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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권교체에따른한미외교통상정책의변화특집Ⅰ

미국 요구에 선제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

지도층의 덕목과 책임

화이자 백신, AZ 백신, 시노 백신의 차이점과 효능

쓰레기 위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
한
민
국
헌
정
회

2
0
2
1

4
통
권

4
6
6

호

(

(

월

간

헌

정

4

4월헌정표지(381x257)수  2021.3.25 14:4  페이지1   MAC-4       



6

문재인정부이전의역대정부는적자없는균형재정을원

칙으로삼고재정건전성을국정운용의우선순위로삼았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이 좋았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

년의글로벌금융위기를빠르게극복할수있었던것도재정

건전성의덕이컸었다. 우리나라는재정에관한한최우량국

가에속하고국가신용등급이일본보다높은상태를계속유

지해왔다.

문재인정부4년간국가부채급증

그랬던 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은 국정운영

의후순위로밀리고전정부의부채비율40% 방어선은폐기

되고, 세금아껴쓰는것이시대에뒤떨어진낡은사고방식

이며, 세금펑펑쓰는것이미덕인것처럼통용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수입이 줄고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

에없는사유도있었지만일자리창출, 복지확대등의명분

으로재정지출을대폭확대한것을비롯해서재원이나경제

성을따지지않는선심성사업이폭증하고코로나피해계층

과피해기업의구제는뒷전으로하고전국민현금살포등

의선심성재정운용으로국가부채가급속도로늘어났다.

문재인정부첫해560조원이던국가부채가4년만인올해

1000조원에접근하고국가채무비율이전정부의 36%에서

48.2%에 이르게되었다. 지난해 네차례의추경을편성하

면서국가부채가104조원으로급중했다.

국가부채급증과법적제동장치

羅午淵

헌정회원로위원

14·15·16대의원

前국회재정경제위원장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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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1차추경이20조원안팎으로편성되면국가채무가966조원을넘을것으로보인다. 앞으로국

민전체재난위로금을지출하기위한추경까지편성되면올해국가채무는사상최고치가될것이다.

우리나라국가채무비율은문정부들어와서급속도로늘어나고있다. 문정부들어와서국가부채증

가속도는그리스에이어세계두번째로빠르다. 부채급증으로올해부담해야할국채이자만20조원이

넘을전망이다.

현재국가부채비율낮은수준이고재정여력에여유있다고볼것인가

정부와여당은국가부채비율이OECD 평균이110% 수준인데우리나라는40% 수준이므로부채비율

이 낮아서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나라빚을 더 내 써도 괜찮다고 하며, 여당 일각에서는 부채비율이

60%까지늘어나도괜찮다고주장한다.

국가부채비율이몇 %까지올라가도괜찮다는일률적인기준은없는데그이유는나라마다처지가

다르기때문이다. 나라가고령사회냐아니냐, 기축통화국이냐아니냐, 국제신용평가사가그나라의부

채상황을어떻게보느냐등여러가지상황을감안해서판단해야하기때문이다.

고령사회가되면생산인구감소로국가세입이크게줄어드는한편노인복지비지출은대폭늘어나

기때문에국가부채비율이크게높아진다.

선전국도고령사회가되기전에는국가부채비율이높지않았다. 고령사회가되고나서그비율이크게

높아졌다. 독일은 1972년에고령사회에진입했는데그해부채비율이 18%에불과했다. 영국은 1975년,

프랑스는 1999년에고령사회가되었는데고령사회가되던해영국은부채비율이44%, 프랑스는36%

에불과했는데고령사회에진입하고나서부채비율이 100% 이상늘어났다. 우리나라의고령사회진

입은2018년으로선진국보다30∼40년늦었는데고령화의속도는세계에서가장빠르다. 그렇기때문

에우리나라는선진국들의재정악화과정을더빠르게따라가게될것이다.

기축통화국가와기축통화국이아닌나라는국가부채비율의상한선에차이가많다. 미국과일본처

럼기축통화국은국가채무비율이 100%를훨씬넘어도부채위기를겪지않으나기축통화국이아닌

나라는그렇지않다.

일본은기축통화국으로서엔화가국제통화인데다가국채는절반가량을중앙은행이인수해주기때

문에국가부채비율이200%를넘는기형적인예산구조를감당하고있다. 그러나기축통화국이아닌아

일랜드는부채비율이 40%대로낮았는데도 2010년재정위기를겪었다. 우리나라는기축통화국이아

니기때문에부채위기를초래하는국가부채비율이낮다고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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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우리나라채무비율이2023년46%까지높아질경우신용등급의하향압력으로

작용할수있다고경고하고, S&P는적자없는균형재정을권고하고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의46% 경고,

균형재정의권고를볼때우리나라국가부채비율이현수준에서더올라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보

아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부채비율이2023년이되기전인2021년에이미46%보다2% 포인트이상인

48% 선을넘어섰다. 피치가경고한대로신용등급이하향조정될우려가있다. 이와같은사정을감안할

때우리나라의현부채수준이낮고, 재정여력에여유가있다고보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한다.

국가부채비율이일정수준넘어서면부채위기에처하게된다

국가부채비율이일정수준높아지면만성적자국가가 되고경제가위기에처하게된다. 투자자들이

국채매입을기피하면서국채금리가급등하고국채금리가높아지면가계와기업의시중금리가높아

져가계와기업의이자부담이급증하여파산하는가계와기업이늘어난다. 그리고국가신용등급이떨

어지면서환율이급등하고자국화폐가치가급락해서물가가크게올라간다. 구소련의경우국가부채

증가로 1992년공식인플레이션이 2,000%를넘어섰다. 1970년의남미국가, 2010년의그리스도비슷

한국가부채위기를겪었다. 이탈리아는1970년대만해도부채비율이40%대로재정이건전했었다. 그

랬던나라가선심쓰는연금제도와현금퍼주기로재정이급속도로악화됐다. 2019년현재부채비율이

134%로만성적자와경제침체에빠져있다. 이탈리아가지금의처지가되는데는불과 14년걸렸다. 국

가신용등급도투기등급직전까지추락했다. 

한번늘어난국가부채는줄이기어렵다

한번늘어난부채는줄이기어렵다는사실은선진국의경험을보아알수있다. 일단시작된복지제

도는그만두는것이정치적으로거의불가능한데다가고령화로재정수입은주는데노인의복지를위한

지출은늘어나기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부채비율은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를겪으면서 73%에서 110%로늘어났으나위

기를지난후에도독일을제외하고는줄지않았다. 

일본은 1999년대초반만해도국가부채비율이 40%대였는데거품경제붕괴에따른불황을세금투

입으로 극복하려는 정책 실패로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5년여 만에 40%대에서

100%대로늘어나고12년만에200%로늘어났다. 경제는살리지도못한채빚만늘어나서세계최고의

부채국가로전락했다. 이탈리아도1980년60%가안되던부채비율이2배이상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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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유럽국가중유일하게부채를줄인나라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82%까지늘어났

던부채비율을긴축재정으로60% 수준으로줄였다. 

국가부채증가의법적제동장치마련시급

앞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국가부채비율이낮은수준은아닌데다가부채의증가속도가세

계두번째로빠르고이추세대로부채비율이계속늘어나면신용등급의하락과경제위기에처할

위험이크다. 그리고한번늘어난부채는줄어들지않는다는선진국들의경험을볼때, 부채급증에

대한법적제동장치를하는것은시급을요하는국가중대사인것이다.

국가부채의급속한증가를막기위한방법은국가부채, 재정적자비율을일정수준이하로관리하

는‘재정준칙’을법으로강제하는것이가장중요한수단이다.

선진국은물론이고개발도상국대부분을포함해서현재89개국가가이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

다. OECD 회원국중이준칙이없는나라는한국과터키뿐이다. 독일은재정적자가GDP 3%를넘지

않도록헌법에명문화하고있다. 국채발행한도는GDP의0.3%로제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정부가 2016년당시의국가채무비율이지금보다훨씬낮은 36%였는데도전문

가의의견을들어국가부채비율을GDP의4.5% 이내, 연간재정적자를3% 이내로제한하는‘재정

건전화법안’을만들어국회에제출했으며민주당의원들도연간국가부채증가액을GDP의 0.35%

로제한하는‘부채제한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 그러나탄핵사태와정권교체로국회통과가되지

못했다. 

‘재정준칙’의제정이시급하지만예비타당성면제대상사업을 줄이기위한국가재정법의보완도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정부재정이대규모로투입되는사업을면밀하게사전검토를해

서사업추진여부를판단하기위한중요한제도이다. 그런데법에여러가지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

유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이라는조항이다. 이조항은이명박

정부때추가로도입되었는데이조항이추가되고나서타당성조사면제사업이엄청나게많이늘어났

다. 노무현정부10건2조원, 박근혜정부86건23조원, 이명박정부88건61조원이었으나문재인정부

4년간122건96조원으로어느정부때보다도훨씬많다.

정부가불요불급한사업으로예산을낭비하는것을막고재정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입법취

지를살리기위해서는이조항이없어야한다. 이조항이없어지는법보완을하면국가채무급증을

억제하는데적지않는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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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일년남짓남은문재인대통령은외교우선순

위의맨앞에는북한과의관계개선과확대인것으로보

인다. 구체적으로문재인대통령은미북간의조기정상

회담을추진중인것으로보이는데이는실현성있는외

교목표가되기어려워보인다.

바이든은트럼프와같이충동적으로행동하는사람이

아니다. 외교에많은경험과이해(理解)를가지고있으며

국무장관등주변조언자들도전문성과경험을갖춘프

로들이다. 한국의성급한주선에쉽게응할사람들이아

니다. 바이든은톱다운(top down)이아닌, 실무자로시

작되는 보텀 업(bottom up)방식의 협상을 선택할 것이

다. 한국은미국에조기정상회담등우리입장에근거하

는방법을조언하기전에미국(즉바이든대통령)과고위

급전략대화를진지하게나누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바이든행정부가출범한지2개월밖에지나지않았지

만한미간에는대북정책방향, 한미일3각협력등을둘

러싼인식차가계속드러나는것같다. 미일은쿼드(Quad

4각협력체)의틀내에서갈수록밀착하는데한미는계속

동상이몽상태로가는것같은생각도든다. 한미관계에서

일시적인기복이라고보는의견도있고, 한미동맹이미국

의동맹정책에서주변부로밀려날수있다고진지하게우

코드만남은한국외교, 국익은어디로?

