, 둘씩고쳐가는것이다. 이를

한번에바꾸면이는개혁이아니라혁명이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개혁이라

기보다는혁명에가깝게고쳐나아가고있다. 부

동산시장변화를정부는너무조급하게서둘고

있다. 정부는시장을이해하고시장에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정책을내놓아야한다. 또한단기적인부동

산정책도중요하지만후손을위해서라도 100년

을내다보는중장기로드맵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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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7일 경실련 등 시민의 힘으로

만든‘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법이 여야 의원

몇몇 합의로‘부동산 3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

과했다. 부동산 3법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포함됐다. 2015년하반기부터아파트값이꿈틀

댔다. 2016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파면으로

이어지면서아파트값이상승했다. 

문재인정부출범부터투기세력움직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된‘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주택임대업자등록특혜’라는두정책

으로부동산투기가급증했다. 당연히신고해야

할임대업에세금특혜와대출 80% 허용으로투

기를조장했다. 문재인정부가의도적으로집값

상승을유도하는정책을사용한것이다. 우선 5

년간 매년 10조씩 50조를 투입해서‘도시재생

뉴딜사업’을한다는것은세계유례가없다. 집

없는사람들도낸세금으로투기꾼들의집을새

로지어주겠다는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소득주도성장’

과공정평등정의를내세웠다. 출범직후 '부동산

투기를근절한다.'라고말했다. 2017년 8월청와

대수석과국토부장관등은내년(2018년) 4월까

지집팔시간을주겠다. 집을팔아라! 그런데정

책은 2017년 12월임대업자특혜를남발‘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를잡는다고하면서, 투기(재벌과공기업토

건업소수의투기꾼)를조장하고있었다. 노무현

정부의학습효과로정부가‘부동산투기와전쟁’

을외치면오히려투기세력이반대로움직였다.

문재인정부2년경실련내부정책평가결과는

심각했다. 경실련은정부에경고했다. 조작된공

시가격 문제와 임대업자(투기꾼)의 주택사재기

현상을알렸다. 그리고공기업과재벌이터무니

없이높은분양가로시민에바가지를씌우는정

책의문제를지적하며대안을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경실련과시민의말을들으려하지않고

정부의부동산정책무엇이문제인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특집Ⅱ 부동산정책의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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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부동산투기를자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30%에서 2019년 말

40% 폭등했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서울아파

트값이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했고, 수도권으로

집값상승이이어지더니지방대도시로투기세력

이아파트를쇼핑하듯사재기를하고있었다. 수

도권은물론전국적으로아파트값이뛰고있었다. 

대통령과국민은알수가없다? 

관료가아파트값통계를조작속였다

상황이심각한데, 문재인대통령은‘2019 국

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전국적으로

는부동산가격이오히려하락했을정도로안정

화되고 있다”라고“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

는 발언을 듣고, 속이는 세력의 존재를 찾아냈

다.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의 조작된 통계를

보고하고있었다는판단을내렸다.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문재

인 정부 출범 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평균 4억, 강남권은 6억

서울 아파트값은 30개월 동안 40% 올랐다”는

발표를 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

트값역시 40% 올랐고, 청와대참모 37%가다

주택자임을알렸다.

그런데정부(국토부)는문재인정부출범이래

서울아파트값이고작14% 올랐다고해명했다. 경

실련은정부에근거자료공개를요구했다. 그러나

“통계법상공개할수없다”라며근거를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7월서울아파트값이민간통계와

경실련자료등을제시하며50% 넘게올랐다는민

간분석을청와대는확인조차하지않고버티고있

다. 경실련의분석결과는서울집값은 34% 서울

아파트는52% 상승이분명했다. 우리가조사한자

료는실제거래된가격과시세를근거로조사했다.

그러나정부자료는근거를제시하지못할정도로

설득력을잃은자료임이분명하다. 더큰문제는

정부가 23번대책을발표할때마다 14.2%라는조

작된통계를근거로정책을생산하고결정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감정원)의지수자체가현실과동떨어

지고, 설령 그 통계를 따르더라도‘14.2%’라는

숫자는대중에게설명불가능한숫자였다. 그래

서정부통계에사용된아파트이름이나적용시

세를공개하라고정보공개청구등공식서면질

의를했으나, 정부는통계법을앞세워공개를거

부했다.경실련이 2019년 12월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20대국회의원, 서울구청장, 서울시의원,

21대국회의원, 청와대와행정부공직자등이보

유한아파트값상승률을발표했다. 상승률은어

떤경우든40% 이상으로나타났다. 

우리국민재산 80%가부동산 - 

불로소득 2천조, 불평등과격차더심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은

이번을 포함해 23차례에 달한다. 그간 쏟아진

그많은규제에도집값이잡히지않는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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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신뢰성에실로의문을갖게한다. 정작실

수요자들에게피해가집중되는형국이다. 경실련

분석결과서울아파트값상승액은약 510조, 서

울부동산만 1천조, 전국땅값 2천조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오히려

‘불로소득주도성장’에의한불평등과격차심화

를초래하고말았다. 이부분에대해아무런해명

도 없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투기는 근절하고

실수요는보호한다’라고말한다. 또“집값만은반

드시잡겠다”라고대통령은 2020년신년에도약

속했다. 부동산정책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

거안정이란뭔가? 가격은취임이전수준으로돌

아간다. 대통령의발언이었다. 현정부는부동산

정책에있어‘노무현정부 2기’라는항간의비아

냥을곱씹어봐야한다. 노무현정부가임기 5년

동안 30번의대책을발표했지만, 오히려강남등

집값만끌어올린과거를따라가고있는것같다.

집값 상승 책임을 과거 정부 또는 시민 탓

으로돌려

2020년 7월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전(前) 정권탓’을하면서박근혜정권이

규제를풀어서서울집값이올랐다고잠꼬대같

은말을했다. 이런발언을하는것으로보아실

제상황을파악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그리고 여당의 원내

대표정책위의장등핵심실세모두가비슷한발

언을반복적으로하고있다. 

2020년 6월이후또정부정책실패로집값이

폭등하자6월 17일대책그리고 7월 10일대책을

또 8월 4일대책을연속발표했다. 치솟는서울

집값의 원인은‘야당 탓, 시민 탓’으로 책임을

미뤘다. 최근정부는투기세력적발할부동산감

독원을추진한다고발표했다. 결국집값폭등의

책임을국민을투기세력으로몰아가격폭등책

임을전가하려는논리를만들려는것이다. 

2020년 7월정부는주택임대차 3법을무모하

게통과시켰다. 그결과최근전셋값상승으로이

어지고있다. 집값과전세가등임대료가동반상

승하면심각한문제가예상된다. 최근전세가상

승은전적으로현정부무능탓으로본다. 문재인

정부 3년 집값을 가파르게 올려놓았다. 뒤이어

전세가는상승하고있는데임대 3법통과시켜상

황을더악화시켰다. 전셋값이뛰고있다. 원인은

지난 3년 52% 아파트값급등이전세값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임대 3법은 기름을 부은 결과를

낳아최근의전세대란으로이어진것이다.

2020년 8월“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대

통령의수석회의발언은놀라웠다. 또누군가써

준그대로를읽는모습이 TV 화면에그대로노

출되었다. 2019년 11월 19일대통령발언을보면

대통령은실상을몰랐던것이확인된다. 이렇듯

대통령을속이고국민을속인자들이만든정책

대책이효과가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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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는 50명쯤

이다, 최종결정은 10여명이정한다.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중지난 3년동안누가정책을결정

했나? 김현미 장관, 국토부 관료 3명쯤, 홍남기

부총리와기재부 2명, 청와대정책실장경제수석

국토부파견비서관행정관등이 3년동안결정

했다. 여당의원내대표와정책위의장등당의대

여섯이참여한다. 집값이폭등대통령이관심을

보일경우만당정청의 20여명이관여한다. 정책

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

은행소속고위공직자 39명의아파트등은 51%

상승했고, 고위공직자 107명중39명은주택을2

채이상보유하고있었다. 과거 20년관행적으로

이런방식으로정책을결정해왔다. 특정시민단

체나외부인이참여할때도간혹있을것이다, 특

히노무현과문재인정부가그랬다. 그러나이명

박은달랐다. 대통령이직접주요정책에관여했

다. 그리고실무총괄은경험자를중시했다.

‘잘못했소’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

도없다

서울아파트값 52% 폭등에대해아직대통령은

상황인식을제대로못하는것같다. 대통령과여

당은지지율이7월과8월하락했다. 국민이느끼는

분노는심각한상태다. “문재인정부의‘집을팔아

라’, ‘절대부동산값오르지않게하겠다’라는말

만믿고3년을기다렸던사람들, 촛불을들어전직

대통령을내쫓았던사람들일수록더분노하고있

다, 그런데국민삶을하루하루고통스럽게만들어

놓는정치를했는데도, ‘내가잘못했소’하는사

람이한명도없다. 주무장관인국토부장관과법

무장관까지과거정권과남탓에가세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역시국회답변하던중에도그랬다.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책 중 포함했어야

할대책과남은과제

지금정부가내놓아야할정책으로▲지난 5년

분양원가자료공개, 또민간분양원가공개와분

양가상한제 위반 공기업부터 조사, 민간 분양가

상한제전국전면시행, 후분양제전면도입▲공

시가격내년도즉시현실화▲고위공직자자산을

시세대로즉시신고의무화▲코로나등경제위

기상황에따른무주택서민과약자를위한주거

급여대폭인상과지급대상확대▲공공은택지

매각금지와공공보유토지에건물만분양▲법

인의부동산보유세세율을개인수준으로상향

조정▲법인의부동산양도세개인과같이 50%

세율적용등부동산정책전반을수술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공기업 토건기업이 반

대할정책은도입할가능성이거의없다. 대통령

과여당지지율이더떨어져야 (도입) 할것으로

보인다. 경실련등시민단체가할수있는것은

권력층의 지지율을 뺏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없다. 그들의가면을벗기고, 그사람들의실

태를밝히는일이시민운동으로할수있는일이

다. 꽉막힌불통구조는스스로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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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사람들의마음과영혼을

무너뜨린다

기후위기와환경재난은단지자연생태계를교

란하거나경제시스템만을망가뜨리는것이아니

다. 기후변화로인해세계곳곳에서홍수, 가뭄,

산사태, 산불이계속되면서사람들은불안과공

포에 휩싸이고 마음과 영혼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미현실이되어버린기후위기를맞이하

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길한

징후는 불안감, 죄책감, 무력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위기시대의환경정책은시민들의마

음속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가에대한이

해에서출발해야한다.   

▲불안감

기후불안(Climate anxiety)이나기후우울증은

기후변화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전형적인심리

적징후이다. 미국심리학회는기후불안을‘환경

적 운명에 대한 만성 공포(a chronic fear of

environmental doom)’라고 정의하였다. 아직

정신장애의 종류로 공식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기저질환이있을경우증세를악화시킬수있으

며, 섭식장애, 근육마비, 조울증,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약물남용및자살로이어질수있다.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2019년에 30개국

3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기후변화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고,

77%는자신의아이들이기후변화에대해걱정하

고있으며, 그중 50%는매우심각하게걱정하고

있다고응답했다.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이

2019년에 25개국의시민을대상으로조사한바

에 따르면, 심각한 지구적 쟁점 10개 중 7개가

환경과관련되어있었고, 2위가환경오염(66%),

3위가기후변화(62%)였다. 동기관에서 2019년

에전문가 45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보

면 가장 심각한 지구적 문제 1위로 기후변화

(58~66%)가 꼽혔고, 공무원, NGO 활동가, 연

구자, 기업가모두가일치된의견을보였다. 그

러나너무늦기전에기후변화를막기위해필요

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후위기, 환경정책어떻게바꿔야할까

이재영

공주대환경교육과교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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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응답이가장높았다. 