한승주

(재)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고려대명예교수

前외무부장관

前주미대사

특집Ⅰ 미국정권교체에따른한미외교통상정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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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사람들도있다. 그러나우

리가 북미 회담을 서두를수록 한

미양국간의인식차는더욱커질

가능성이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만

나열해 보아도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양을 희망하고

있으나미국은양국이합의한조

건들중가장중요한한국의작통

권인수의능력확보를확신하지

못하는상황이다. 문재인대통령의한국전쟁의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선뜻 동의하

기어려운입장이다. 종전선언은종전사실이확

인되었을때가능한것이지선언으로종전이되

는것이아니라는게미국의생각이다. 한미공

동군사훈련의규모, 시기, 심지어명칭까지한

미간에의견이완전히일치되지못하는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문제는트럼프가물러난

지금 실무적으로 현실적인 합의가 훨씬 가능성

이커진것으로보인다. 중요한것은한미간에

진솔한전략대화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통화

나회담에서협력을선언만하고그근저에어떠

한 상호간의 판단과 계산이 있는가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공

조와공동전선이이루어지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훈수두는것은적절치않다고보겠

다. 동맹간의협의는일방이타방에자신의방

안을설득시키기위한것이라기보다

는 상대방의 견해를 알아보고 서로

같이좋은방법을찾아가는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세션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임기가얼마남지않아조

급한마음이생길수있으나급할수

록 돌아가라는 것이 옛사람들의 지

혜다.

북핵문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떻게평

가할 것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향후한반도운전자론이성공할가능

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반도의 복잡

한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력으로 보나

외교적입지로보나한국이핵문제를포함한주

요문제에서사태를이끌어나갈운전자가된다

는것은비현실적인바람이라고생각한다. 본인

의경험에비추어한국이할수있는최대의역

할은 각국의 공동이익(예 북한의 비핵화)이 무

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실현을 위해 각국(특히

미국)과 최대한 협조하고 공조하는 것이다. 공

연히우리의역할을부풀리는홍보성선언은역

효과를낼가능성이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주요 대상국 중에서 가장 사이가 나쁜

대상이일본도아니고북한인것같다.

필자가최근발간한저서

『한국에외교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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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문제점은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기

본적으로북한은미국과유리한협상을하여정

권유지, 핵무장의용인, 제재(制裁)의해제를확

보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나아가

북한주도의한반도통일까지꿈꾸는것으로보

인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파탄, 제재강화로모든활동이묶여있는상태이

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아무리북한에호의

를보여도별로쓸모가없어보일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진전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미국이선호하는6자회

담같은다자회담의맥락에서남한의효용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2007년 10월 6자

회담을깨뜨린이후14년이지났다. 그러나우리

에게도 아직 그 유용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 북

핵이 획기적으로 일괄타결 되기가 어렵다고 본

다면 6자회담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소용이

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계속되는 제재에 못

이겨협상에다시들어올명분을제공하고, 둘째

는필요하면미북양자회담, 미.중, 남북한등의

4자회담등의기회와자리를만들어줄것이다.

한일관계

미국은한국, 일본에못지않게한일관계에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

거사문제의덫에서빠져나와진정한투트랙으

로돌아갈수있는방안이생길수있다고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러브콜을 보낸다

고애쓰는데일본이꿈쩍을안하고있는것같

다. 어떤 부분에서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등) 일본과의관계

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나 그들의

집권후기에는종군위안부, 독도문제등으로관

계가경색되곤했다. 문재인정부의특색은집권

하면서부터 일본에 대해 냉각된 태도로 시작하

였다는것이다. 2015년어렵게이루어진위안부

합의를파기하고미쓰비시, 신일철등의한국강

제노역자배상문제에법원의사법농단을들어

그문제에대한온건한대응을범죄시하였다. 전

임정부들에비해대일관계의경색완화의의지

가약했던것으로보였다. 지금이라도집권말기

에 대일 관계 개선이라는 업적을 남기는 것

(legacy)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과일본은서로가별로필요없다는듯행동하

고있는데사실은서로를굉장히필요로하고있

다. 문재인정부도지지층으로부터일본에굴복

했다는비난을듣기싫어서강경하게나가는경

향도있다. 국민정서와한일관계의전략적중요

성을어떻게조화시킬수있나?

어려운 문제이나 집권자의 의지와 능력에 따

라불가능한일은아니다. 2차대전이후숙적이

던 프랑스와 독일이 어느 나라들보다도 가까운

이웃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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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문재인 정부의 대중 기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미정상 통

화가이뤄지기전에문재인대통령에게전화를

걸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국의

덩치가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강압 외교 경향

이강해지는것같다. 항미원조전쟁에대한대

대적인 선전을 시작하고, 김치를 중국 것이라

고주장한다. 노골적인한국무시현상이고위

급 대화에서나 민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

국과우호관계를지속하면서도중국에강압당

하지않기위해한국은어떤대중외교를펼쳐

야하나.

미중갈등국면에서미국은동맹국으로서한

국안보의근간이고중국은중요한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라는것이문재인정부의외교전략

으로보인다. 양쪽과다잘지내고싶고어느한

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다. 이전략을잘운영해야할것이다.

중국시진핑은 2000년대에들어와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지침을 바꿔 主動作爲

(주동작위)의정책으로들어갔다. 그 방법은여

러가지가있으나커가는경제력으로압박하여

외교적, 안보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강제

외교(coercive diplomacy)라고도부른다. 그중

요한 명분 중의 하나는 상대방에 교훈을 주고

길들이기를한다는것이다.

갈등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국과 다

좋은관계를유지하는나라의예로싱가포르를

들수있다. 작은나라인싱가포르는미국과안

보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과도다대한경제관계를갖고있다. 싱가포르

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가 중국과

경제적협력을적극적으로하면서도중국이경

제적압력을행사할때“밀면밀린다”하는빌미

를주지않기때문이다. 중국은만만하게보이

는나라, 약점을가진나라를압박하는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우리

가원칙과이익을수호하는모습을보일때우

리에게 주려는 교훈을 자신이 터득하게 되는

것으로보인다.

미국과중국의정상(頂上)중우리나라가어느

쪽과먼저통화를하느냐는문제는너무큰의

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

이자신의존재를과시하기위해문대통령과의

통화를시도했을수도있으나우리가그것을중

요시하거나문제삼으면도리어시진핑주석의

의도에끌려들어가는것이된다. 

문제는누가누구와먼저통화하느냐라는것

보다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느냐에 있다. 정

상차원이아니더라도우리에게중요한것은트

럼프가파탄낸대외정책을바이든행정부가대

폭적으로재점검하고있는이시점에하루라도

빨리상호의의견을주고받는고위급의전략대

화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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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미국대통령선거에서많은전문가들

의 예상을 깨고 공직 경험이 전무한 공화당의 트럼

프후보가당선이유력했던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전세계는이제까지자유주의적세계질서를주도하

였던미국과는확연히다른, 미국중심을외치고전

통적인 동맹이나 다자기구 등을 폄하, 배척하는 미

국을 목도하며 경악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인민주적질서나자유주의적규범을무시하

고 인종주의를필두로 국민들의양극화를 심화시키

면서전통적인미국민주주의의근본도훼손하였다. 

이러한미국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가장극적으

로표출된사건이지난해11월에있었던대통령선거

결과를인정하지않고자신의승리를탈취당했다며

의사당으로의진격을선동한트럼프의연설에고무

되어미국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에난입하

여폭력과파괴를자행하였던극우트럼프지지자들

에의한2021년1월6일의폭동이었다. 

선거에서트럼프를꺾고합법적으로미국대통령

에 당선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이제 이렇게 국내

적으로는트럼프가 남겨놓은파괴적인유산을 극복

한미일 협력 증대 등 미국 요구에 대한

선제적이면서도신중한 대응 필요

김태형

숭실대정외과교수

특집Ⅰ 미국정권교체에따른한미외교통상정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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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외적으로는동맹국들이다시신뢰할수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리더로

서의 미국을 다시 한번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직면하였다. 

바이든의 대통령으로서의 제 1성(一聲)은

‘America is back’이었다. 즉 이제 바이든 대

통령하에서미국은외교적으로코로나, 기후변

화, 핵확산, 이민등전지구적공동도전문제에

미국의 리더십을 공공재로 제공하면서 공동 대

응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자주의, 미국 주도

동맹중시로 회귀할 것이고 이미 파리기후변화

협약복귀약속이나주독미군감축중단, 이민

관련 시정조치들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1년간코로나로인한확진자, 사망자의급

증(20201년 3월 3일 현재 확진자 2천8백72만

명, 사망자 51만6천여명 등 단연 세계 1위), 경

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비무장 남성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된 심각한 인종갈등, 경제지표

의 전반적 악화, 트럼프의 대선불복에 따른 내

부분열의극심화등여러문제를노정하였기에

바이든 당선자는 일단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아시아계 부통령의 당선과 함께 최초의 아프리

카계미국인의국방장관임명을포함하여여성,

소수민족 상당수를 고위 관료직에 임명함으로

써바이든대통령은향후행정부의우선순위중

의 하나가 백신 투약과 체계적 대응을 통한 신

속한 코로나 극복, 경제의 전반적 회복과 함께

인종갈등의치유임을분명히하였다. 

對中강경정책은지속

그러나 백악관에 누가 입성하는지와 무관하

게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러시아라는 미국

주도의질서에반기를드는강대국의도전을심

각하게 받아들여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

해오고있었고엄중한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

서도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갈수록심화되어

왔다. 중국의급속한부상, 군현대화, 공세적외

교정책에대응하여미국은인도-태평양전략을

고안하였고 군사전략에서도 새로운 개념수립과

취임식직후백악관서코로나대응책발표하는바이든대통령(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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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외정책 중에

서대중동, 대유럽, 기후변화등의정책과는달리

대중강경책은공화당, 민주당할것없이초당파

적 공감대를형성하는거의유일한외교정책 분

야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제이크 설

리번국가안보보좌관등바이든내각의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이미분명히밝혔듯이바이든행정

부 하에서도중국에대한강경한 정책은 형태는

다소다를지라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 

이미2020년중반민주당강령에서하나의중

국원칙이 삭제되고 소수민족 탄압과 불공정 무

역행위를강하게비판하는정강이채택되었기에

경제, 군사, 첨단과학 분야에서 중국과의 양보

없는대결이지속될것이고중국정부의위구르,

홍콩에 대한 권위주의적 인권탄압 정책에 대한

비판도거세질전망이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

가 철저히 무시하거나 철회시켰지만 바이든 행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기후변

화나이란과의핵협정복귀문제와관련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사안별 협력도 진

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현안을 다룰 때

트럼프의 지속되는 인기에서 보이듯이 미국 주

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층의몰락을초래했다는자성의목소리가

크기에바이든행정부는다자주의로복귀하면서

도미국의경제적이해를지키기위해노력할것

이다. 즉무역분야에서의급격한변화는당분간

없을것이다.  

미중전략경쟁, 한반도안보지대한영향

미중 전략경쟁 갈등 경쟁 심화는 우리가 당

면한 가장 큰 안보과제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중

갈등 심화는 기존의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

하고 해결을 힘들게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

될수록북한의전략적가치는올라가고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틈에 북한은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다. 

북한핵능력이고도화될수록비핵화는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은 2020

년한해코로나19, 홍수등자연재해, 경제제재

의3중고로심각하게고통받아왔기에경제회복

을 위한 외교적 물꼬를 터야 한다. 김정은은 올

해1월열린8차당대회에서이례적으로경제적

어려움을실토하기도하였다. 하지만핵강국으

로서의 자신감도 과시함과 함께 새로운 핵무기

투발수단 개발을 포함하여 핵능력을 더욱 고도

화할것이라고도공언하였다. 이는다분히신임

바이든 행정부에게 공을 넘기며 미국의 대답을

촉구한것인데북핵문제를전반적으로재검토한

다고 알려진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대응이 주목

된다. 

北과관계개선으로中과파트너십구축약화시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과 북한과

의 관계 교착상태가 북-중 협력을 더욱 돈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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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북한을중국에더가까이다가가게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역이용하여 북한과의 관

계개선을통하여북한과중국사이에간극을벌

리고 중국의 파트너십 구축을 약화시키려 시도

할개연성은충분한것으로보인다. 바이든행정

부의주요외교안보인사들의행적에비추어전

임행정부의외교전략을무조건폐기하지는않

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국가

안보보좌관 등 고위관료들은 경제 제재와 인도

주의적지원등강온전략추진과함께북핵문제

의일괄타결이아닌단계적, 맞춤형접근을선호

하는것으로알려졌다. 신임행정부에대하여과

거수십년동안의협상·강경전략의성과와한

계를 검토하여 북한과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개입과 협상을 출범 초기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적지않다. 일단 미국의새행정부는북

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고 북핵·미사일의 위

협요인과 상황악화 가능성을 방지하는 단계적

이고 군비통제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

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면 우리의 중재역할이 중

요해질것이다.

동맹긴밀한협력, 다자주의로대중견제

전임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에대한부담금

증대나무역압력을통한압박으로견고한대중

견제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방주의적인 대중

강경책을 추진하여 중국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의 실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에 비

하여바이든행정부의주요대외전략기조는동

맹·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자주의의 회

복이기에더욱효율적인대중견제가추진될것

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전략 또한 동

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에 한미일 3

각 협력 증대 등의 미국의 의도와 요구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한국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

요구될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북핵팀을 포함하여 외교안보

팀의 새로운 진용을 짜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팀을 새로 정비하였다. 비핵화

와평화구축이라는험난한과제의실현은그가

능성을 떠나 최근 미중 갈등 심화나 북핵 능력

고도화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해결은 바라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미의 안보팀은 먼저 북

핵·미사일능력의더이상의증대를막고한반

도주변불안정성을안정화시키는방안을우선

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즉 강력한 억지력 구축

과함께위기의신속한해소, 위기발생시확전

으로의 통제방안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

다. 따라서 대화의 복원을 비롯하여 많이 약화

된신뢰구축조치의회복을위한대처와함께북

한에대한레버리지를구축할방식이마련되어

야할것이다. 작금의한반도주변상황은서둘

지 않는 냉철하고 신중한 접근과 끈기 있는 긴

호흡을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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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행정부의출범

소란스러웠던 선거과정을 거쳐 조 바이든

(Joseph Robinette Biden) 후보가초강대국미

국의 새 지도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질서

의 흐름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에 다소 유약

해 보이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데에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던 코로나19를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과 BLM(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운동 등 반 트럼프 정서가 작용된 것

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의

마스크착용이일상화된모습과아들, 딸,사위

등 가족을 요직에 앉혔던 것과는 달리 각 분야

의전문가들이새행정부요직에배치되고있는

것도 괄목할 만한 차이점이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평은

‘Smart but firm(스마트하지만 강인하다)’으

로 요약된다. 대선에 이어서 있었던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에대한결선선거에서도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상하

원을 모두 주도하게 되어 정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갖추게되었다.

바이든행정부대외정책전망과

우리외교에의함의

金宗壎

19대 의원

前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前외교통상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특집Ⅰ 미국정권교체에따른한미외교통상정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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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달라질것인가?

1. America is back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었다. 국내적으

로는 국론분열을 치유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도덕성을 갖춘 초강대국으로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일방주의는 민주주

의를 표방하는 많은 서방 국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지구상 어느 나라가 자국 이익을 우

선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겠지만 트럼프의 일방

주의는 국제사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룩한

성과들을무시하였다는데에문제가있었다. 기

후변화협약탈퇴, 유네스코탈퇴, WTO 무력화,

WHO 탈퇴등이그예들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이미 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선언하였고 하나

하나제자리로돌아오는수순을밟고있다.

2. 민주주의국가, 동맹과의결속강화

바이든대통령은선거공약으로빠른시일내

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2.19 화상으로개최된G-7 정상회의와뮌

헨 안보회의(MSC)는 취임 후 첫번째 다자외교

무대였던바, 여기서그는‘우리중하나에대한

공격은모두에대한공격이며, 이는흔들림없는

맹세’라고하면서동맹복원을명백히선언하였

다. 전임대통령이해외주둔미군을손해보는

장사라는인식하에방위비분담대폭증액을요

구하고, 해외주둔병력감축을거래거리로내세

웠던것과는달라진모습이다. 민주주의연대와

동맹간 결속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가장중요한기본이될것으로생각된다.

3. 대중국압박지속, 그러나달라질방법

20년전새로운천년이열리던때, 당시국제

질서는구소련의붕괴이후미국을유일초강대

국으로하는일극체제였다. 20년이지난지금중

국은 G-2로불리면서“신형대국관계”를요구

하기에이르렀다. 이제중국은미국에게체제도

전, 가치도전, 기술도전등총체적안보도전의

위협적존재가된것이다. 바이든행정부의정책

은필연적으로트럼프흔적지우기와궤를같이

하겠지만, 중국에관한한압박과견제는더정교

하게, 인권문제등을포함하여다면·다층적으로

전개될것으로보이며, 그과정에서QUAD, D-

10 등전략에서나타나듯이동맹내지민주주의

국가들의동참을도모할것이다. 트럼프행정부

는주로미무역대표부(USTR)를 전면에내세워

관세를수단으로중국을압박하였던것과대비되

는대목이다. 인도·태평양전략실무책임자들의

면면을보면강경입장을보여왔던중국전문가

들이포진되어있다. 최근2.24에는바이든대통

국무부청사방문한바이든대통령앞에서인사말하는

토니블링컨국무장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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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반도체, 희토류, 의료장비및의약품과 전기

차배터리의핵심소재와부품의공급망을재검토

하라는행정명령에서명하였다. 이조치는차세대

산업에긴요한핵심소재및부품의중국의존도

를줄임으로써선제적으로안보리스크를제거하

겠다는의도로보이는데, 결과에따라상당한경

제적파장이예상된다. 

4. 기후변화에대한대응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중하나가파리기후변화협약에의복귀

였다. 또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셰일

산업을 지원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캐나다 앨버

타주의석유를미국남부로수송하는송유관건

설사업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바이든행정부의대응은상당히속도감있

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유럽연합(EU)

이적극환영하고있음에비추어, 특히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Global Agenda로 다시 대두될 것

으로전망된다. 선진국들은Carbon Leakage(A

국이 탄소배출을 적극 억제하는 동안 B국이 이

를등한시하면서가격경쟁을갖추게되면결국

세계적으로탄소억제가실패하게된다는논리)

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Carbon

Adjustment Border Tax) 도입을 적극 검토해

야한다는주장에힘을싣고있다. 향후관련논

의가본격공론화되거나또는공론화에진전이

더딜경우선진국들에의한국내조치의형태로

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5. 국제통상에서다자규범회복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자통상 조직인 WTO는

말그대로형해화되었다. 다자구도자체가미국

국익실현에도움되지않는다는생각때문이었

다. 바이든대통령은국제기구에서미국의지도

력을 회복하겠다는 기본입장에서 WTO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개혁의 방향은 분쟁

해결제도를살려내는것과함께다분히지난20

년간중국이혜택을누릴수있었던제도의맹점

(개도국 특혜, 보조금 제도 투명성, 국영기업의

반시장적행위등)을 시정하는데주력할것으로

보인다. 

바이든후보는대선캠페인에서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

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중국

이 포함된 15개국이 RCEP(포괄적 경제협력 파

트너십)을체결하였고, 일본등 11개국이운영중

인CPTPP에서는미국이발을뺀상태이어서이

지역에서 중국이 통상질서를 주도해 가는 것은

통상문제 이상의 함의가 있으므로 미국의 복귀

는 시간문제일 뿐 당연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현행협정에더하여구성국가의확대(그동안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가입이 회자되어 왔

고, 최근에는Brexit 후의영국이가입의사를표

명하였다.), 디지털경제, 환경등새로운내용을

추가하는시도도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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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의함의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적 스탠스는 분명히 달

라질것이며, 시행방식도실무상향식으로바뀔

것이라는관측이다. 자칫오바마식전략적인내

의 재판의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지난

2.25 시리아내이란민병대시설을전격공습한

일은필요시단호한행동에나설수있다는메시

지를던졌다. 트럼프대통령은북한비핵화와관

련한우리측중재에따라김정은과의빅딜에기

대를갖고세번의정상대면을가졌지만실패하

였다. 돌이켜보면트럼프는북한이미국을직접

겨냥하여도발하지않는한한국의안보및주한

미군의전략적가치에는큰관심을두지않은듯

하다. 집권 후반기 턱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와

병행하여간간이터져나온주한미군감축겁박

은우리안보현실에비추어매우위험한언행이

었다. 거기에비하여바이든대통령은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 표명하였고,

최근에는방위비분담협상도적정한선에서마

무리되고있다는뉴스가있어서우리안보에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김정은으로부터 러브레

터를 받았다는 사람과 그를 깡패(thug)라고 지

칭하는 사람의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

를수밖에없을것이다. 미국신행정부의스탠스

가바뀐것이자명한만큼북한바라보기로일관

해온우리의스탠스도조정되어야공조가이루

어질것임은말할것도없다. 무엇보다도중요한

것은결코간단치않은북한비핵화과정에서우

리의억지력을유지하는일이다.