미국의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가2020년 1월미국성인 1,504명을대상으로조

사한결과를보면대통령과의회에서가장중요

하게다루어야할의제중환경과경제사이의차

이가오차범위내로좁혀졌고, 기후변화가일자

리를추월했다. 이는 2002년조사를실시한이

래처음이며, 기후변화는 2015년처음선택항목

에포함된이래급속하게중요도가높아지고있

는데, 이는불안감의확산과연관되는것으로해

석되고있다.

▲죄책감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이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나의생활양식과무관하지않다는인식

이높아지면서사람들의마음에미안함과죄책

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동식물의 생존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위해를줄수있다고믿게된것이다. 

마르코비츠는기후변화가윤리적쟁점이라는

주장을제기했다. 산소를포함한대기자원도물

이나 대지처럼 한정된 지구자원이며, 특정인이

나세대가자원을고갈시키고, 원치않는온실가

스를배출하여나머지사람들이나다음세대에게

잠재적위해를가할권리가없다는것이다.  

2015년GlobeScan이조사한바에따르면다음

세대가우리세대보다더나은삶을살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해 2001년에는동의가

55%, 부동의가 38%였지만 2015년에는처음으로

부동의(48%)가동의(45%)를넘어섰다. 앞서소개

한 IKEA의2019년조사결과에서는“미래세대가

좋은삶을살도록돕고싶은마음”이기후대응행

동을하게된중요한동기라고응답한사람이50%

에이르렀다. 같은조사에따르면, 기후변화에대

한지식이증가(20%, 2017 -> 59%, 2019)할수록

책임감도함께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GlobeScan이 2007년에전세계 18개국의시

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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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책임감이나죄책감을느끼는정도는국

가에따라 24%에서 71%까지상당한차이를보

이고있다. 우리나라는 51%로전체평균(50%)과

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선진국에비해필리핀

(71%), 인도(65%), 멕시코(62%), 중국(60%) 등

개발도상국이높게나타났다. 

죄책감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국민들

에게더어울리는개념일수도있는데결과는예

상과달랐다. 선진국국민들은개인적책임보다는

‘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 제도화를통한국가나

기업의역할을강조하는경향이강했다. 예를들

어, 독일인들은자신들이중국이나인도보다재활

용과신재생에너지사용이높다는생각에서죄책

감을적게느낀다고응답했다. 개발도상국의경우

개인적책임감에비하면사회적책임이나실천에

대한인식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국가별 생태발자국의 크기와 죄책감을

느낀다고응답한비율사이에상관관계가없고,

개인적책임감이나죄책감을받아들인다고해서

저절로친환경행동실천으로이어지지는않는다

는것을보여준다. 책임감이나죄책감이중요한

동기나촉매가될수있지만그것만으로는실천

으로이어지기에부족하다.

▲무력감

기후위기와 관련된 세 번째 징후는 무력감이

다. 개인적실천을통해기후변화를막을수없

다고느끼게되면사람들은일상적삶에서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에따르면, 무력감과에너지절약행동사

이에는밀접한관계가있다. 대부분의사람들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에너

지소비행동을쉽게바꾸지않는다. 이렇게신

념과행동사이에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나의

행동이기후변화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할것

이며, 따라서도덕적으로무관하다혹은자유롭

다고느끼기때문이다. 기후변화와관련된무력

감은실천과참여를위해필요한도덕적책임감

을받아들이기어렵게만든다. 

IKEA가2017년에조사한결과에서도전체응

답자의 26%가‘실천해도소용없다는생각이장

애물’이라고응답했고, 조사대상 14개국중무기

력한(disempowered) 그룹으로 분류된 4개국

(28.6%, 중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에서 이런

경향이두드러졌다. 

2007년 GlobeScan이 18개국 시민들을 대상

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기후변화를막기위해

개인적으로할수있는일이거의없다는주장에

대해전체평균 58%가동의하였다. 한국은 61%

로평균보다조금더부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

고, 조사대상 18개국 중 12개국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동의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2019년에우리나라고

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대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나의개인적인노력으로기후변화나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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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등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는의견에동의가 49.9%로반대 21.2%의 2배를

훨씬넘었다. 개인적무력감을인식하는것이그

자체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협력의필요성을인식하게될수도있

다.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후

환경교육의핵심과제인것도이런이유이다.

그린뉴딜의 성패는 시민들의 환경소양과

소통에달렸다

문재인대통령은코로나19와기후위기에대응

하기위해한국형그린뉴딜을제시했다. 필자는

그린뉴딜의성공을위해다음과같이몇가지제

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뉴스발신자(유튜버등)가될수있는사회에서,

그린뉴딜과 같은 국가적 과제가 가짜뉴스에 휘

둘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질병

관리본부와같은단일한소통채널이꼭필요하

다. 환경부에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이며, 시민

들의마음을이해하고, 눈높이에맞춰소통할수

있는관련분야전문가들로‘그린뉴딜커뮤니케

이션본부’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다.

둘째, 2008년에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

생 212명을대상으로벌인실험결과를보면참

가자의 84%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패널)가정책결정자를위해쉽게쓴간략보고서

의핵심내용조차이해하지못했다고한다. 한국

형그린뉴딜은기후변화와뗄수없을뿐만아니

라더복잡하고불확실하다. 미세먼지의 80% 이

상이 중국발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것은과학자의설명이아니라 30초짜리편

집 가공된 위성영상이었다. 그린뉴딜의 경우에

도이런일이벌어진다면, 틈새를노리는정보조

작자들이활개치고, 갈등과혼란을부추기는가

짜뉴스는확산되고, 시민들의공감과참여는장

벽에부딪힐수있다. 따라서시민들의환경소양

을높이기위해환경교육에대한재정적, 조직적

투자를대폭확대해야한다. 

끝으로교육부는앞으로 5년동안약 18조원

을 들여 전국에 4천 개 이상의 그린스마트학교

(Green-Smart School)를 조성한다고 발표했

다. 기후위기시대에환경학습권은교육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기본권

이다. 대한민국의모든아동과청소년이자신들

에게닥친기후위기와환경재난상황에대해배

우고,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하고좋은삶을살기

위한자립력과공생력을키울수있는학교가진

짜환경학교이다. 학교환경교육의내실화를위해

환경부와교육부가협력할수있는확실한제도

적장치가필요한시점이다. 투표권을얻게된고

등학생 6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차

기대통령으로빈부격차와환경문제를함께줄일

수있는후보를가장선호했다는것을, 여의도에

계신분들은꼭기억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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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헌정> 편집실로부터 원고의뢰를 받았을

때, 첫느낌은‘하필이면왜내게이런주제를?’이

었다. 진보라고생각했기에‘진보의안과밖’이라

는주제로원고의뢰를했겠지. 그리고한번은꼭

정리하고싶었던주제이기도했다. 그래서이글에

서는진보와보수를나누는기준, 확장된진보의

제, 훼손되는진보의가치등을논해보고자한다. 

진보와보수를나누는기준

예전에는 진보냐 보수냐는 구분을 짓는 기준

이 3개로, 대북관, 대미관, 재벌관이었다. 하지

만지금은딱하나(대북관)만남았다. 

대미관은무조건적인한미동맹강화에서국익

중심의등거리외교로사실상전환됐다고봐도과

언이 아니다. 소위 태극기부대를 제외하고 무조

건적인한미동맹강화를외치는정치세력은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국민의힘’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들어선이후극우적발언이나

극우세력과의연대등이급속히감소하고있다는

점에서대미관은현시점에서진보와보수를구

분하는중요한기준으로서의역할을상실했다. 

재벌관은친재벌이냐친노동이냐의다른표현

이고, 노골적으로친재벌적입장을드러내는정

치인은거의사라졌다. 또한친노동적성향을띠

는정치인중에재벌해체를부르짖는정치인도

거의없다. 단지재벌에대한견제와감시는반

드시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재벌에

대한견제와감시는재벌해체와전혀다른노선

이다. 재벌해체는 국영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한국의원내정당중국영화를정강정

책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은 없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재벌관 또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데낡은기준이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남은결정적인기준은대북관이다.

북한을대화의상대로, 공존이가능한상대로인

정하느냐아니면군사적물리적제압의대상으로

‘2020년의진보’란무엇인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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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냐이다. 정강정책에서 드러

나는입장과는달리국민의힘등

소위보수진영은북한을대화의

상대가아니라타도또는제압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화를

기반으로한그어떤대북정책도

거의인정하지않는경향성이뚜

렷하다. 반면더불어민주당과정

의당등소위진보진영은북한을대화의상대로

인정하고평화적문제해결에힘을주는대북관

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 

결국 진보진영이라는 의미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그 가치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대북관을

빼고진보와보수를가르는뚜렷한기준이없기

때문이다. 특히전세계에서우리나라는마지막

남은 이념으로 인한‘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대

북관은진영을나누는핵심개념이다.

진보의제의확장과멈춰선진보

독재대민주, 전쟁대평화, 친미대반미, 재

벌대노동등이진보와보수를가르는핵심기준

이었다면 현재는 여성·장애인·환경·동물 등

으로진보의의제가확장돼왔다. 최근진보진영

의유명인사들이말실수로인해막말논쟁을자

초하는 영역은 결코 대북관·대미관·재벌관에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장애인·환

경·동물등의영역에서발생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장애인·환

경·동물의제의출발은진보진영에서먼저했

지만지금은누구나인정하는‘상식’이돼버렸다

는점이다. 여성·장애인·환경·동물과관련된

이슈를두고진보진영이든보수진영이든뚜렷한

입장차이가드러나지않는다는점이다. 진보적

의제가진보진영안에서맴돈것이아니라지속

적인 운동과 법제화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에서

상식이 돼버렸고, 법·제도로 정착함으로써 진

보의제가사회적규범으로전환했기때문이다.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환경오염, 동물학대

등을옹호한다는것은현시점에서는진보와보

수를나눌수있는기준으로볼수없게되었다.

세대별로는 젊은 진보들은 기존의 진보를‘꼰

대’취급하면서그들과‘다름’을증명하려는시

도들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 멈춰선진보의

시대적각성이각별히요구되는시점이다.

진보의가치를무너뜨리는진보

대표적인진보의가치는도덕성, 경제적사회

적약자보호, 그리고논리의일관성이었다. 진

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위한행복한

정치프로포즈 <진보의합창> 3차국민제안기자회견’(20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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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대체로도덕적으로흠결이없어야하고, 서

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철학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사람이나집단으로읽혀져왔다.

이것이진보의가치였고, 자부심을가질수있었

던근원이었다. 그래서이런진보적인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논거가

“진보인사가‘어떻게 저 정도의 도덕성으로∼,’

‘어떻게 저렇게 부자 편을 들 수가∼,’‘어떻게

저렇게쉽게입장을바꾸지∼’”등이다.

군사정권시절, 반독재민주화세력은군사정권

과이에기생하는이들을질타하며도덕적으로차

별화했고, 경제적으로서민노동자를옹호했으며,

논리적으로일관성을갖추어국민들의지지를이

끌어냈다. 그리고진보진영은보수진영보다도덕

적우월성을무기로보수진영을비판하는데거리

낌이없었다. 시대적상황에따라진보진영의필

요성과행태로인해, 사람이가져야할기본이진

보의가치인양진보의이미지로서굳어졌다.

▲진보는논리적일관성이있다? 

‘내로남불’은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공격

하기위한정치적·논리적공격표현이었다. 하

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을 겨눈 보수

진영의논리적무기로바뀌어버렸다. 진보적관

점에서정치평론을하고있는필자는과연여기

서자유로울까?