미·중간의대립은이제국제질서를신냉전

으로몰아가고있다. 이갈등과대립은한국외교

에있어난제임이분명하다. 중국과의경제적이

해관계가심화된것은정도의 차이는 있으나많

은나라의공통점이다. 1992년수교와중국이세

계두번째경제대국이되면서우리경제, 특히수

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한편, 굳이

한국전쟁에서중공군의참전까지들추어내지않

더라도 2000년 한·중 마늘 협상과 2016년

THAAD 배치와관련한중국의막무가내식경제

보복에서우리는중국의무도하고비합리적인민

낯을똑똑히보았다. 시진핑주석은2017년트럼

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한반도는 고래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인식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중국 중원의 왕

조가지난 2000년간한-수-당-송-원-명-청으

로 바뀌어 오는 동안 한반도는 삼국시대-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왔음에서 보듯이, 그들 왕조가

바뀌었다고 우리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중원의지배세력을능가하는생명력을이어

온 것이 우리 역사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가치를흔들림없이지켜나가는원칙

있는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정치체제가 다르고

신념과 가치가 다르다 해서 상대가 적대행위를

하지않는한선린우호의기초위에평화공존해

야함은당연하나원칙없이사대하는것은스스

로약해지는지름길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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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가수호의최후보루

‘자유’이름가진정당에자유가없고‘민주’이름가진

정당에 민주가 없듯이 사법개혁(司法改革)에도 정상적인

개혁이없기는마찬가지다. 사법의부패를타도하자며기

치를들었던‘사법개혁’이이미정의가사라진몰(沒)헌법

적개념으로이해되는세상이되고만것은우리헌정사에

있어너무나안타까운일이다. 사법개혁을앞세우며재판

을농단하고부패한자들이오히려공정과정의를외치는

세상을바라보는것은일반이성을가진온전한이들에게

는고통스러운일이되어버렸다. 

공정과 정의가 불공정·부정의가 되어도 이를 교정할

수없고, 선출된권력집단의비이성적위헌입법의양산과

편파적이념에볼모로잡힌최고재판소구성원들의행태

는국민들에게도가치관의혼란을초래하고있다. 교정장

치가사라진세상, 지금이시대는정의가헛구호인세상

이된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국가보존의최후보루인

사법부에까지미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장이 자신

의임명에조력했던수하법관을탄핵거래의제물로바치

는현실을사법부의행정부시녀화(侍샲化) 현상이라고밖

에 달리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다. 부패권력에 공정과

정의도 빼앗기고 사법개혁도 사법시녀(司法侍샲)로 이해

되는현실에서우리가지켜야할가치는무엇인가. 

사법정의, 민주국가의영원한과제

辛奉起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특집Ⅱ 사법부의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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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일신하여사법개혁이아닌‘사법정의’(司

法正義)를찾아헤매어야할때이다. 사법정의는사

법부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보장이핵

심이다. 이둘중어느하나라도, 아니그중일부라

도놓치면사법정의의실현은불가능한것이다.

선출되지않은권력사법부-정의의역설

국가권력중가장비정치적이어야하는곳이사

법부이다. 제3자적 지위에서 당사자로부터 독립

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등 정치적

기관으로부터독립이생명이다. 법원이선거에의

해선출되는경우에는민중(民衆)민주주의로빠져

헌법과법률의이념과가치는왜곡되고만다. 다

수결원리는정치기관에친숙한것이지소수자보

호와법치주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사법에는적

용되기어려운것이다. 물론‘선출되지않은권력’

의‘선출된권력’에의자의적전단을우려하기도

하지만그본질의차이는충분히긍정될수있는

것이다. 사법부독립은법치국가의핵심이다. 사

인과집단에의한자의적재판이금지되는‘사법

의 국가독점’(Monopol staatlicher Gerichte)을

의미한다. 사법이정치성을띤다는것은현대입헌

국가에서는허용될수없다. 공정한재판은사법

부독립에서우러나오는것이기때문이다.

법원의독립, 법관의독립

그렇다면사법부독립의본질적의미는무엇인

가? 우리는이물음자체에대해망각하고있다.

법관도하나의직업인으로서그들에게약간의공

정성을더요구하는것일뿐더도덜도아니라는

생각에젖어있다. 그러니현직법관이특정재판

의피해자를공개적으로비난하고자신의정치적

성향을드러내며특정정치인을추앙하는모습까

지보이는데도이처럼관대한것이아닐까. 이런

오류는일반국민들만이아니라법관들스스로에

게서도 감지된다. 만취한 법관으로부터 들었던

“법관도사람!”이라는절규가재판에있어공정과

정의를 향한 열망과 고뇌로 비쳐지기도 했지만,

세속의 권력과 인사로부터 판단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도 읽혔다. 인간적

고뇌를이해못할바는아니지만, 이처럼사법권

독립의본질은기관으로서의‘법원의독립’과정

치적오염이나영향력으로부터배제나신분상불

이익과위협을고려하지않고오로지헌법과법

률그리고양심에따른판단을의미하는‘법관의

독립’을의미한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법원의독립, 탈(脫)정치권력

법원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뜻

한다. 사법권의독립은사법권을담당하는법원의

정치적중립성즉, 정치로부터의분리가확보될때

가능하다. 이것은입법부와행정부로부터의독립

을의미한다. 사법부에대한입법부의위협은단순

히겸직금지의문제에그치지않는다. 헌법이허용

하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이나 법관 탄

핵소추권, 예산권등을제외하고는법률에의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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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조직이나법률에의한재판에있어과도하게

관여할여지를남겨두는것은위헌적인것이다. 

특히절대다수정당지배의경우에는입법부독

재의여파로사법부독립에과도하게침해하는사례

가발생할수있다. 법원행정처장에게3천만원법고

을LX예산을위해좀더진지하게구걸하는모습을

보이라며사법부를농락했던여당의원을불과2개

월여만에법무부장관으로발탁하는것은사법부독

립성보장은커녕사법부무력화의전형을보여준사

례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렇게국정이희화화

되는상황에서그가법무부장관으로서어떻게사

법행정사무를수행할것인지는달리필설을요하

지않는다. 행정부에의한위협은입법부보다더욱

심각할수있기에사법부의구성과법관의자격및

신분의가중적보장을엄격하게법률로정하고있

다. 법원의독립은그구성원인법관의독립이보

장되지않으면이루어질수없는것이다. 

법관의독립, 최고정치권력과의투쟁의결실

법관독립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7세기 이래

영국에서 찾는다. “(국왕의)마음에 드는 동안

(during the King’s pleasure)”재임하는 것으

로 인식됐던 법관들이 군주와의 대립으로 계속

파면되자 1701년 왕위계승법에서 법관이“선량

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during good

behaviour)”재임하는것으로명문화하여신분

보장을 함으로써 법관독립의 기초를 다졌고,

1760년 법관임기법이 제정된 이래 법관의 신분

보장은완벽하게확보된것이다. 이처럼법관독

립과임기보장은최고정치권력과의투쟁의결

실이다. 법관독립은결국입법부와최고집행권

자로부터의독립을의미하는것이다.

법관의인적독립, 물적독립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력에 의해 법관의 신분

에제약을받지않을자유와재판에영향을받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전자를 인적 독립,

후자를물적독립이라한다. 이는법관의지위가

단순한 장삼이사가 아닌 특수한 신분임을 의미

한다. 이처럼법관은그자격의법정, 인사의헌

법적 보장, 임기제·연임제·정년제, 파면 기타

불이익처분의제한등을통해강한신분상의보

장을함과동시에법관의정치적중립성을요구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받은임모고법부장판사의탄핵을놓고

취했던행태는법관도정치권력의눈밖에나면

탄핵된다는것을보여준건국이래최초의겁박

사건으로법관의인적독립을무의미하게만든,

사법에있어치욕의흑역사로기록될일이다.

법관에대해‘선출되지않은권력’이라는비판

이 있으나, 선거제보다 문제점이 적고 독립성이

강화될수있다는것은오히려긍정적이다. 법관

은어떠한국가권력이나시민세력으로부터휘둘

리지않고오로지헌법과법률그리고양심에따

라재판해야한다. 법관독립의본질은그직무수

행에있어모든영향력으로부터독립된비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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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3자적 지위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일면재판에 영향을미치는 허용되지않는

다양한대외적간섭으로부터의독립을, 타면법원

내부적인지시나지휘·감독등에서자유로운대

내적간섭으로부터의독립을의미한다. 그런데대

내적간섭은교묘하게이루어지는바, 사법행정사

무에대한지시·감독권의한계를벗어나인사상

불이익으로재판에실질적인개입을하는사례가

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은심각한일이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사법부독립의결실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

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헌법제

27조). 법원의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과법관의

내·외부권력으로부터신분과판단의독립이보

장되지않는다면국민의재판청구권은공허할수

밖에없다. 재판받을권리의보장은실질적으로는

공정성을전제로한다. 공정성은법관은공정하다

는전제하의개념이지만현실에서는좌고우면의

재판으로고통에신음하는국민들이적지않다. 

심지어선거사건에서벌금 80만원과 100만원

의사이에서줄다리기를하고, 사실확정을왜곡

하는사례가빈번하기도하다. 심지어중졸학적

으로만든정유라사건과달리, 행정사건인실세

자녀에대한입학취소조차도형사법원리를들이

대며확정판결이있기까지는무죄추정원칙이적

용된다며 기어이 의사 만들기에 방조한 부산대

의 조치는 사법 영역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는 재판에 엮이면 손해라는

의식만있을뿐그들에게더이상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를크게기대하지도않는세상이된것

이다. 이런현실을바라보는국민들은그들이뽑

은선출된권력자들의통치대상일뿐이다.