▲진보는도덕적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

다’는말이있다. 이표현은보수의도덕성에대

한비판적논리로사용되기도하였지만, 다른한

편으로부패한보수에대한면죄부역할도했다.

또한부패한진보를향한맹렬한질타의근거로

작동하기도했다. ‘보수도아니고진보가어떻게

그런짓을∼’라는비판적논리로작동했기때문

이다. 목사나 스님 같은 성직자의 범죄를 다룰

때처럼 진보의 부패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곤

했던것이다. 

하지만‘비판의 주체’였던 진보가 한국 현대

사 최초의 진보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

로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로이어지는 3번의

집권으로인해‘비판의대상’이됐다. 그리고진

보의 제1가치로 여겨졌던 도덕성이라는 무기는

더날카로운부메랑으로돌아왔다. 진보의도덕

성은이제쓰레기통에던져진낡은유물로전락

해버렸다. 더이상도덕적우월성을정치적·사

회적무기로사용할수없게됐다. 단지권력을

잡지못한세력이권력을쥐고있는세력을공격

하기위한하나의정치적무기그이상그이하

도아니게돼버렸다.

문재인정부가들어선이후, 연이어불거진더

불어민주당소속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의성범죄와성범죄의혹은멈춰선진보가진보

의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대북

관·대미관·재벌관이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던

시대에진보가되었던이들이, 그이후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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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환경·동물 등으로 진보 의제가 확장되고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함으

로써발생한비극이다. 

▲경제적·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진보? 

최근 부동산 혼란에서 보여준 대통령 비서실

장, 정무수석등일부여권인사들의‘황당한행

태’로 인해 진보적 이미지가 구겨졌다. 진보적

가치로서의서민과노동자옹호등사회적약자

보호라는진보의가치를심각하게훼손한다. 나

부터 챙기고 여유가 되면 경제적·사회적 약자

를보호하는것이진보가된셈이다.

문제는멈춰선진보의개인적일탈에따른진보

적 가치의 훼손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성추행

의혹이라면, 경제적·사회적약자의보호라는진

보의핵심가치를훼손한진보인사진보단체등이

일으킨일련의사건은‘개인의일탈’로볼수없

다. 개인적일탈이아니라진보전체의문제라는

것이다. 월간<헌정>이‘공인’한진보인필자가집

두채를갖고있었다면어느집을처분했을까?

성추행은권력을가진진보중극소수의일탈이

지만, 부동산등경제적영역은진보중많은이들

이선택의기로에서극심한갈등을겪을수있는

영역이다. 초심이 사라진 진보의 시대적 변질을

함께목도하고함께경험하고있는상황이다. 

이제는도덕성, 경제적·사회적약자중심정책

과노선, 철학의일관성등은진보의전유물이아

니라진보와보수를넘어정치의기본이며상식이

다. 그래서 그동안‘위선’이라는 이름으로 조·

중·동등보수진영이진보진영을공격하던논

리틀또한다시생각해봐야한다. 보수진영은안

과밖이다르고, 생각과행동이달라도되는것처

럼, 사회적약자중심의정책을펼치지않아도되

는것처럼, 일관성이없어도되는것처럼, 유독진

보진영이 일탈하면‘위선’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진보진영자체를공격해도되는지물어야한다. 

진보가치관이변화해도약자보호는불변

2020의진보는앙상하다. 하지만진보를포기

할수없다. 보수에게양보할수없는진보의기

준은대북관이다. 전쟁으로북한을제압하는것

이 아니라 끝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보수와구별되어야한다. 그리고숱한진

보의가치가붕괴되고훼손될지언정포기해서는

안되는단하나만꼽으라면‘경제적·사회적약

자보호’이다. 이두가지만이라도유지하며계

속해서진보로남고싶다.

노무현전대통령이2007년6월8일원광대명

예박사학위수여식강연에서한말을소개하고이

글을 마무리 짓는다. “진보란 무엇인가? 약자의

권리를보장하자, 이런것이지요. 약자도같이살

자, 아주쉽게말해서그렇습니다. 그래서함께가

는민주주의, 그것이진보의사상이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는약자에게도그들의이익을말할수

있는권리를주어야한다, 밥만주는것이아니라

권리도함께주어야한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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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權欽(10·11·12대의원) 회장은故김영삼(YS) 前대통

령의연설문작성자로정치권에발을디뎠다. 1979년박정

희정권이YS의의원직을제명할때남긴“닭의모가지를

비틀어도새벽은온다”는말을만든사람이기도하다. 

朴회장은YS의박정희정부투쟁시절대부분을곁에서

보좌했다. 40대기수론이나온 1970년신민당대선경선,

1974년과1979년신민당전당대회와YH사건, 김영삼의원

제명파동등중요한고비마다YS와함께했다. 박회장은

9월 11일서울종로구한국차인연합회사무실에서진행된

인터뷰대부분을YS 얘기에할애했다. “YS가아니라면내

가국회의원을할수있었겠느냐”는말이었다. 그가처음꺼

내든말도“김영삼대통령을모델로후배정치인에게하고

싶은얘길하겠다”는것이었다. 

헌정인터뷰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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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에 전하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연재물이다. 이번호는 아홉 번째로 朴權欽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을게재한다. 朴회장은서울대신문대학원수료, 국제신문정치부장, 경향신문정치부차장, 신민당총

재 비서실장·당대변인, 국회 건설위원장·문교공보위원장, 한국서화작가협회 회장, 88서울올림픽조직위

집행위원,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대구일보 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고문, 사명당기념사업회 부회장,

헌정회 서화위원장·편집위원회 의장·이사·원로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발

한활동을하고있다. <편집자> 

“YS는정치를하나의게임으로생각

예상치못하면정치게임에서진다”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朴權欽(10,11,12대의원) 한국차인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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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정치부차장때YS와인연

YS와의인연은어떻게시작됐나. 

“내가부산국제신문정치부차장때서울에올

라왔다. 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에출입하게됐다.

그때는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등그렇게

큰 신문 다음이 부산 국제신문이었다. 민간지로

부수가제일많이나갔다. 때론결정적영향을주

기도하니까김영삼의원하고가까워질수밖에없

었지. YS는거제도장목면어촌의멸치잡이를하

는아버지의아들로태어났다. 경남중학교에들어

가서공부하면서중학생이하숙집벽에다가미래

대통령김영삼이라고써붙였다고한다. 나도시

골에서태어났지만, 내꿈은초등학교선생이되

는것이었다. 시골어촌에서자라면서어떻게

대통령꿈을갖게됐는지신기한일이다.”

YS는 유신 시절 두 차례 야당 총재를 역

임했다. 1974년과 1979년이다. ‘선명야당’

을 기치로 박정희 정권과 투쟁했다. 특히

1979년 YH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직 파

동, 이로인한부마항쟁은유신체제의종결

로이어졌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 후에

YS의선명노선이약해진듯했지만…

“YS는 총재가 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에

게영수회담하자고제의했는데일절응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월남(베트남)이 1975년에

함락됐다. 그러니까박대통령이 YS 총재에

게만나자고한거지. 그때내가비서실장이고이

택돈 의원이 대변인이었다. 나하고 대변인하고

YS를모시고청와대에들어갔다. 점심약속도없

이그냥갔는데두시간을회의하더라. 우리는밖

에앉아있었지. 내파트너는김정렴비서실장이

고, 이택돈 대변인의 파트너는 김성진 대변인이

다. 커피를두잔이나먹고기다렸지. 당시영수

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YS 생각은‘정치지도자가영수회담을했는데미

주알고주알얘기하는건옳지않다’는것이었다.

‘안보사항에대해서깊은논의를했다’이정도

로대변인발표만했다. 사실그때 YS가조윤형

의원등이구속돼있었는데풀어주라고하고동

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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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대통령의약속을받았지. 영수회담을마친

YS의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나중에 나한테만

한얘긴데, 박대통령이YS를만나자마자‘김총

재, 나민주화합니다. 오래할생각없어요. 김

총재도앞으로와보면알겠지만이자리가외롭

고 그런 자리에요. 나는 마누라도 없이 앉아서

참힘들어요. 도와주시오’이렇게얘기했다더라

고. YS는자신이박정희의라이벌이라는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를 대통령 감으로 인정해줘서 기

분이좋은거지.”

‘총재가부르는대로썼다’고

답변해서대문구치소행

투쟁 강도를 낮췄는데 YS는 검찰에 불구속

입건이됐다. 당시구속위기도있었다.

“영수회담을한뒤에홍콩과필리핀, 대만여행

을하고왔다. 귀국을한뒤귀국성명서를냈는

데거기에서또민주화해야된다고주장했다. 박

대통령은그런소리를안하길바랐는데그러니

까화가난거지. 서울지검공안부에서 YS를소

환했다. 민주화를하자는건, 헌법을개정하자는

얘기잖아. 당시 검찰이 YS를 소환했는데 5번을

안갔다. 그러니까공안부장이나를불렀다. 비서

실장이었으니까. YS는그런경우엔꼭‘내가부

르는 대로 썼다고 해라’고 말했다. 검찰에 가서

‘총재가 부르는 대로 썼다’이러면서 하루 종일

애를먹였는데, 마지막에공안부장이덜컥온거

야. ‘YS는대한민국공안부를어케생각하느냐’

고하더라. 그러면서‘YS 대신당신이라도들어

가야겠소’라고구속영장을보이면서수갑을채우

더라. 그 길로 서대문구치소로 갔다. 근데 사실

나는기분이좋더라. YS가선명한지도자이미지

를 갖게 되는 거였으니까. 당시 DJ는 납치돼서

연금돼있으니까아무것도안해도유명해지는

데, YS는그런게없었다. 비서실장이구속되면

YS의 선명도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

분이좋았지. 그런데날심문한검사가‘구속영장

집행을 보류하겠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섭섭하고허탈한지…. 나중에알아보니까

구속집행 보류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야. 박

대통령이날알잖아. 국가재건최고회의출입하고

같이술도마시고해수욕도하고했다. 내가 YS

의비서실장인걸알고정치적계산을했겠지. 나

를잡아넣으면 YS의인기를몰고간다는생각을

했을거야. 그래서내놓은거지.”

박 회장은 유신정권의 몰락이 전적으로 YS의

공이라고얘기한다. YH사건과김영삼의원제명

파동, 이로인한부마항쟁과 10·26의시작은YS

의투쟁덕분이라는것. 당시의역사적사건때마

다박전의원이있었는데, 박회장은YH사건당

시무술경관의구타로입원하기까지했다. 

YH사건으로생사헤매다간신히회복

YH사건이궁금하다. 

“그날아침일찍상도동총재댁에가니까YS가

재야민주화인사들과차를마시고있더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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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YH무역여공들이오는데대변인이나

가서문을열어주라’고하더라. 가니까여공

들이오더라. 2층에보내놨지. YH무역이가

발공장인데사장하는놈이미국으로도망가

고공장이문을닫게된거지. 여공들이전부

다실업자가된다고문을닫지않도록도와

달라고얘기하는데한5억원정도은행이빌

려주면 문을 닫는 건 피하겠다고 여공들이

얘기해서우리가도와주자고한거지. 근데

공화당은이걸단순한노동운동이라고안보는거

야. 사실이그렇다. 민주화운동이었지. 조직이전

부민주화세력하고연결돼있었고지도자가상도

동에와서부탁했지않나. 하루설렁탕먹이는데

만해도돈이많이들어갔다. 200명정도됐는데,

당의상황도어려워서내일쯤내보내야겠다고생

각하고있는데그날밤에경찰이쳐들어왔다. 여

공들은 3층에있고 2층에총재실에있었다. 차지

철(당시청와대경호실장)이보낸무술경찰들이 2

층총재실에쳐들어와서베니어합판으로돼있는

벽을주먹으로쳐서부서뜨리고…. ‘여기에왜왔

어, 이자식들뭐하는짓이야’라고소리쳤다. ‘나

대변인이다. 이게무슨짓이야’라고하는데‘잘만

났다’면서나를때리는거야. 순식간에기절해버

렸다. 그게 YH사건이다. 김경숙이라는여자는 3

층에서떨어져서죽었지. 나는그길로국립의료원

에실려가서한달을입원했다가살아났다. 정신

을차려보니다리도부러진거같고얼굴도엉망

이돼있었다. 눈을떴는데아무것도안보이더라.