사법정의, 스스로지켜야할숙명적과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정치적 중

립성을지켜야할우리최고재판소는현정부출

범이래 특정 정파 친화적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가랑비에옷젖듯사법부 독립에 치명적인외부

적간섭에노출되었고, 몇차례의인사를거치며

일반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허물어지고 있다. 중

요 사건에서헌법적 가치와 법리왜곡판결들이

속출하고정치편향적법관들은법복을벗어던지

며정치에입문했다. 국가수호의최후보루여야

할법원과 법관들이스스로 그들의헌법적 소명

을차버리고있다. 일부법관들은의도적으로정

치색을 드러냈고, 법관 출신 범죄자들에게 호의

적판결을하며사법불신을초래했다. 징역형을

벌금형으로양형재량권을남용하며버젓이사회

활동을자유롭게해주기도했고유죄를인정하면

서도해괴한법논리로무죄나감형을하기도했

다. 모두가법관으로서‘양심에따른재판’원칙

에반하는행위이다. 정치권과행정권력은사법

정의를깨뜨리려는세력이지사법을수호할것이

라고믿어서는안된다. 사법정의는목숨을걸고

스스로지켜야할숙명적과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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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사상유례없는양승태전대법원장

의구속에까지이른사법농단사태,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초유의현직법관이던임성근전부산고

법부장판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 이에관련된

김명수현대법원장의임판사탄핵관여의혹과거

듭된거짓말에따른야권의퇴진요구등문재인정

부의출범이후발생한전대미문의사법부관련사

안에서 동일하게 제기된 쟁점은‘사법부 독립’이

다. ‘사법부 독립’이란 법원이 수행하는 사법권을

법원 이외의 정부,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과 외부

세력으로부터독립시키는것을말한다. ‘사법부독

립’은법원이행하는재판의공정성과중립성을보

장하기위한것이고, 궁극적으로국민의기본권보

호를위한것이다. 

사법부독립해치는내부도문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

용등재판에개입하고, 이른바‘판사블랙리스트’

를만들어사법행정을비판한법관에게인사상불

이익을주는등사법행정권을남용하였다는혐의

에 의한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7월

구속기간의만료에의한직권보석으로석방된이

공정한재판, 헌법규정없으나법치주의본질

이헌

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특집Ⅱ 사법부의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01-96(4월)수  2021.3.25 14:5  페이지26   MAC-4       



2021. 4 27

후현재제1심재판을받고있다. 양 전대법원

장의사법행정권남용과관련성이있는임판사

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피소추자(임

판사)의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선언한재판개입일뿐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

배된다고공인한행위이다”는것이었다. 임판사

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법관의 재판에 관여한

위헌적행위라고판단하였지만무죄판결이선고

되었고, 법원내징계에서견책의경징계로종결

되었으며, 임 판사는지난 2월말로퇴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는 임 판사에 관한 탄핵

사유가두명의대통령탄핵사건(헌재2004헌나

1, 2016헌나1)에서판시된바와같이탄핵에의

한‘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

법이나법률위배가있는때에해당하는지여부

및퇴직한판사가탄핵재판의대상이되는지여

부에관한공방이치열하게전개될것이다. 

한편김대법원장은법원내진보적인성향의

법관들단체인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연구

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양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사실상 요청하였다고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신병을 사유로 하는

임판사의사직을만류하면서“나로서는정치적

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

치고있는데내가사표수리했다하면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져

외풍을 막고‘사법부 독립’을 지켜야할 사법부

의수장이여당과법관탄핵을공모하였다는국

민적 의혹을 가지게 하였다. 현직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치고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더해져 상당수 국민들은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요구하고있다.

‘사법부독립’은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세

가지국가권력작용을나누어상호견제와균형

을추구하는권력분립의이념에서도출된다. 권

력분립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의자유와권리에대한억압과침해를방지하기

위한이념에서구상되었고, 미국헌법이래로각

국에서성문헌법으로제도화되었다. “절대적권

력은절대적으로부패한다”는법언처럼모든국

가권력이통합된군주정치나현대의독재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

리에 심각한 침해와 국정운영의 실패를 가져온

다. 이는우리헌정사에서제왕적대통령하의헌

정문란과권력부패로11명의역대대통령중4명

이구속되어실형을살았거나살고있는중이고,

1명은자살하였으며, 1명은살해되는등그절반

이넘는6명의대통령들에관한부끄럽고불행한

역사적경험으로극명하게증명되었다. 

공정한재판위해‘법관의독립’요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듯

이, 사법부는 비록 행정부와 입법부와 같이 그

성립과존속에있어서직접국민적정당성을확

보하는국가기관은아니지만, 사법의본질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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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

으로써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이에 사법부는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이 요

구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법원이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 어느 권력기관이

나사회세력의간섭으로부터독립적으로재판하

여야한다는법관의독립이요구된다. 법관의독

립은법관인사의독립, 법관의신분보장등을내

용으로하는법관의신분상독립인‘인적독립’

과, “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

라 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법관

의직무상독립인‘재판상독립, 물적독립’으로

나누어진다. 

모든국민은법률에의해재판받을권리

헌법제27조제1항은“모든국민은헌법과법

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

을권리를가진다”고하여재판청구권을청구권

적기본권으로보장하고있다. 이에관하여헌법

재판소는“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자격

과절차에의하여임명되고, 그인적ㆍ물적독립

이보장된법관에의하여합헌적인법률이정한

내용과절차에따라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

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92헌가11등). 헌법

에서공정한재판에관한명문의규정은없으나

법치주의 이념인 정의와 공정에 비추어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사법권의 독립에 관

한규정에의하여보장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3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3인에 대

한 각 지명권,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법원공

무원에 대한 임명권, 모든 법관에 대한 임용과

재임용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각급 법원과 법관에 대한 인사·재정·행정에

대한 대법원장의 강력한 지배권은 사법관료주

의와제왕적대법원장에따른사법권폐해와남

용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정치적으로그정부에가까운인물로임명하려

고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대법관 중 11명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되었고, 그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우리법연구회, 국제인

권법연구회, 민변’출신이었다. 헌법이나 법률

상기구가아닌대법원규칙상기구인전국법관

대표자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제기하고임성근전판사에대한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하였는데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퇴진요구에대해침묵하고있는이

중적 모습으로 인해‘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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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막강한 헌법상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 대법원장에게는 정부와 국회 등

다른국가기관으로부터사법권의독립을앞장서

서수호할당연한책무가있다. 상당수국민들은

양승태전대법원장과김명수현대법원장의사

태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따른

책무에 위반하여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대해매우분개하였다. 사법부의수장인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내용인 정부나 국회로부

터의법원의독립을스스로허물고, 법관의신분

상독립이나재판의독립을침해하였으며, 이로

써권력의남용을용납하여일반국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때문이다.

美‘오바마판사’없이모든이에공평

미국에서‘사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4대 연

방대법원장존마셜은위헌법률심판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인디언 강제이주 조치에 대한

‘체로키 대 조지아’판결 등으로 행정부와 입

법부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한 기

초를 만들었다. 현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반

대 판결에 대해‘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오바마 판사’나‘클린턴 판사’는 없다. 오직

모든이에게공평하도록최선을다하는헌신적

판사들만 있다”고 맞대응하였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후무너진민주주의가신속하게회복하

게 된 힘의 원천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

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부 독

립을지키려는사법부수장과법관들이존재하

기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김병로초대대법원장은 1952

년 발췌개헌안에반대하는야당의원에 대한법

원의석방결정에이승만 대통령이공개적인불

만을드러내자“절차를밟아상소하면된다”고대

응하였다. 그로부터 20년후인 1971년 7월 박정

희정부의 현직판사에 대한정치보복적인영장

청구에 150여명의판사들이사법권수호를선언

한제1차사법파동은그이후유신독재정권민주

화운동의발판이되었고, 또 1984년유태흥대법

원장의 법관 인사권 남용에 대한 탄핵발의와

1988년노태우정부의김용철대법원장의유임에

반대하는 430여명의 소장 판사들이 주도한‘법

원독립과사법의민주화’를요구하는제2차 사

법파동은그이후권위주의 정부의종식과 문민

정부출범의계기가되었다. 부끄럽고불행한우

리나라의헌정사에서진행된‘사법부독립’의역

사 속에도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와자유를보장하는‘사법부독립’을지키려

는 사법부 수장과 법관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을

지지하면서불의에항거하던우리국민들이있었

다. 이는지금민주주의가무너지고사법부독립

도무너지고있는것같은절망속에서도희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자랑스런 기억이고 앞으로

나아갈미래의횃불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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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독립과국가권력분립제도의역사

가가.. 사사상상적적배배경경

근대국가에서군주가입법행정사법의3권을독

점하고국민을짓밟는전제체제에대항하여민주적

인권력분립과인권보장사상이확립되기까지는17

∼18세기 영국의 로크(John Locke), 프랑스의 몽

테스키외(Montesquieu)와 루소(J. J. Rousseau)

등정치사상가들의이론이가장큰역할을하였다. 

로크(1633∼1704)는 서유럽 민주혁명의 근본사

상을정립하였는바종래의왕권신수설에대립하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고, 주권재민, 대표제에 의한

민주주의의구현, 3권분립과법치주의및사법권의

독립을 통한 인권보장을 제창하였다. 그의 정치사

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대변하고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독립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몽테스키외(1689∼1755)는 저서『법의 정신

(E'spirit De Loir)』을통하여법의연구는구체적

현실의상황에서출발하여야하며, 국가권력은현

실적으로사법, 입법, 행정의 3권으로나누어지고

이러한 3권은각기다른기관이장악하여서로규

대법원장의법관인사권독점을

깨뜨려야독립된재판이가능하다

金容鈞

16대 의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법학박사

특집Ⅱ 사법부의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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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견제하게하여야개인의자유를확보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체계화시킨 3권분립 이

론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이후에 제정된 미국

연방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확립에 큰 영향

을주었다.

루소(1712∼1778)는사회계약론(Du contract

social)에 입각하여인간은원래자연상태에서

자유·평등을 누리기 위하여 개인들이 주도하

여 국가라는 사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평등을 보장해야

할의무가있다고했다. 이주장은그의사후 11

년 만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에서 혁명지도자

들의사상적지주가되었다.

나나.. 제제도도의의발발전전

이러한사상가들의영향하에먼저영국, 프랑

스, 미국 등에서 민주적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

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

스대혁명이세계민주주의제도확립의혁명적

전환점이되었다. 