핏방울이날아오고, 그런기억이있지. 그때뉴욕

타임스에서‘박대변인의얼굴이배로커졌다’고

쓰기도했다. 나는‘병신이됐다’싶었는데나중에

는회복이되더라.”

‘닭의모가지를비틀어도새벽은온다’

YS제명때만든말

이후박정희정권과더욱세게투쟁했다. 

급기야김영삼의원제명파동이일어나는데.

“그때지미카터미국대통령이한국에왔다. YS

가나보고뉴욕타임스기자에게연락해서만나보라

고하더라. 그때미국이한국의동맹국으로서독재

체제를도와주면안된다는취지의인터뷰를했다.

카터가다녀간뒤에그렇게했더니그게뉴욕타임

스에크게났다. 나중에박대통령이이걸보고‘내

정간섭을자초하는말이다. YS를국회에서제명해

라’그렇게지시를내린거다. 이건잘알려지지않

은얘긴데,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YS한테전화를

걸었다. YS하고김재규는김녕김씨종친이다. ‘총

신민당총재비서실장때 YS와함께(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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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님 좀 만나야되겠습니다’, ‘그래 만나지’자기

가상도동에오겠다는거야. ‘여기기자들많이있

는데당신이여기오면어쩌냐, 내가당신공관에

가겠다’고 해서 중앙정보부장 공관에서 만났다.

만나니까김재규가‘뉴욕타임스기사가좀잘못된

거다. 사실과다르다. 이렇게해명만하나내주면

대통령에게가서제명을하지않게얘기하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YS는‘사실내가말한거랑좀

왜곡되게나왔다. 근데이시점에서그런얘기를

하면난굴복하게되는거다. 나를제명하라그래

라. 나는굴복하지못한다’고그랬다. 그러니까김

재규가따라나오면서‘총재님잘했습니다’그러

더라는거야. YS를제명하는날, 나는국회의사당

에서대변인성명서를쓰고있는데, YS가절두산

을보면서하는말이‘죽어서사는길을찾지, 살

아서죽는길을가지않겠다’고하더라. ‘닭의모

가지를비틀어도새벽은온다’는말은그때내가

만든말이고.”

YS의의원직제명은부마항쟁으로이어진다. 부

마항쟁도중상황을살피고돌아온김재규는 10월

26일박정희대통령을암살한다. 박회장은이렇게

얘기했다. “유신체제가날아간거다. 누가그렇게

했느냐. YS다. YS는유신이선포되자미국에서돌

아와서신민당의반유신당론을결정했다. 그이후

투쟁에날개를달았다. 박정희정권이YS를방어하

는전략이너무감정에치우쳐서오류를거듭했다.

그렇게철통같은유신체제가무너졌다. YS가한거

다.”

박회장은인터뷰도중YS의정치철학을강조했

다. 정치적인문제는정치적으로해결해야지, 검찰

이나사법부에호소해선안된다는것. 그러면서그

는1976년신민당의‘각목’전당대회이후YS의태

도를언급했다. 

“1976년총재임기가끝나고이철승씨와당권을

놓고다퉜다. 그때이철승쪽에서정치깡패를동원

해우리쪽청년당원들을묵사발내고전당대회를

무산시켰다. 신문에‘반당대회’라고나왔다. 요새

국회의원같으면고소장들고검찰에갔겠지. 그게

무슨큰자랑이라고가느냐. YS는한번도고소해

야겠다는말을하지않았다. 정치적인문제는정치

로해결해야지법에가져가면안된다고하더라.

한번도안그랬다. 이후전당대회가깨지고서로

협상을해서집단지도체제로바꿨는데이철승씨가

대표최고위원이됐지. YS가당권을뺏긴거다. 누

가보더라도이건폭력인데, 검찰에수사해서규명

해라고하는주장을하지도않았고, 고소장을내지

도않았다. 그때당권을뺏기고처량하게나와단

둘이서미국여행을갔다. 샌프란시스코금문교밑

에서낚시를하는데하루종일고기가한마리도

안낚이더라. 마지막에하나가옆구리에바늘이걸

려서올라왔지. 요즘은걸핏하면정치인들이고소

장을들고검찰로가더라. 참보기싫다. YS는철

저하게정치를하나의게임이라고생각했다. 예상

을하고대비했어야했다는거다. 예상을하지못

해서정치라는게임에서졌다는거다. 후배정치인

들이이런점을알았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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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외래어’의올바른의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속 안건처리’를

뜻하는말로, 20대국회후반기에가장많이쓰였

던말중하나다. 고유어(순우리말)가아닌이말

은외래어일까아닐까. 답부터말하자면‘아니다’

다. 일반적으로통용되는‘외래어’라는말에는세

가지의미가있다. 편의상구분하자면, 공식외래

어와 비공식 외래어, 그리고 한자어를 외래어로

착각하여잘못확대해석하는경우등이있다.

공식외래어란외국어가그뿌리인말중에서

국립국어원의국어심의회를거쳐우리말로편입

된 표준어들을 이른다. ‘버스, 피아노, 잠바/점

퍼’따위와같은것으로, 우리말에속하고표준

어다. 쉽게말하자면토착화된우리말로서국어

사전의표제어로올려져있는것들이다. 한편비

공식외래어란아직은공식외래어에들지못한

것으로그뿌리는외국어지만표기만한글로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이그좋은예다. 이걸표

준어관리기관인국립국어원이편간한 <표준국

어대사전>에서찾아보면아직은없다. 

한자어를외래어로잘못확대해석하는경우도

있다. ‘비행기(飛行機)’가 외래어이니 고유어인

‘날틀’로 바꿔야 한다는 식의, 대단히 잘못된,

우리말에대한기본인식조차잘못돼있는일부

한글전용파들의목소리가그예다. 

이처럼‘외래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인식이

뒤섞여있다. 그래서더욱혼란을부추긴다. 정

리하자면, 정식외래어는우리말의일부이며표

준어다. 그래서그표기도외래어표기법규정에

따라확정된것으로만적어야한다. 예전에‘랍

스터’가 표기 규정에 어긋나서‘로브스터’로만

적어야했는데‘랍스터’표기가우세한관행으로

굳어지는바람에그두가지모두를표준어로인

정하게된예도있다. 이처럼관행존중에따라

표기규정을벗어난외래어들은‘가톨릭/바나나/

박스/로켓/오믈렛/사이다/잠바/비로드/오리엔탈

/카레(←curry)/돈가스’등이대표적이다. 

그밖의것들은외국어발음이한글로만표기된

것으로, 우리말도표준어도아닌것들이다. 함부로

남용되는자투리외국어들이그예로, 시쳇말로하

자면‘사제(私製) 외래어’다. 현재가장문제시되는

것들이바로이비공식‘사제(私製) 외래어’들이다.  

국어책임관임명해외래어남용막아야

최종희

작가, 저술가
언어와생각연구소공동대표

(사)한국어문학회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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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남용·오용은콤플렉스드러내기일뿐

‘머스큘러하고텐션이있는보디라인을살려

주는 퍼펙트한 써클 쉐입, 버닝하는 열정을 보

여주면서잔근육같은디테일이살아숨쉬는템

테이셔널, 클리어한 뷰를 보여주면서도 단단하

고탄력있게벌크업….’

분명한글로쓰였는데도도통무슨말인지알

수없는이문구는2015년서울지하철객차안에

등장했던기아차프라이드의광고카피다. 카피

(copy)란특정상품을소비자에게팔고자하는상

업적글쓰기인데, 글만보면대체무슨물건을팔

고자하는것인지조차알기어렵다. 하도황당해

서 SNS에선조롱들이넘쳐나고, 결국 <보그병

신체>라는이름까지붙게되었다. 유난히자투리

외국어를 남용하는 패션계를 뜻하는‘보그

(Vogue)’와병신을결합한신조어. 그덕분(?)에

그뒤로되나못되나자투리외국어를애용하는

글들은보그병신체로분류되기도했다.

이런유난한사제외래어남용자들의심리분

석을 보면, 그 뿌리는 콤플렉스다. 심할 경우,

가방끈이짧은이들이자투리외래어를더욱애

용하고, ‘외국어를쓰면있어보인다’는착각에

빠지면남용하게된다. 언어가그사람이다. 알

맹이를갖춘이들은함부로자투리외래어에의

존하지 않는다. 천박한 국회의원으로 손가락질

을받는이들은엉터리자투리외국어를부지불

식간에애용한다. 20대국회에서‘겐세이/야지/

맛세이’등을 휘두르던 이 하나는 낙선으로 확

실하게그보상을받았다.   

한자어또한우리말이다: 

잘못된한글전용파의일부시각

국립국어원의정식조사에의하면우리말보통

명사의 70%가 한자어다. 그런 터에‘비행기’를

‘날틀’로바꾸자는건무식의소치에가깝다. 한

자어란우리말중에서한자에기초하여만들어진

말들이다. ‘문화/가정/역사/사회/경제...’등이모

두그런것인데, 그뿌리를살펴보면모두일제수

입품이다. 일본의메이지유신때화란어로수입

된서양문물의소개에서그것을모두일어로번

안해낸게이른바난학파(蘭學派)인데, 그들의창

안품이다. 

그들은번역이아니라창조수준의번안을해

냈다. 생각해 보라. culture/history/society...

등을뜻하는네덜란드어를보고서어떻게‘文化

/歷史/社會’란 한자 표기들을 창작해 낼 수 있

었을지를. 그처럼 놀라운 번안/창안물 앞에서

한자의원조국인중국조차도두손을들고서고

스란히 그 일제를 받아들여 쓰고 있다. 都市를

城市등으로일부만바꾸어서. 

‘비행기’도 그런 난학파의 창작품 중 하나다.

이걸‘날틀’로바꾸어야한다면, 보통명사의 70%

를모두바꿔야한다는말이된다. 그런억지도다

시없다. (이주장을외솔최현배선생의대표작으

로둔갑시켜왔는데, 선생의생전저작/기고어디

를봐도그런말은하신적이없다! 이승만시절한

글파동이났을때, 이를무마하기위해발표한당

시문교부장관의담화문에서만보인다.)

현대중국어에서보이는고유어표기노력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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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우리도본받을필요가있다. 감탄할정도로멋

진창안품들이많다. 대표적인게컴퓨터를뜻하

는‘전뇌(電腦)’다. 그와같은착점으로부터‘스마

트폰/미사일/퍼스널 컴퓨터’는 각각‘智能手机/

/ ’가 나왔다.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외래어를 100% 중국어표기로전환해서사

용한다. ‘코카콜라’를‘可口可樂’으로발음만따

서 표기하는 예와 같은 방식도 뒤섞어서. 물론

‘애플핸드폰’을‘Apple手机’로 적을 때처럼 직

접외국어표기를최소한으로병용하기도한다. 

국회의할일하나추가요!

몇해전국회의대국민서비스의하나로추진

되었던행사중의하나에‘톡터놓고톡(talk)하

자’는투의표현이있었다. 당시는토크쇼(talk

show) 등을‘톡쇼’로 줄여 말하는 게 유행인지

라, 실무자수준에서는재치있는표현이다싶어

서 내걸었겠지만, 그건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

다. 국가기관에서그런잘못된은어인‘톡’을공

식행사에서사용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국어기본법>이있다. 국어관련기본뼈대를

규정한 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국어책임관을‘지정’해야 하고(법 10조), 책

임관은‘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

의개발과보급및정확한문장의사용’을장려

해야한다(시행령 3조). 국회에도책임관이지정

돼있다. 그책임관이그역할을다했다면공식

행사 제목으로 표준어가 아닌 은어가 채택되는

일은생기기어렵다. 더큰문제는이러한사례

가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

에서걸러지지않은채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

다는점이다.

이국어책임관은 2014년 562명, 2015년 659명,

2016년 739명으로꾸준히늘고있지만, 이들모두

가주로홍보쪽에종사하는겸직자들이란게문제

다. 현재별도보임이아니라‘지정’만하도록돼있

다. 그래서실제로는말발이먹히지않는다. 해마다

한글날이면발표되는공공기관사제외래어남용

사례가3천건을넘기고, 그숫자는계속늘고있다. 

법을 개정하여‘지정’을‘임명’으로 바꾸고,

‘국어책임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가 돼야 한

다. 현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대규모로이뤄지고있는데, 이국어책임관의정

규직 직제 신설은 일석삼조다. 취업률 감소, 어

문정책일선환경개선, 국가의백년대계인우리

말지키기등등으로.  

국회의입법기능은그런데서발휘돼야한다.

2018년유은혜의원이문광부를통하여조사한결

과 우리나라 헌법의 표기에서 한글 문법 및 표

현·표기오류가총234건이나나왔다. 한자의괄

호안병기규정(법 14조 1항) 위반은통째로였고.

그 뒤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대오

각성하여모든법규를한글표기로바꿨고, 표기

오류를최대한수정했다. 국회의원의막강한힘은

그런작지만크고중요한근본바로세우기에쓰

여야한다. 국민들이간절히바라는건그런것들

이다. 각개의원의자랑스럽고보람찬역사적성

과로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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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가진감정들은너무나다양하다. 그중

에서 대표적인 감정을 언급하면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분노가있다. 이중에서우울이나불안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라는 진단명이 있지만, 분

노는분노증이아니라분노조절장애라는진단명

이있다. 이것이뜻하는것은무엇일까? 분노가

문제라기보다는 분노조절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분노조절에 대해서 알아

보자.

분노오래지속되면분노조절장애일으켜

분노는여러가지다른이름을가지고있다.

간단하게는 짜증, 화, 분, 격노, 울분 등등 다

양한이름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러한이름

에는다른모습도보인다. 짜증정도면가벼운

분노라고할수있지만, 격노나울분은분노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는분노가어떤모습을가지든관계없이, 이러

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분노조절

에어려움을겪게되고, 이러한것들이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등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조

절이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을것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

리에게 주어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언급하듯이 인간의 공격성과 매우 깊은 상관관

계를맺은본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모든

사람들은분노를가지고있고, 분노로인하여부

정적인것뿐만아니라긍정적인효과도얻고있

다. 대표적인긍정적효과로는자신을보호하고

방어할수있는기제를가지는것이다. 즉적절

한분노를통하여자신의내면에있는스트레스

를 풀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방어하는데에, 적절한분노는긍정적

으로활용이될수있다. 그러나반대의경우도

있다. 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분노를폭발하는

경우에는오히려부정적인효과뿐만아니라, 이

분노그리고분노조절, 어떻게해야할까

공진수

동행심리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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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하여사회생활과대인관계에악영향을미

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가정뿐만 아니

라, 학교, 사회 등등에서 쉽게 발견이 된다. 따

라서많은사람들은분노에대해서터부시하거

나 억압을 하면서 분노를 조절하려 하나, 이러

한것들이잘기능하지못할때에는당황하거나

자기통제를잘하지못함으로인하여다양한불

이익을받기도한다.

공격성 분노, 자신 기대 채워지지 않거나

인정받지못할때

그럼우리는어떨때분노하게될까? 이미공

격성 때문에 분노하는 것 외에도, 자존감에 상

처가생기거나무시당함, 오해, 부당한대우, 비

판, 모욕 등을 당하거나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

지않거나인정을받지못하거나열등감이나피

해의식이 강한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할경우등등다양한경우에우리는분노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습관적으로 폭

발하는사람들의경우, 성격적인결함에의해서

도분노를자주내는경우가있다. 다만분노에

도종류가있는데, 공적인일에대한분노인공

분의경우는큰문제가되지않는반면, 사적인

일에 대한 분노인 사분의 경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혹은 대인 관계적

으로문제와갈등을일으킬수있다. 그러니평

소자신의분노가어떤모습을가지고있고, 어

떤 경우에 잘 일어나며, 어떻게 분노조절을 하

는지에대해서탐색하고통찰해보는것은매우

중요하다.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

야 할 것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압이

라는것이다. 일명참는다가바로억압의대표

적인 표현이다. 분노는 억압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문제가아니다. 강한용수철을누르면용

수철 역시 튀어 오르려는 반작용적 힘이 강해

지듯, 분노도억압을하다보면억압에서벗어

나고자 하는 반작용적 힘이 강화된다. 그래서

결국이러한억압이약화되게되면, 오히려더

강한분노가폭발할수있기때문에억압은바

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억압

에 능한 분들은 분노를 참고 참다가 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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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억압은 피해야 할 방법이라고 할

수있다.

자신의감정을탐색하고잘표현하는훈련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언급하고 싶

은것은자신의감정을탐색하고, 그탐색한것

을잘표현하는훈련이필요하다. 감정은종류도

많지만매우섬세한것으로서잘탐색하지못하

면분노를전혀다른감정으로오인하거나다른

방식으로표출하는경우가많은데, 예를들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우울함인데 이

러한것을분노로표출하는경우도있다. 그러니

자신의감정에대해서탐색하고이를언어화하

는과정을통해서표현하는것이중요하다. 왜냐

하면우리의감정이라는것이표현을하게되면

기쁨은배가하고, 슬픔은반감하는효과가나오

기때문이다. 그런데분노조절에취약한사람들

은이러한것에도취약하다. 그래서우울해도화

를 내고, 억울해도 화를 내고, 무기력해도 화를

낸다. 우울과억울그리고무기력에대해서각각

대처하는법이다를것인데, 일단화와분노부터

내고본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분노조절이잘

되지않는경향이있다.

심리적면역력키우고공감력키워야

둘째로, 적절한 자존감을 잘 유지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자존감은 심리적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자존감이 잘 유지되면 감

정조절도 잘 하게 되고, 감정표현도 잘 하게

되며, 화와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과 직면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자극적,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적 면역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노조절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자

존감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

은사람들이많다. 그러다보니약간의자극에

도민감하게되고, 그민감성이공격성을건드

릴경우분노가폭발하게된다. 아울러자존감

이 적절히 유지되는 분들의 경우 회복탄력성

역시 좋아서 분노하고 나서도 쉽게 감정의 냉

각이잘되고서로사과나화해를하면서감정

조절을 잘 하지만, 자존감도 낮고 회복탄력성

도낮은경우에는분노를잘풀지못하고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분노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

과 타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 적절한 자존

감을 유지하는 것은 분노조절에서 매우 중요

하다.

셋째로, 공감력을키우는훈련이필요하다. 공

감력은우리가태어나면서이미가지고태어나지

만- 이로인하여아기와엄마사이에언어적표

현없이도소통이가능함 - 우리가성장과발달

하는과정속에서퇴화하는사람들도많다. 특히

가정분위기가권위적이거나억압적인분위기에

서자란분들의경우, 공감력이퇴화되어버리고

이로인하여대인관계에서상대방에대한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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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능력도떨어지게된다. 그러다보니사람과

사람사이에서벌어지는분노의상황에서자신의

감정에만충실하게되고, 서툰감정탐색과표현

및부족한공감력으로인하여화부터내게된다.

비록화가나는상황과직면하더라도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면 화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상황인데, 공감력이부족한사람들의경우

에는이러한부분에서취약성을드러내면서화부

터내게되고, 상황을더욱더힘들고어렵게만

들기때문에공감력은매우중요한요인이되기

도한다.

마음의여유가지고스트레스관리중요

넷째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삶이 필요하

다.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을 수도 있지만,

작은 컵의 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평소자신의마음을어떻게관리하느냐와관계

가있다. 비록각박한삶속에살더라도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삶 속에

서도마음은컵과같이좁힐수도있다. 따라서

마음의여유라는것이마음의크기와비례한다

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각으로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마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

다. 예를 들어 교양서적 등을 읽으면서 마음의

구석구석에 위로의 글과 말을 채우는 것이나

마음에 감동을 줄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하거

나또는마음에담긴이야기를함께나눌수있

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등의 행동이 따라

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노력없이마음의여

유를 가지거나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는

한계가있을수있다. 그리고마음의여유와크

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작은 분노거리 등은

더이상당신을괴롭히지않게되며, 따라서수

시로 화를 내거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도 줄

어들수있게된다.

끝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화나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무엇인가스트레스를받고있다는반증이다. 문

제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

이 그리고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

러니 평소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

냐는분노조절과밀접한상관관계를맺고있다.

어떤이들은스트레스상황에서술로마음을달

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는 좀 더 승화

된방법으로스트레스를관리하라고말한다. 예

를들면, 운동이나등산등과같은신체적활동

을권한다. 이러한활동은우리내면에있는부

정적에너지를자연적으로발산할수있도록해

준다.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방출되듯이 말이

다. 간혹 분노조절과 관련해서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들을 보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없지만, 비활동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

려고하는데, 그것보다는활동을통해서스트레

스를 적절히 방출한다면 분노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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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은우리의위대한애국소녀

유관순열사의순국 100주년이되는날이다. 옷

깃을여미고열사의명복을빌면서열사의 10대

영웅적장거를기리고널리알려온국민의숭모

지정을드높이는데일조하고자한다.

유관순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충남목천군

이동면지령리(현천안시병천면)에서아버지유

중권씨와어머니이소제씨의 3남2녀중차녀로

태어났다. 

3.1만세운동이전개된 1919년 3월 1일유열사

는만 16세 3개월이채안되는이화학당에재학

중인소녀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항일독립투쟁

사의금자탑이라할수있는3.1운동의표상적인

물이두분계신데한분은민족대표33인을대표

하는손병희선생이고또한분은뜻있는국민들

의가슴속에애국의누나(언니)로굳건히자리하

고계신위대한애국소녀유관순열사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

동했고서대문형무소에서만세부르다순국했다

는정도밖에유열사의초인적이고영웅적인장

거를소상히아는사람은드물기에 10대장거를

간추려소개하고자한다.

장장거거11 이화학당의 5인결사대

1919년 3월 1일탑골공원에서조선의독립선

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접한 이화

학당은학생들의참가를 막기위해교문을걸어

잠그고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유관순열

사는서면학·김복순·김희자·주현숙등과 5인

결사대를조직하여학교담장을넘어탑골공원독

립선언식에참가했다. 여성들의대외활동이극히

제한되었던그당시어린소녀들이애국하기위해

죽기를각오하는결사대를조직하고치마저고리

위대한애국소녀

유관순열사의 10대영웅적장거

郭定鉉

헌정회원로위원

11대의원
前유관순기념사업회장

회원원고

유관순열사순국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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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무신을신은여학생들이담장을넘

는다는것은상상하기조차어려운일로

서영웅적장거라아니할수없다. 유열

사는 3월 5일에도학생만세운동에참가

했다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

에수감되기도했다.