이미17세기부터영국에서는국왕의권력남용

을 제한하기 위하여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을 통하여 과세에 대한 의회의 동

의권, 정당하고공정한사법절차와신체의자유

권등을보장하였다. 영국하원은스튜어트왕조

와의정치투쟁에서왕조를몰락시키고명예혁명

을 성취하면서(1688년) 의회 권력을 공식화 하

였고,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을 제정하

여기본권을보장하였다. 국민의선거권을보장

하고국가권력행사를의회가통제할것을선언

하면서 국왕의 권력을 억제함과 동시에 독립된

사법권이권력의민주적행사를보장하였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신대륙 미국에서는 영국

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Bill of Rights, 1776)을 제정해서미

국민의 인권보장을 선언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식민 지배를 퇴치하

고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분립 독립된 내용의 역

사적인미국의자유민주헌법을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국왕에 대항하여‘인

간과시민의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I'homnet du citoyen, 1789)을 발표한 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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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정하여국가권력을분립시키고인권보장을

선언하는프랑스대혁명을일으켜국왕루이 16

세를축출하고처형하였다. 동선언제16조는인

권보장과권력분립이되어있지않은나라는헌

법을가졌다고볼수없다고명백히선언하면서

혁명헌법의방향을제시하였다.

이러한영국, 미국및프랑스의권리장전과인

권선언들은불문헌법의국가인영국의관습헌법,

의회법(1911) 등헌법규범과미국의독립후미국

연방헌법(1787년 제정, 1791년 10개조의 인권에

관한 수정조항 추가)과 프랑스의 혁명헌법(1791)

에그대로반영되어권력의분점을통한권력남용

의방지와국민의권리신장제도로발전해왔다.

3권분립사상과제도의중요부분이사법권을행

정입법권으로부터독립시켜서입법행정양대권

력을법적으로통제하고국민의기본권을최종적

으로보장하여법치주의를정착시키자는것이다.

사법권의독립

헌법 제101조는“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헌법 제103조는“법관

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

여심판한다”라고규정하여사법권의독립을선

언하고있다. 이는국가권력중입법권은국회에

(제40조) 행정권은 정부에(66조) 속한다는 헌법

규정과 궤를 같이 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정치적 입장에서 국무

를처리할수도있으나사법부의법관은반드시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하여 국민들이 당면한 분

쟁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것이다.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법부조직자체가입법부와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 업무상으로도국회가국정감사

권등으로재판에관여해서는안되며, 행정부가

법관임명권이나 예산편성권 등으로 재판에 영향

을미치지않도록해야한다. 둘째, 법관의인적독

립이보장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법관인사의

독립, 법관자격의법정, 법관의임기와정년의보

장, 파면등신분박탈의제한으로신분보장, 정치

적중립의보장등이필요하다. 셋째, 재판의독립

이필요하다. 법관은국가기관, 소송당사자 ,사회

적정치적세력, 이념단체, 사법부내부의상급심,

상급자나인사권자로부터재판의영향을받지않

아야하며독립해서재판하도록해야한다.

그러나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도

처에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지

적되어온 사법병폐의 하나는 전관예우이다. 전

관예우란대법관법원장기타법관이나검사등

에서퇴직한변호사가수임한사건에대하여현

직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어 사법질서를 교란하

는불공정한판결이나결정을지칭한다. 법원의

전관예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가 판사들의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의 현실에서 파생된 법관

관료화의산물이기도하다.

사법권의 독립을 소송 당사자가 위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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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자에 의한 소위 판사

석궁 테러사건(2007년)이 있었다. 또한 광우병

왜곡보도사건, 전교조교사들의시국선언사건

등에서 법원내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를 맡아 편향적 판결(2009∼2010년)을 한다

는비판도있었다. 변호사회에도민변이라는이

념적 단체가 있어 이념을 같이하는 판검사들에

영향을미치지않느냐하는우려도있다

우리나라의 법관임명제도에 대하여도 비판이

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하도록한것은국민주권의원칙상이해를할수

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

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독점

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관료조직화를 초래하여

판결의대국민무책임성, 법원의보신주의와전

관예우의원인이되고있다는주장도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법관의신변을테러등으

로부터보호하고, 법원과법조계의이념서클활동

을자제내지근절하도록하고, 일반법관임명도

미국의연방법원판사임명과같이국회의동의를

얻어대통령이임명토록하여대법원장이인사권

과재판권을독점하는현제도를시정해야한다.

사법권이국민생활에차지하는비중은대통령이

나국회권력에못지않다. 국민생활과너무도밀착

되어있는사법부의역할과기능을보면그독립의

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일반사건의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한곳에서

하루에처리되는사건들만보더라도민사재판에

서는수천억원의재산에 대한권리의 향방이판

결로 결정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수천 년의 징역

과금고형이형사피고인들에게선고되고있다. 

행정법원에서는 많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심판대에 올려지는데 그 중에서 행정기관이 행

한 집회시위금지처분에 대하여 판사가 청와대

인근까지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한 사건

(2016.11.)이나, 대통령이검찰총장에대하여한

정직처분의 효력을 판사가 정지시킨 사건

(2020.12.)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

법관의신변을테러등으로부터보호하고, 

법원과법조계의이념서클활동을자제내지근절하도록하고, 

일반법관임명도미국의연방법원판사임명과같이국회의동의를얻어

대통령이임명토록하여대법원장이인사권과재판권을독점하는현제도를시정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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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운명을가르고정권의사활이나정국의향

방을좌우하기도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회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에 대한 위헌여부심사에서 위헌이 아

니라고 선고(1996.2.)하고 이에 따라 판사가 전

직대통령에게사형선고와수천억원의추징금을

선고한 사례,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

반하여 위헌이라고 선고(2004.10.)하여 수도이

전작업을중단시킨사례역시역사의흐름을바

꾼 법관의 결정들로서 사법권이 차지하는 국가

적중요성을말해주고있다.

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헌법제27조는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

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

가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군사법원의재판을받지아니한다.

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 공개재판을받을권리

가있다고규정한다. 이러한규정들은국민의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보장하는제도들이다

이외에도 헌법 제13조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과이중처벌금지및소급입법을통한처벌의금

지, 연좌제의금지와함께제12조에서는자기에

불리한진술의강요금지, 변호인의조력을받을

권리등도규정하여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

구체적내용을규정하고있다.

사법권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고 공정성은 사

법권의독립으로보장된다. 사법권의독립은개

개법관이독립해서헌법법률과양심에따라재

판을하도록보장해줌으로써달성된다.

공정한 재판 청구권은 국민이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결정, 공산사회와 같은 인민

재판을배제하고독립된법원에서신분이보장된

자격있는법관에의하여재판을받는권리를말

한다. 이권리는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한재판

을받을권리를포함한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

리는모든국가기관을구속한다. 따라서이를침

해하는국회의 법률이나행정부의명령규칙처

분이나사법부의작용이나조치는위헌이다.

이런위헌적권력행사에대비하여우리나라는

사법권인위헌법률심사권을제헌헌법에서는헌

법위원회,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제3공

화국에서는법원, 유신헌법과제5공화국헌법에

서는헌법위원회, 현행헌법에서는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하여헌법을수호하고국민의헌법재

판청구권을보장하도록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1.헌법과법률에정한신분이보장된법관에의

한재판을받을권리2.법률로정한내용과절차

에따라재판을받을권리와 3.민사재판형사재

판행정재판및헌법재판을받을권리 4.군사법

원의재판을받지않을권리 5.신속한공개재판

을받을권리까지를포함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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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편집장으로있는데내대학(고려대) 시절 총장이

었던현민(玄民) 유진오박사가‘자네나한테좀와’그래서

갔다. 그분이총장을그만두고신민당에서대통령후보감으

로영입해서간건데, 선생님이오라고하니어떻게하겠나,

‘제가뫼시죠’그랬지.”

김영삼(YS) 정부에서환경부장관을지낸김중위전의원

(12·13·14·15대 국회의원)은 신민당 당수를 지낸 유진오

의보좌관으로정계에입문했다. 사상계편집장, 유진오보좌

관, 민정당국회의원, 문민정부의환경부장관등을지냈다.

공개 회의 장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총재님

대통령다되신걸로생각하세요?”라고하는등‘입바른소

리’로잘알려진그는“성정이원래부터그랬다. 경우가안

맞다 싶으면 말이 나와버려 아기 때부터 그랬다더라”고 설

명했다. 이어“그래서 내가 출세를 많이 못했다. 그렇지 않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사람을안키우니지도자가클수있나”

“야당이비대위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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뿠쇐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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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면 출세를 더 했을 것”이라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도대체 생리에 안 맞

다. 네편 내편 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전히처음부터내로남불이다”라며“사람이부끄

러움을알아야된다. 부끄러움을모르는정권이

어딨나. 그래서 난 빨리 문재인 정권이 끝나길

기다리고있다”고했다. 

3월 13일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

뷰에서김중위는유진오박사와의인연, 3김시

대의리더십등을차례로술회했다. 지금도꾸준

히칼럼을쓰는그의자택엔책들이가득했다. 

유진오박사와의인연으로정계입문

유진오박사와의인연은.

“대학 시절 총장이다. 사상계에 있는데 오라

고 해서 갔다. 그때 나는‘학자로 일생을 사신

분이정치권에왜발을들어놓으셨나요’라고물

었다. 그러니까이어른이‘우연히그렇게됐는

데, 마음 한편으로는 정치를 해보고도 싶었어’

라고하였다. 그래서나는다시‘특별한계기가

있었습니까’라고했더니‘글쎄, 학문이란게현

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

고싶었어’라고하였다. 그러면서‘현실에적용

할수없는학문이라면죽은학문아니겠어?’라

고 하셨다. 이 어른이 제헌헌법의 아버지 아닌

가. 세월이지나3선개헌에반대하다가병(뇌졸

중)이 들었어요. 워낙연세가많은분이투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일본에

가서투병생활을하게되었기에나는또한그분

곁을떠날수밖에없게되었다.”

신민당당수보좌역이었는데, 다양한지도자

들이함께하자고제안했을거같다. 

“그일화를말하면 3김시대의리더십유형이

보인다. 현민이투병생활을할때(1969년) 쯤소

석(素石) 이철승씨가7년동안해외방랑생활을

하다가막입국을했다. 소석도정치를하려고보

니 비서가 필요한 거다. 송원영씨(7·8·9·

10·12대 의원)가‘소석이비서를찾아서널추

천했다. 자네가도와드려’얼마후저녁에소석이

전화를했다. ‘차를무교동에보낼테니그차를

타고우리집으로오게’그래서그차를타고소

석의혜화동집에갔다. ‘차를보낼테니집으로

오라’는게저녁을먹으러오라는얘기였다. 소

석이한복을입고저녁밥상앞에서나를기다리

고있었다. 처음하는말이‘원영이가자네를추

천했어. 죽으나사나나하고정치같이하세’그

랬다. 말이‘죽으나사나’지그얘길들으니까가

슴이먹먹해지더군. 세상에죽으나같이하는말

이어떻게가능하겠나. 그래서나는‘생각해주셔

서고맙습니다. 그런데저도생각을좀가다듬어

보겠습니다’라고했다. 그때생각해보니살때는

혼자살고죽을때는같이죽자그럴수밖에없지

않겠나’라고생각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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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DJ) 전대통령의제안은어땠나. 

“소석이나를불렀다는얘길동교동이들었던

모양이다. 그 이튿날 DJ가 전화를 했다. ‘내일

아침에집에좀오게나’했다. 나는아침에동교

동을갔다. DJ는아침밥상앞에이희호여사하

고 나란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밥상앞에가인사를하니첫마디가‘자네요새

월급얼마받나’하는거였다. 내가그무렵에한

3만5000원정도받던것같아서그렇게말을하

니이양반이‘자네 5만원주면내게오겠나’라

고하였다. 한사람은저녁에불러서‘죽으나사

나 같이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월급 올려줄

테니 나한테 오라’는 것 아닌가. 소석은 자신을

‘구시대의막내요신시대의맏형’이라고소개했

다. 이를 보면 소석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DJ는

현대적인발상으로나를부른것이었다. 소석은

차를 보냈지만 DJ는 차를 보내지도 않은 채 나

를불렀고, 부부가같이아침을먹으면서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나. 아주 커머셜

(commercial)한거였다.”

YS에게정부개편안제안

YS의리더십은어떤가. 

“1992년대선그무렵만해도YS와나는특별

한인연이없었다. 내가민정계에서공격했으니

까. 그런데 YS가대선후보가되니, 비서실장이

었던 최창윤이‘어른이 정무보좌역으로 오라는

데어떻게하실거냐’물어왔다. ‘대통령후보가

오라면가야지어떻게하겠냐’라고대답했다. 이

튿날아침에 YS가전화를했다. ‘어제내말들

었재? 온나’딱두마디뿐이었다. 이게 3김시대

의 정치적 리더십이다. 한 사람은 밤에 차까지

보내서‘죽으나 사나 함께 하자’고 하고, 한 사

람은‘월급올려줄테니함께하자’고하고, YS

는군소리없이딱두마디로‘들었재온나’이거

다. 얼마나간단명료한가.”

다른일화도있나. 

“나는YS가당선인자격일때‘취임하시기전에

정부조직을개편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장관을

임명하고나선정부조직개편이어려울것입니다’

라고하니, 팔짱을끼고고개를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체육부하고 동력자원부를 없애는 개편안을

내놨다. 체육부는전두환이란사람이체육을좋아

해서생긴거고, 동력자원부는상공자원부에들어

가면되는거였기때문이었다. 이는곧바로아무

문제없이진행되었다. 곧이어나는조각명단을만

들어제출했다. 큰 종이에그려진조각명단을보

더니책상서랍에얼른집어넣었다.  누가볼까봐

그런것같다. 나중에보니내가거론한사람은공

로명외무부장관한사람밖에없더라. (웃음)”

환경부장관입각때도언질을못받았나. 

“YS가대통령에취임하고나서대원각에서후

보시절의보좌진들과함께저녁을먹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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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가내팔을잡아당기면서앞으로중요한일을

맡길테니끼니 아무 소리 말고 있어’그랬다. 한

1년 쯤 지나도 별말이 없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다. 그날이 아마 1994년 12월 23일인가

그랬다. 지구당에서 낮잠을 자는데 직원들이

‘와’하고소리를지렀다. 내가‘무슨좋은일있

냐’고 물었더니, ‘장관 발령 나셨어요’그랬다.

그래서나는미리연락도없이발령을내는수도

있나싶었다. 그것도방송을통해서말이다. YS

는특별히격려하고그런것도없고입각하고얼

마 지난 이후에 청와대에 불러서 들어갔다. 단

둘이국수를먹었지요. 집무실옆에여비서방이

있는그옆에 YS 혼자서밥먹는조그만식당이

다. YS가 말이 별로 없잖아. 밥 먹으면서도 나

혼자 얘기하고 말았지. 격려한다는 게 같이 밥

먹어주는거였어요.”다방면에걸쳐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평소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4선의 정

책통. 1997년김중위가신한국당정책위

의장이됐을때다수언론에서그를소개

한 말이다. 김중위는 4선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원장만 지냈는데, 특위

(예결·제도개선·지방자치·경제종합

대책) 위원장만 4∼5차례 맡았다. 위기

(emergency)에강한셈이다.

김중위는 현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재인대통령에대해선“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야당에

대해서도제할일을못한다고강하게질타했다.

평생을몸담아온국민의힘에서도탈당을했다고

한다. “꼴보기싫다”는이유에서다. 

‘총재님당선다되신걸로생각하세요?’

다수 언론에서 입바른 소리를 잘 한다고

소개를 했다. 

“예를들면이회창씨경우김종필(JP) 전국무

총리한사람만잡아도대통령에당선될거같은

데 안 잡는 거다. 그러면 공개회의에서‘총재님

당선다되신걸로생각하세요?’이런식으로말

하는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

나. 그런입바른소리잘했다. 또하나는노태우

정부때일이다. 그때나지금이나부동산문제는

난제인데, 노태우가앉아있는데내가건설부장

관한테‘200만호 큰 소리를 쳤는데, 노동력 하

38

고려시대문신이자정치가익재이제현선생을기리는‘익재문학상’을

수상하는김중위원로위원(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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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재는 어디서 생기냐’고 따졌지. 그때 건설

부장관이권영각씨다. 그양반이‘하다보면되

겠죠. 뭐’라고하더라. 그래서‘여보쇼, 하다보

면되는일이어딨어. 200만호하겠다고하면서

사업계획도안세우나’라고따진기억이있다.”

문재인정부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시나. 

“정책이없다. 정책을본적이없다. 세상천지

에장관을임명하는데흠결없는장관이하나라

도 있었나. 하나도 없다. 전부 논문표절 아니면

입시 비리. 하나같이 그렇다. 예외가 하나도 없

다. 어떻게그런사람들만모아놨나. 문재인이란

사람의 성품은 모르겠지만 전부 밑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거 같다. 자기는 멍하니 가마 타

고가는거지. 난그사람장점을하나도모르겠

다. 어제한얘기와오늘한얘기가다르고말하

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데,

기회가평등한것도모르겠고, 과정이공정한건

본 적도 없고 결과가 정의로운 지도 모르겠다.

역대대통령중최악의대통령이아닌가싶다.”

보수정당이보수를버리면

그건정당으로서가치가없는것

야당이제역할을못한다고보시나. 

“보수정당이 보수를 버리면 그건 정당으로서

가치가없는거다. 없어져야된다. 보수 가치를

지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사람들(국민의힘)을보면무슨이리기웃, 저

리기웃하는거같다. 물론유권자의변화에따

라가자고할수있다. 그러나자신의신념은있

어야 한다. 탈이념을 하더라도 보수적 가치를

지켜가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공부를 안 하

는거다.”

다음지도자의조건은어때야하나. 

“보이는게있어야지, 아무것도보이는게없

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교보

문고에 가면‘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적혀있다. 마찬가지다. 국민이지도자

를 만들고, 지도자가 국민을 만드는 그런 보완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이 있

다. 전당대회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지도

자를뽑아서만들어가야한다. 어디서굴러먹는

사람인지 모르고. 맨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그게뭐하자는수작인가. 비대위가전대까지임

시로하는게비대위지, 이건얼마를하는건가.

전대를해서다람쥐가되든쥐새끼가되든일단

보고, 당이잘못가면또전대를하면된다. 그러

다보면고양이가호랑이가되든, 호랑이가사자

가되든그런놈이나올것아니냐. 비대위만하

고 사람을 하나도 안 키우나. 그런데 지도자가

클수있나, 커질수가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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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우한에서원

인 미상의 괴질 폐렴이 발생하였

다는소식이전해진지일년여만

에 2021년 3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억1천7백여 명의 공식

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비

공식적인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훨씬더많을것으로예상한

다. 이 중 현재까지 약 2백60여만 명의 사망자

가발생하여전세계평균치사율은2.22%를나

타내고있다. 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에비해비

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어 현재까지 9만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1.77%

에해당하는1천6백여명이사망한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

자한다. 다른바이러스와마찬가지로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과 증식을 위해 숙주세포(宿主

細胞)를반드시필요로하는절대기생체(絶對寄

生體)이다. 구형의코로나19 바이러스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가 존재하며,

이의특정부위가숙주세포표면의수용체와결

합하면 마치 열쇠가 자물쇠를 열듯이 숙주세포

의문이열려바이러스가숙주세포안으로들어

가게된다. 이후다양한과정을거쳐많은수의

자손바이러스가만들어지는증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숙주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 다양한

면역반응이 유도되어 폐렴 등과

같은임상증상이나타난다.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감염병과 마

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통제방안은백신이다. 현재까지코로

나19에대한백신은미국에기반을둔글로벌제

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엔

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일명 화이자 백신, 미

국의제약사모더나가개발한모더나백신, 영국

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일명 아스트라제네카(AZ) 백

신, 미국의제약사존슨앤존스의자회사인얀센

이 개발한, 일명 존슨앤존슨 또는 얀센 백신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상태이며, 이외에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중국에서 개

발한시노백및시노팜백신등이일부국가에서

사용이 승인되어 접종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에서 개발 중인 노바백스 백신

이조만간임상 3상시험을마치고사용이승인

될전망이다. 이러한백신들은제조방법에따라

mR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전달체를활용한

화이자백신, AZ 백신, 시노백신의차이점과효능

시사초점

뿠正基

고려대학교약학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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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백신, 재조합단백질백신, 불활화백신등

으로분류될수있다.