장장거거22 아우내만세운동제창과결의
독립 만세운동이 확산되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휴교령을내렸다. 유열사도 3월 13일귀향

해서 아우내에서도 대대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봉교회 집사로

계시는숙부유중무(45세) 씨와아버지와동갑이

신 지방유지 조인원(56세)(*조병옥박사의 부친)

씨를 찾아뵙고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동할 것을

제언하여 4월 1일병천장날을기하여결행하기

로 3자결의를보았다. 16세어린소녀가지방유

지들을 설득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결

의하게한애국적발상과용기는가히영웅적장

거라고밖에달리표현할길이없다.

장장거거33 삼천명이운집한아우내만세주동
남자들이움직이면단속이심하니까여성인유

열사가 지방연락 책임을 맡았다. 당시는 전화도

없을때니사전연락도불가하고버스도없으니

도보로이마을저마을물어물어찾아다니는수

밖에없었다. 유열사는머리에수건을두르고바

구니옆에기고들녘에나가는여인차림으로들

길을지나내를건너고고개

를넘어약 15일간에천안·

안성·진천·청원·연기등

5개군 40여개마을을순방

했다. 낯모르는타동소녀가

마을유지(지도자)를 찾아뵙

는다는것도당시로서는상상하기어려운일인데

초면부지소녀가난데없이 4월 1일아우내장날

독립만세를 부르고자하니어르신께서책임지시

고많은동포들이참여토록해달라는요청을받았

을때얼마나황당하겠는가마는열화와같은유열

사의설득과지방유지들의심중에자리하고있는

애국심이합일되어단한사람의거절이나밀고도

없었다. 드디어4월 1일아우내장날3,000여명이

운집하여만세를부르니이는3월1일서울탑골공

원에모인군중다음으로많은인원이참가한것이

다. 천안의변두리산골면사무소소재지아우내

장날이렇듯많은애국동포들이운집한것은유열

사의열화와같은애국혼과초인적노력으로이룩

해낸영웅적장거라할수있을것이다.  

장장거거44 난사하는 일본 헌병의 총구를

몸으로 막아서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지

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찰과 헌병들이 총검

을 난사난도(亂射亂刀)해서 유 열사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중경상을입어유혈이낭자할때보통의 16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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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라면숨거나도망쳤겠지만유열사는과감히뛰

쳐나와난사하는일본헌병의총구를막아서면서

“평화적으로 만세를 부르는데 왜 총검을 휘둘러

인명을살상하느냐”고목이터지도록절규했다. 

상상을 해보라! 멀리 있는 군중을 총을 쏘아

살상하는판에총구앞으로다가오는사람은방

아쇠만당기면즉사할것이지만유열사가워낙

당당하게 달려드니까 악랄한 일본 헌병조차도

황겁하여방아쇠를당기지못했을것이다.

과장된얘기가아닐까의아하게생각하는사람

이있을지모르나이는엄연한사실로서공주지방

법원판결문에일본헌병의사격조준을방해했다

는죄목이있고경성복심원판결문에도헌병에게

달려들어사격을제지하려했다는기록이있다. 

장장거거55 내 나라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어찌죄가될수있느냐

유관순열사는체포되어천안주재일본헌병

대에서의 취조 과정에서“내 나라 독립만세를

부르는것이어찌죄가될수있느냐”고항변하

자말문이막힌헌병으로부터형언키어려운욕

설과구타를당했을것은불문가지의 일이다.

이는당시만세를부르던동포들의공통된심

정이지만 죄인 취급하는 헌병에게 당당하게 항

변한유열사의근엄하고담대한모습은가히영

웅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

장장거거66 일본천황의재판권부인과조선의
국권침탈범으로단죄주장

유관순열사는 1919년 5월 9일공주지방법원

에서 5년징역형을선고받았다 (손병희선생 3

년보다 2년 많음). 유 열사는 최후 진술을 통하

여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조선의국권을침

탈한일본인에게우리를재판할권리가없다. 오

히려죄인으로서심판받지않으면안될자는일

본인이다.”여기서유념할점은일본인은단수를

아우내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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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고우리는복수를사용했다는것이다. 일본인

단수는일본인특정 1인을지칭하는동시에일본

인전체를아우르는단어이기도하다. 일본인전

체를대표하는특정인은바로일본천황이다. 바

꾸어표현하면“조선의국권을침탈한일본천황

에게우리를재판할권리가없다. 오히려조선의

국권침탈범으로심판받지않으면안될자는일

본 천황이다.”라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유관순열사께서 2천만동포의심정을대변

한엄중하고도통쾌무비한일갈이아닐수없다.

장장거거77 조선천지 어디 간들 감옥 아닌

곳이있느냐며상고포기

유관순열사는 1919년 6월30일경성복심원에

서 3년징역형으로 2년감형선고를받았다. 조인

원·유중무씨등다른사람들은불복상고하였

으나 유 열사는 조선천지 어디 간들 감옥 아닌

곳이있느냐? 나는여기서대문형무소에남아서

할일이있다며상고를포기하였다. 말은쉽지만

형무소에있으면일각이여삼추라하루속히나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태연히 형무소

내에서어디간들감옥이아닌곳이있느냐며상

고를포기하기란내공이쌓이고쌓인고수가아

니고서는도저히상상도할수없는일이다. 더

구나 16세 어린 소녀로서는 영웅이 아니고서는

감히생각조차할수없는일이라할것이다.

장장거거88 서대문형무소에서대한독립만세

상고를포기한유열사는서대문형무소내에서

틈만나면두손을하늘높이치켜들고우렁차게대

한독립만세를외쳤다. 그때마다끌려가이루말할

수조차없는온갖욕설과체형을당했지만열사는

굽히지아니하고 7∼8개월을계속해서만세를외

쳐댔다. 주변에서너그러다죽는다고만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드디어1920년3월1일정오를기하

여유열사가대한독립만세를외치자재소자3,000

여명이일제히대한독립만세함성이터졌으니이

것이서대문형무소의옥중만세운동으로이야말로

제2의3.1만세운동이라해야할것이다. 

형무소 내에서 사전 모의나 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서대문형무소에는 독립만세

를 부르다가 검거되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애국지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유 열사의

열화와같은애국투혼에감화감동되어 3월 1일

을기해일제히봉기한것이다. 전세계형무소

사상탈옥이나폭동은있었지만재소자 3,000여

명이평화적으로자기나라독립만세를부른것

은전무후무한일로알고있다. 이는참으로위

대한우리의영웅유관순열사만이할수있었던

장거중의장거라해야할것이다.

장장거거99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
뿐인것이유일한슬픔

유관순열사는 17세 9개월, 3.1운동후 1년6개

월만인 1920년 9월 28일 악랄한 일제의 혹독한

고문후유증으로하늘과땅과온국민을감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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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남을유언을남기고순국하였다. 유열사의

유언은이러하다. “내손톱이빠져나가고내코와

귀가잘리고내팔과다리가부러져도그고통은

잊을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없습니다. 나라에바칠목숨이오직하나밖

에없는것이이소녀의유일한슬픔입니다.”

한목숨초개와같이버리신순국선열과호국

영령들이 수다히 계시지만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것을한탄한사람은유열사가유일한

것으로안다.

유열사의장례는서울정동교회에서거행되었

고이태원공동묘지에안장되었으나 1935년일제

가그곳을군사용지로개발하게되어미아리공동

묘지로이장하는과정에서유해가유실되었다. 현

재유열사의사우가있는천안병천매봉산중턱

에초혼묘를설치하여참배케하고있는바너무

안타깝고유열사의영령께죄송하기그지없다.

장장거거1100 온 가족이 독립유공자, 4촌 이내
7명이건국훈장받다

유관순 열사의 가족은 4촌 이내 7명 5촌까지

9명이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받

았다. 이러한가문은세계적으로도유일할것으

로 짐작된다. 본인을 비롯하여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이소제, 숙부유중무, 오빠유석우, 올캐

조화벽, 4촌언니유예도, 5촌조카유제경그리

고4촌언니유예도의아들한필동등9명이다.

유관순이름석자는열사개인의고유명사인

동시에희생된가족은물론 8,500여명에이르는

순국선열을대표하는이름이요, 만세에직접참

가한 200만애국지사와마음으로동참한 2천만

동포들의이름을다열거할수없으니이들을대

표하여 부르는 대명사가 바로‘유관순’인 것이

다. 그래서‘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를 연상

하게되고 3.1운동에참여한모든분들을대표하

는표상적인물로추앙받게된것이다.

유관순열사는 3.1독립선언서공약 3장에명시

된민족적생존을위한자주적요구와정당한주장

을최후의1인까지, 최후의일각까지광명정대하게

신명을바쳐완수한불세출의영웅이시다. 우리모

두두손모아열사의명복을빌면서열사의애국

혼을기리고본받아더부강하고품격높은나라를

만드는데합심노력해야할것이다.  

고혜령『유관순횃불되어타오르다』

서울대사학과출신의고혜령前국사편찬위

원회편사부장이최근초이스북에서『유관순

횃불되어 타오르다』전기를 발간했다. 저자

는 유관순의 동시대 인물들 증언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학문적 연구 성과에 이르기

까지자료들을두루검토해지금까지알려진사실들을정확하

게 알리고 미확인 사실들과 그 문제들의 논점까지도 아울러

밝혔다. 저자는“유관순은영웅적인순국소녀, ‘한국의잔다

르크’로추앙받지만일각에서는그의업적을깎아내리거나순

국을의심스러운눈길로보는시각도공존한다”면서이는“그

의일생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데필요한자료가절대적으로

부족한탓이크다. 18년인생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고

할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의기록이한국전쟁때소실되

는등남아있는역사적기록은많지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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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李敏燮(11·12·13·14

대) 원로위원과 金一潤(12·13·

15·16대) 부회장은지난9월2일

살균과정화의복합기능을가진

공기정화기‘닥터에르’2대(1대

당 4,950,000원)를 헌정회에 기

증했다. 헌정회는 기증받은 닥터

에르(제조원: (유)참하나기술연구원 최동민 원장,

판매원: ㈜리본한천유창수대표) 80평형 2대를로

비에설치해최근코로나바이러스등유해바이러

스로부터 헌정회를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맑은 공

기를제공하게됐다.

(유)참하나기술연구원이 개발, 특허한 닥터에르

는인체에전혀무해한이온교환방식, 흡착방식,

분해 방식, 원적외선, 산소군에 의한 복합 원리를

이용하여각종질병균과부패균및바이러스를공

기중에서살균하는효과가있는제품이다. 

이날기증식에서유경현회장은“참하나기술연

구원에서 불철주야 연구해 개발한 좋은 성과물을

헌정회원님들을 위해 가장 좋은 공기를 공급하는

데 앞장선 이민섭 원로위원과 김일윤 부회장에게

고맙다”고했다. 

이민섭원로위원은“헌정회원님들이대개고령

이므로 공기정화와 멸균 기능을 가진 닥터에르가

필요할것같아기증하게되었다”고밝혔다. 

김일윤 부회장은“온천지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현시점에서무엇보다헌정사주역인헌정회원

님들이먼저혜택을받아야한다고생각했고이귀한

소식을듣자마자시행하게되었다”고밝혔다. 

이민섭원로위원은서울대정치학과졸업, 중앙

대대학원(사회복지) 석사, 경희대대학원(행정학)

박사학위, 서울신문정치부차장·논설위원, 민정

당 원내부총무·대변인, 국회문화공보위원장, 대

통령직인수위원, 문화체육부장관등을역임했다. 

김일윤부회장은한국외대졸업, 동국대대학원

졸업, 중앙대 대학원(경영학) 박사학위, 학교법인

경흥학원·원석학원의 설립·이사장, 신라고·서

라벌대학·경주대학교설립, 국회한-브라질의원

친선협회장, 건설교통위원장등을역임했다.

화제의인물

바이러스멸균공기정화기‘닥터에르’기증한

이민섭원로위원, 김일윤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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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김종필)는 정치를‘허업(虛業)’이라고 하였

다. 이는자신의정치적이상이현실정치에서좌

절되거나,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라 인정(人情)의

염량세태(炎凉世態)를겪은사람의경륜이묻어나

온말이다. 에피쿠로스(Epikuros)는‘정치활동은

인생경로에서너무나큰불확실성을가져오기때

문에정치를피해은둔생활을하는게낫다’고하

였다. 에피쿠로스나정치를‘허업’이라고한JP의

말이정치를경험한모든사람에게울림을준다.

그러나 동물세계를 들여다보면 수컷들 중에

알파(우두머리) 수컷의지위를획득하면그에게

주어지는특권은엄청나다. 식욕과색욕을충족

시키는데제1순위이며독점력을갖게된다. 특

히번식과관련된색욕은완전독점상태에서다

른 수컷은 철저히 배제된다.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알파수컷이될만하다. 

정치에서행복은성공과실패의경계선

정치의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알파수컷과에

피쿠로스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만, 알파 수컷이

되거나정치현실과의적당한타협을통해정치적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어떤 선택이 정치인에게

행복을줄것인지정답은없다. 정치를통해자아

이상을구현하려는사람들은성공과실패의경계

선위에서행복을추구할수밖에없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복된 좋은 운

수’혹은‘생활에서충분한기쁨을느끼어흐뭇함,

그러한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행복을복된운

수’라고정의하면행복은우연한사건이고밖에서

주어지는것으로볼수있다. ‘행복을흐뭇한감정

이나느낌’으로본다면인간내면에서생성되는것

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개념의추상성과주

관성때문에그뜻을명확히규정하기는어렵다.

행복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밖에서 주

어지는것인지, 주관적인것인지객관적인것인

지, 상대적인것인지보편적인것인지등을구별

하는것은애초부터불가능한일인지모른다. 

행복을측정하는다양한방법이있지만, 그것

의과학적엄밀성을신뢰하기도쉽지않다. 질과

양의측면에서행복의모습을파악하는것은난

정치인에게‘행복한삶’이란

洪起薰

명지대·강동대석좌교수

13·14대의원
본지편집위원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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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일이다. 행복의 개념과 그 정체를 밝히는

일은행복담론의주요한논의를살펴봄으로써

한걸음다가설수있을것이다. 

먼저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hedonism)의 대

해살펴보겠다. 쾌락주의자들은쾌락을가장가

치있는인생의목적이라고생각하였다. 행복은

쾌락으로부터 오고, 좋은 삶은 정신적·육체적

쾌락을추구하여얻는삶이라는견해를갖고있

다. 이러한관점의단초는‘삶의목적은쾌락의

전체총량을극대화하는것이고쾌락이외의가

치는중요하지않다’고주장한기원전 4세기의

인물아리스티푸스(Aristippus)로부터왔다. 

헬레니즘시기에쾌락주의에대한다양한논변

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에피쿠로스

(Epikuros)이다. 그는‘몸에고통이없고영혼에

골칫거리가 없는 것’을 쾌락으로 보았다. ‘쾌락

자체는나쁜것이아니다. 본능적·감각적욕망

을충족하여얻는것이아니라, 그욕망을이성으

로절제할수있을때가질수있다’고하였다. 

욕망의통제를통해획득한최고의쾌락은아

타락시아(ataraxia, 평정부동심)이다. 아타락시

아의 상태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본능적

욕망인 식욕과 색욕이다. 아타락시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욕망을 통제하고 성찰적 삶을 살

때최고의행복을누릴수있다고하였다. 

‘쾌락주의 행복론’은 이후 쾌락의 양적 측면

을 강조하는‘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제러미벤덤(Jeremy Bentham)과같은공리주

의자들에게영향을미쳤다.

둘째, 목적론적세계관을가진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는‘행복은삶의궁극적인목적’이라

고언명하였다. 여기서말하는행복은에우다이모

국회개원 70주년기념사진촬영한 20대국회의원(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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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eudaimonia)이다. 이것은이성에의해인도

된영혼의활동이제약받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 

에우다이모니아를얻기위해서는‘지성적덕’

과‘윤리적덕’을가져야한다. ‘지성적덕’에서

는‘실천적 지혜’혹은‘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필요하다. ‘윤리적덕’에서는지나치

거나미치지못함이없는알맞은것으로서‘중용

(中庸)’을요구한다. ‘실천적지혜’는욕망과충

동을통제하는이성에기반한다. ‘중용’은양극

단의 기계적 중간이 아니며 수량적인 중간값도

아니다.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은‘실천

적지혜’와‘중용’을통해도달할수있다.

특히 정의는 공동체적 행복을 구현하는 탁월

한덕이다. 배분적정의와보상적정의가공정하

게이루어질때사회적정의가실현되고행복은

증진된다. 결론적으로에우다이모니아를얻으려

면‘실천적 지혜’와‘중용’과‘정의’가 함께 구

현되어야한다.

긍정심리학도행복의주된요소

셋째,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행복개념에는쾌락주의(hedonism)와행복주의

(eudaimonism)의 철학적 전통이 혼합되어 있

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자율적이며 성장

지향적인존재로파악하고있다. 행복감정은부

정 정서와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발적

노력으로행복을키울수있으며지속가능하게

할수있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 

긍정심리학의 대표주자인 마틴 셀리그만

(Martin Seligman)은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몰입(engagement)·의미

(meaning)·관계(relationship)·성취

(accomplishment) 등다섯가지를행복의주요

요소로파악하였다. 이요소들을개발하여정서

적 안녕(emotional well-being)·심리적 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사회적 안녕

(social well-being) 등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

은더욱증대된다고하였다.

긍정정서를키우고, 개인의강점과미덕을개

발하면자존감이높아지고정체성은강화된다. 궁

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실현될 때 개인도

행복하고동시에공동체도발전을꾀할수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의 문이 항상 열려 있

다. 스스로노력하는사람에게행복의기회가허

용된다는점에서희망의메시지임은분명하다.

넷째,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

은아리스토텔레스의‘목적론적행복론’과긍정

심리학의‘인지주의적관념론’을비판한다.

인간은행복하기위한목적때문에사는것이아

니라, 생존과번식에유리한행복감을느끼도록설

계되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유사하다고

전제한다. 행복감은인류가직면해온문제들을효

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자연선택의강화제로이

용되었다. 따라서행복은목적이아니고수단이다.

행복은자연선택의결과이다. 유전적요인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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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위적인긍정정서의증강으로행복문제를해

결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본다. 뇌에쾌감신호가

자주울리는사람이행복하다. 생존과번식과직결

되어먹고, 사랑하고, 사회적관계가원활할때쾌

감센터에 신호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행복은

‘강도’보다‘빈도’가중요하다고자주언급된다.

행복감은‘적응(Adaptation)’이라는 심리적

기작(機作)을 통해 초기화 된다. 식·색의 일회

적욕망충족의효능이장기적으로지속된다면,

식욕와 번식욕이 감퇴되어 생존과 번식에 불리

하게작용하기때문에적응과정을통해원상태

로되돌려진다는의미이다. 예를들면복권당첨

의기쁨, 승진과입학의기쁨등의행복감은일

시적이다. 시간이지나면제자리로되돌아온다. 

행복의유전적요소는‘외향성’에좌우

행복은유전의영향이가장크지만유전적요소

중에서‘외향성’-사회적친화력-에의해좌우되

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는『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러

한문제를‘밈(meme, 문화적유전자)’으로설명한

다. ‘외향성’을‘유전적요인’으로파악하고있다.

행복의개념을정의하고그정체를명확히규

명하기는어렵다. 행복은매우주관적인느낌이

며상대적인감정이기때문이다. 행복의완전정

복은불가능하다. 그러나인간의노력에의해행

복으로조금더다가갈수는있다. 이에접근방

법세가지를제안해보고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지지하는 사람

은행복의강도를높이고동시에행복의지속성

을유지하는데착안하여, 자기개발과자아실현

을위해노력한다. 

‘긍정심리학의행복론’을지지하는사람은행

복감을얻기위해서명상과같은‘마음챙김’훈

련을통해긍정정서를키우고마음의평화를얻

는데노력한다. 

‘진화심리학의행복론’을지지하는사람은행

복을누리는데있어서행복의강도보다는빈도

에주목한다. 좋은음식을자주먹고, 좋은사람

기왕이면이성친구와함께하는데노력한다.

불확실성이 높고 허업이 될 위험이 상존하는

정치의 장에서 일하는 정치인이나 도전을 꿈꾸

는정치지망생들은특히‘행복한삶’에대한 성

찰이요구된다. ‘알파맨’이되어독점적지위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허무주의의 나락에

빠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어떤 행복론을 지지하든, 개인적 삶이 공동

체와 함께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은 정치인의 책

무이다. ‘행복이무엇인가?’에대한물음에정

답은없다. 그러나정답과가까운해답은있지

않을까?

이글이개인의행복과공동체의번영을증진

하고, ‘허업(虛業)’을‘실업(實業)’으로전환하는

‘오솔길’이라도안내하는조그마한계기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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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뉴딜정책에인도와협력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8월 21일의장집무실에서랑가

나탄주한인도대사를접견했다. 朴의장은랑가나탄대사에게“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면서

“제조업분야에강점이있는한국과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Make in

India(제조업 육성)’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

도의강점을접목해상호윈-윈(win-win) 할수있도록양국의각계가노력할필요가있다”고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9월 6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

리공관에서고위당·정·청협의회를가졌다. 이날회의에서는최근

현안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는이낙연대표, 김태년원내대표, 한정애정책위의장, 홍

남기경제부총리,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등이참석했다.  

전당대회서 60.77%로대표당선

李洛淵(16,17,18,19,21) 前국무총리가 8월 28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당대표

로당선됐다. 李대표는전당대회온라인연설에서“특히코로나19 방역을위해서는

정치권의초당적협력이절실하다. 민주당을쇄신해국민의고통을세밀하게헤아리

면서기민하고정확하게대처하겠다”고밝혔다.

온택트의원총회

朱豪英(17,18,19,20,21) 국민의힘원내대표는 9월 9일국회영상회의실에서

온택트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를 제외한 당 소속

의원들은국회화상회의시스템을활용해참석했다. 

21대국회여성국회의원오찬간담회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7월 30∼3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사

랑재에서 21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金 부의장

은“여기까지오는데오랜시간이걸렸다. 그만큼우리여성의원들의역

할이 중요하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는 성인지 국회를 만들기

위해앞으로도힘써달라”고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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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전국차생활지도자연수회

朴權欽(10,11,12) (사)한국차인연합

회 회장은 10월 26∼28일 경주 더

케이호텔에서 제35회 전국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갖는다. 이번 연수

회는 특히 바이러스와의 세계 대전을 최초로 예

고한 이상희(前 과학기술처장관) 박사를 초빙,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세계 대전에 대처 방안

에 관한 특강을 듣는다. 이 연수회는 지난 8월

에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0월로 연기

한 것이다.

헌정회부산시지회장으로위촉

韓斅葉(12) 부산 한얼고 이사장이 9

월 9일 헌정회에서 부산시 지회장으

로위촉됐다.

함평군립미술관으로詩碑이전

梁性佑(13) 시인(헌정회 편집

주간)의 시비(詩碑)가 9월 3일

함평군립도서관에서 함평군립

미술관으로 이전했다. 함평군

은 시비(詩碑)의 접근성과 홍

보 효과 등을 감안해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입마개로고쳐부르자’캠페인

원광호(14) 헌정회 대

변인(사단법인 한국

바른말연구원장)은

지난 8월 3일 국회

정문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등

에서 1인시위용팻말을목에걸고휴대용확성기

를이용하여마스크를순우리말인입마개로고쳐

부르자고전단을나눠주며호소했다. 이날현장에

는 헌정회 원로회의 김봉호 의장을 비롯한 김종

하·김문기부의장과신민선고문, 서종열정책연

구위 부의장, 이후재 前 KBS(원주)국장, 이종구

성우겸배우등이동참하여격려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내용쟁점토론회

金民錫(15,16,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이형석·강민정 의원

실, ‘약자의 눈’과 공동으로‘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개최

했다.  

중부일보와인터뷰

黃鶴洙(15) 헌정회 사무총장은

9월 3일 중부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黃 사

무총장은“정부와 지자체가 코로

나19 2차 확산을 겪으면서 병동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음압 시설이

있으면서이동성도있는캐라반형격리시설이마

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

서 헌정회는 9월 2일 (사)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

(총재 장경우)·중부일보(회장 임완수)와‘국난

극복업무협약식’을가진바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세미나

金榮珠(17,19,20,21) 의원실은 8월

19일 의원회관에서 호사카 유지 세

종대학교교수를초청해‘한일관계정상화를위한

국회의역할’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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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으로당선

盧雄來(17,19,20,21) 의원은

8월 29일더불어민주당전

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날전당대회에

서 최고위원으로 김종민(20·21) 의원, 염태영 수

원시장, 신동근(20·21)·양향자(21) 의원이 당선

됐다.   

‘낙동강·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세미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양이원영·강은

미 의원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과 공동으로‘낙동강·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정선포럼2020’문화개회식

崔文洵(18) 강원도지사는

8월 20일강원도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

션타워에서 열린‘정선포럼2020 문화개회식’에

참석했다. 8월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정선포

럼에서는포스트코로나시대의변화된일상을진

단하고새로운표준을논의했다.  

GTX-D 서부권광역급행철도추진

의원모임출범식및간담회

金炅俠(19,20,21) 의원실은 8월 24

일 신동근·김주영·서영석·박상

혁 의원실과 공동으로‘GTX-D 서부권 광역급

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

최했다.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역할’세미나

都鍾煥(19,20,21) 의원실은 8월 18

일 의원회관에서 임오경·임호선

의원실과 공동으로‘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

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 미래병역발전포럼

閔洪喆(19,20,21) 국방위원장실은

8월 18일 의원회관에서 김병기

의원실과 공동으로‘2020 미래병

역 발전 포럼:병무청 창설 50주년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국보급문화유산환수를위한뉴거

버넌스구축전략집담회

朴範界(19,20,21) 의원실은 8월 18일

의원회관에서 윤영석·박영순 의원

실,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과 공동으로‘국보급 문

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

회’를개최했다. 

‘POST 코로나, 지속가능경제를위

한하도급불공정개선모색’토론회

李學永(19,20,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민형배·박

상혁·이정문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공

동으로‘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

최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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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나치과거사청산의역사와성과’세미나

徐瑛敎(19,20,21) 행정안전위원장실은

8월 21일 의원회관에서 민주·인

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

들, 유신청산민주연대와 공동으로

‘독일나치과거사청산의역사와성과’에대해세

미나를개최했다. 

‘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 DMZ 평화

지대와법·제도적지원방안’세미나

全海澈(19,20,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통일부와 공동으로‘판

문점선언이행을위한 DMZ 평화지대와법·제도

적지원방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부동산 정책토론회 ①토지공개념

제도화를통한자산양극화해소방안

陳聲準(19,21) 의원실은 8월 19일 의

원회관에서‘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부동산 정책토론회 ①토지공개념 제도화를 통한

자산양극화해소방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중소기업디지털전환정책토론회

姜炳遠(20,21) 의원실은 8월 19일 의

원회관에서 신정훈·김경만 의원실,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

딜분과위원회 디지털전환TF와 공동

으로‘중소기업디지털전환정책토론회:스마트그

린산단, 스마트공장중심으로’세미나를개최했다. 

KTX 수도권동북부연장을위한토론회

高榕 (20,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우원식·김성환 의원실, KTX  수도권 동북부 연

장운행 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수

도권동북부 320만주민들의숙원사

업! KTX 수도권동북부연장을위한

토론회’를개최했다. 

그린뉴딜지역분권의과제연속포럼

金星煥(20,21) 의원실은 8월 21일의

원회관에서이해식의원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환

경정의와 공동으로‘그린뉴딜 지역

분권의 과제 연속포럼:지방정부 권한의 확대를 위

한법제도개선방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음주운전재범방지대책마련을위한공청회

金榮鎭(20,21) 의원실은 8월 19일국

회도서관에서 임호선의원실, 경찰청

과공동으로‘음주운전재범방지대

책마련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아동권리증진

을위한아동참여’토론회

金哲玟(20,21) 의원실은 8월 18일의

원회관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

리아이들은안녕한가?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

참여토론회’를개최했다. 

‘대기업의 CVC 소유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

朴用鎭(20,21) 의원실은 8월 20일

의원회관에서 민병덕·오기형·이용

우·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대기업의 CVC소

유허용무엇이문제인가?’에대해세미나를개최

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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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심야토론출연

宋錫俊(20,21) 의원은 8월 15

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陳聲準(19,21) 의원과 패널로

출연해최근부동산정책등에대해토론했다. 

‘그린뉴딜시대의지속가능한소비

와생산’토론회

宋玉珠(20,21) 환경노동위원장실은 8

월 18일 의원회관에서 홍석준·강은

미 의원실, 환경부와 공동으로‘그린뉴딜 시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교원노조법개정방안국회토론회

林鍾聲(20,21) 의원실은 8월 18일의

원회관에서 윤미향·이수진·강은미

의원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

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교원의 노

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

정방안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변호사비밀유지권입법토론회

趙應天(20,21) 의원실은 8월 18일의

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으로‘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

회’를개최했다.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해결방안연속토론회(2회)

姜得求(21) 의원실은 8월 18일 의원

회관에서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

영덕 이탄희 의원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와 공동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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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최고령원로회원이었던金許男(15) 원

로가 9월 2일별세. 고인은서울대법대졸

업, 한양대 명예 교육학 박사, 동의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보이스카우트 부산연맹

장, 부산시의회교육사회상임위원장, 자유민주연합상임고

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영도의숙이사장, 무궁

화선양회 부산회장, 부산농악보존협회 이사장, 전국환경보

호녹색운동본부장, 함경북도 도민회장, 이북오도연합회장

15대국회임시의장등을역임했다. 향년 101세. 

林仁培(15, 16, 17) 회원2020년10월9일(금) 오후5시, 딸

장소: 연세동문회관3층그랜드볼룸

으로‘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高旼廷(21) 의원실은 8월 18일 의원

회관에서‘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

률입법공청회’를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

응체계개선방안토론회

高永寅(21) 의원실은 8월 21일 의원

회관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

회와 공동으로‘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개선방안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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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둥지 大吉 하시길…

吳景義(13) 자) 서울송파구오금로11길 33 신동아타워A 1/1507

李錫玄(14, 15, 17, 18, 19, 20) 자) 경기안양시동안구관평로79번길 20 301호

宋榮珍(14, 16) 자) 서울동작구사당로 16길 96 사당휴먼시아A 105/103 

柳寅泰(14, 17, 19) 자) 서울동작구흑석한강로 27 흑석한강푸르지오A 113/1104

鄭良淑(14) 정양숙자) 부산시해운대구송정중앙로 15번길 96-6 201호

丁世均(15, 16, 17, 18, 19, 20) 사) 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901호

千正培(15, 16, 17, 18, 19, 20) 자) 서울동작구상도로 346-1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02/1403

金榮煥(15, 16, 18, 19) 자) 경기고양시일산동구위시티 4로 45 일산자이A  406/2201

鄭東泳(15, 16, 18, 20) 자) 전북전주시덕진구세병로 38 106/2403

柳在乾(15, 16, 17)  자) 서울용산구이촌로 65가길 23 한가람A  219/404   

安相洙(15, 19, 20) 자) 서울서초구서초대로 25길 76 월드빌리지 A동 101호

李柱榮(16, 17, 18, 19, 20) 자) 서울영등포구여의동로3길 10 여의도자이A 201/1202

吳泳食(16, 17, 19) 자) 서울성북구성북로8길 68(성북동)

韓明淑(16, 17, 19) 자) 서울종로구필운대로 40 402호

金正薰(17, 18, 19, 20) 서울서초구방배로 28길 63 롯데캐슬포레스트 1001호

羅卿瑗(17, 18, 19, 20) 자) 서울용산구이촌로 347 신동아A 7/307

崔宰誠(17, 18, 19, 20) 자) 서울송파구백제고분로39길 25-9 명훈파크빌 601호

李鍾九(17, 18, 20) 자)서울강남구도산대로81길 69 청담매스터빌 302

林亥圭(17, 18) 자)경기부천시안곡로 206 예원리치빌 101/203

姜碩鎬 (18, 19, 20) 자) 서울용산구이촌로64길 15 엘지한강자이A 109/902

金容兌(18, 19, 20) 자) 서울양천구신정로13길 38 신정 e편한세상A 105/2202

李珍福(18, 19, 20) 자) 부산동래구충렬사로 39 동래화목타운A 101/1205

張秉浣(18, 19, 20) 자) 서울용산구독서당로 111 한남더힐A 121/ 402

李恩宰(18, 20) 자) 서울강남구봉은사로113길 33 신동아듀크빌 501호

全賢姬(18, 20) 자) 서울강남구삼성로 150 미도1차A 109/1004 

李榮愛(18) 자) 경기김포시풍무로68번길 41 한화유로메트로A 205/1204

李春植(18) 자) 경기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394번길 27 삼성래미안1차A 107/301

金寬永(19, 20) 자) 경기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123 푸르지오그랑블A 104/1003

金盛贊(19, 20) 자) 서울강남구학동로 68길 29 삼성동힐스테이트1차 109/501

廉東烈(19, 20) 자) 서울강남구도곡로 78길 22 대치삼성A 107/1802

洪哲鎬 (19, 20) 자) 경기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82번길 27(마두동) 

朱永順(19) 자) 전남목포시백년대로 147 광신프로그레스A 105/1704

金奎煥(20) 자)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35가길 19 SK뷰A 104/2201

金炫我(20) 자) 경기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7  강선마을19단지 1903/303   

文鎭國(20) 자) 경기인천시계양구형제봉길50 계양센트리빌 2단지 202/703

尹一逵(20) 자) 충남천안시동남구성불사길 41 안서e편한세상A 108/1002

李勇周(20) 자)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29길 28 반포미도1차A 301/104

李鍾明(20) 자)경기성남시수정구위례중앙로 216 위례호반베르디움 5305/1201

張錫春(20) 자) 경기김포시고촌읍풍곡리 75-12

鄭仁和(20) 자) 전남광양시금영로 16 광양광영사랑으로부영2차A 205/1404 

鄭宗燮(20) 자) 서울서초구신반포로23길 41 신반포2지구A 106/704 

崔敬煥(20) 자) 서울마포구성암로7길 14 강림월드타운A 101/1002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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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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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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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卿植(19代), 劉容泰(2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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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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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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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 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 10매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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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메일 :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å¤¸Â Ì± Ü¼ÔÏÙ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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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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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ßÚë

Ì± °¿» ðÏÙ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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