화이자나모더나는mRNA 형태로양면효과

각백신에대하여좀더살펴보면, 화이자백신

과모더나백신과같은mRNA(RNA의한형태)

백신은코로나19 바이러스의스파이크단백질중

특정부위를발현할수있는mRNA로만들어진

백신이다. mRNA가체내로주입되면이에상응

하는단백질이만들어지고이에대한항체가만

들어지는기전을갖는다. 기본적으로RNA는체

내에서RNA 분해효소에의해쉽게파괴되는불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mRNA를지질막으로둘러싼나노입자형태로만

들어져 있다. 이러한 지질막 나노입자는 동전의

양면과같은특성을갖고있어면역반응을자극

하여백신의효능을높일수있는반면, 강한면역

반응으로인해비교적과도한백신접종이상반

응을야기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얀센백신및스프트니

크 V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은감기바이러스중하나인사람또는침팬지아

데노바이러스의 DNA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단백질중특정부위를발현할수있는

DNA가 탑재된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DNA가

체내로들어가게되면이에상응하는RNA가만

들어지고RNA는다시단백질로발현된다. 따라

서이단백질에대한항체가만들어지는기전을

갖는다. mRNA 백신의지질막나노입자와같이,

전달체로 사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체내에서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백신의 효과를 높이

는긍정적인면과함께과도한백신접종이상반

응을야기할수있는부정적인면도가지고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뿐만 아니

라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항 항체도 함

께 만들어져 추가 접종시 전달체인 아데노바이

러스에대한항체가백신을공격하여효능을감

소시키는원하지않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따

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나타난효능에대한논란, 즉 1차접종에서적은

양의백신을투여하거나 1차접종과 2차접종의

간격을길게할경우, 보다높은효능을나타내는

결과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데노바이러스

를포함한바이러스전달체기반DNA 백신은비

교적오래전부터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 전달

체에대한항체생성문제로인해최근에사용이

승인된에볼라백신이외에는그동안상용화가

되지못하여왔다.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

이러스전달체를활용한DNA 백신의형태가아

니라, 체외에서코로나19 바이러스스파이크단

백질의특정부위에대한재조합단백질을합성

한 후, 이를 체내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조합단백질백신은상당히오래전부터연구

가진행되어왔고노바백스코로나19 백신이외

에도일부백신들이상용화되어사용되고있다.

재조합단백질백신의가장큰장점은안전성이

우수하다는점이지만, 반면가장큰단점은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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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백신들보다효능이다소떨어진다는점이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증강

효과가우수한백신보조제가혼합되어함께사용

되어야 하며, 노바백스 백신은 사포닌을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보조제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시노백과시노팜백신은전통적인백신

제조방법을사용한불활화백신, 일명사(死)백신

형태이다. 사(死)백신은 병원체를 증식시켜 백신

을제조할수있을만큼충분한양을확보한후,

이를포르말린과같은유기용매(有機溶媒)로불활

성화시킨 다음, 이를 정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다. 역사가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백신들이이

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효능과

안전성면에서가장검증된백신형태라고할수

있다. 하지만코로나19 바이러스와같은고병원성

병원체를증식시킬수있는시설적인문제와백신

제조과정에서제조자의감염우려라는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실시노백과시노팜은이러한부분을어

떻게극복하였는지가알려져있지않으며임상시

험결과가명확히공개되지않아백신그자체에

대한의혹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백신효능피해가는‘변이’바이러스출현

앞서언급한바와같이코로나19에대한가장

이상적인통제방법은백신이다. 현재우리나라

를포함해많은국가들에서백신접종이본격화

되고있다. 그렇다면조만간코로나19는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기대는경계해야한다. 이러한배경에는

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는백신효능을회피할수있는변이바이

러스의출현이다. 백신접종이후에도이렇다할

돌연변이가발생하지않아지구상에서유일하게

종식이 된 감염병인 천연두, 일명 두창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

고있어돌연변이발생이매우용이하다. 현재의

영국발, 남아공발및브라질발변이바이러스는

백신접종이전에발생한변이바이러스이다. 하

지만바이러스는백신접종에의한항체형성을

장벽으로여겨지금보다훨씬더다양하고많은

변이바이러스가양산될것으로여겨진다. 따라

서향후현재의백신효능을회피할수있는변

이바이러스가출현할가능성이매우높고백신

효능을무력화할수있는변이바이러스의출현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둘째는현재의코로나19 백신은 100% 완벽한

방어율을 나타내지 못하며, 94∼95%의 예방률

을보이는것으로알려진화이자나모더나백신

도 체내 바이러스 증식까지 완벽히 억제하는지

에대해서는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 즉, 일부

사람들에게서는감염을완벽하게억제하지못하

여 체내에서 일정량의 바이러스 증식이 진행되

고 있으나,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임상증상발현만을가려줄수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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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트로이 목마 효과(Trojan horse

effect)’라고한다. 트로이목마효과가발생하게

되면, 백신 접종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경우, 백신미접종자에게무방비로바이러

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백신접종에의한집단면역이형성될때

까지는마스크착용과거리두기등현재의개인

방역수칙준수는반드시필요하다. 또한최근백

신여권제도및백신여권소지외국인에대한자

가격리면제등방역조치완화정책이언급되고

있다. 만일해외백신접종자, 즉백신여권소지

외국인에대한방역조치가완화될경우, 트로이

목마 효과에 의해 백신여권 소지 외국인으로부

터변이바이러스가국내로확산될가능성이매

우크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접근은매우경

계할필요가있다.

셋째는 백신의 항체지속기간이다. 코로나19

백신은개발된지얼마되지않아백신접종후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명확히 알려

져있지않다. 일부연구결과처럼항체지속기간

이 3∼6개월정도로짧을경우, 적어도백신접

종 후 6개월 후에는 독감 백신처럼 반복적으로

백신을접종받아야한다.

바이러스감염차단완벽하지않지만

악화·사망예방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

나19 백신은 천연두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의

감염그자체를차단하는완벽한방어율을보이

지는못할것으로예상한다. 다만, 마치예방적

치료제와같이감염자의임상적예후가위중증

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공

포감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나봉쇄와같은방역정책도더이상은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

자에게서도폐섬유화와같은중증후유증이발

생하는지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 본격화

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돌

연변이가진행됨에따라감염성은일정수준까

지 증가하고 이후 일정 시간 후에는 병원성이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초기에

는감염성은증가하고병원성은그대로유지하

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겠지만, 일정

기간이지나면진화론상병원성이크게낮아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렇게되면매년겨울철마다우리에게찾아오는

계절형독감바이러스와유사한양상으로변화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백신 접종과 함께

효능이우수한치료제를함께개발하여사용하

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일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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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불안은 줄고

있지만 피해보상 문제로 혼란스럽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차기대권주자들은기본소득에이

어 갑자기 피해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을 경쟁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들은 피해보상을 정

부의재량이아니라입법으로제도화하자고주장했

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런주장이나와야당인국민의힘은선거용이라면

서 반대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자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

했고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도 비판했다. 코로

나19로피해를본사람의불만을덜어줄수있을법

하기에 야당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

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

도들이코로나19라는재난상황에부합하지않고반

면, 재정악화는 가중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경

제 질서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만 키운다고 지적했

다. 또일반사람들도피해보상을위한재원마련은

물론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

자당초자영업과소상공인에한정되었던피해보상

의범위는노점상등을포함해대폭확대하는쪽으

로바뀌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왜 혼란한가?

김태기

단국대경제학과교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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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제자체포퓰리즘적요소많아

피해보상제에 대해 여당 내부도 혼란이 컸

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은 피해보상이 보

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이를포퓰리즘이라비난했다. 선별이나보편이

냐의 여부보다 기본소득과 코로나 피해보상제

자체에 포퓰리즘 요소가 많다. 국민을 피해를

입은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으로나누고, 피

해보상을 위해 돈이 많은 사람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프레임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피해보

상을 하려면 신속하게 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피해보상은 재난지원금 확대로 논의로 옮겨가

4차재난지원금지급으로가닥이잡혔지만, 혼

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피

해보상으로 만들고, 선별적이지만 폭 넓게 지

원하고, 보궐선거 이전에 서둘러 끝내야하기

때문에더그랬다. 4차재난지원금이 1, 2, 3차

지원보다 늘리는데까지는 이견이 없었지만 여

기에서혼란이끝나지않았다. 당정 갈등과당

내 갈등에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느

닷없이등장해코로나19에서벗어날상황이되

면 국민위로지원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주겠

다고한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원정도, 지급 액수는

최소300만원에서최대수백만원이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코로나19로인한재난지원

금은50조원정도가된다. 1차재난지원금은총

선과맞물려작년5월에전국민대상으로최대

100만원을지급해총 14조 3천억, 2차 재난지

원금은추석을맞이해소상공인등에대한선별

지원으로최대200만원을지급해총7조8천억,

3차재난지원금은금년설을맞이해선별적으로

코로나여파로한산한이태원세계음식거리(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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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00만원을지급해총9조3천억이었다. 재

난지원금이 4차에 그칠지 미지수고 5차 이상의

재난지원금도 배제할 수 없다. 변종바이러스의

등장에다내년에대선이있고국민위로지원금도

예정되어있기에그렇다. 하지만여당은재난지

원금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해 세금인상을 고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채발행으로 적자확

대를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

은부작용이크다고경고했다. 현재세대의빚을

미래세대에게떠넘기고, 빚의용도가투자가아

니라소비이기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이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재정을 너무 빠른 속도

로늘렸지만정부가주장했던소비와고용창출

효과는 작고 경기침체만 깊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채인수-물가폭등-경기침체최악직면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

를인수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피해보상을

폭넓게하려면보편적과세와세금인상이불가

피하나국민의반발이크다. 코로나19 이전에이

미세금을올린상황이라추가적인세금인상은

개인과기업이쓸돈을빨아들이는문제가커진

다. 그렇다고국채발행을늘리면금리가올라투

자가 위축되고, 재정악화가 빨라져 국제금융시

장에서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돈

을찍어국채를인수하면문제는더심각해진다.

돈을찍은것보다시중에풀린자금은훨씬많아

지기때문에물가는그만큼더오른다. 코로나19

이전에재정확대와통화공급완화로이미부동

산가격이폭등했는데국채인수를위해돈을찍

는다면 물가폭등이 불가피해져, 경기침체 속에

물가폭등즉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최악의상황

에 직면한다. 1970년대 유럽이 그랬고, 오늘날

베네수엘라등도그렇다. 실업률은치솟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임금 근로자는 앉아서 실질임금

이깎이고, 중산층은고물가로생계를위협받고,

저소득층은 빈곤에 처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

운일이벌어진다.  

피해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에 관

한법은돈의문제를넘어선다. 코로나피해보상

법은세계에서유례가없는법이고처음으로시

행하기때문에혼란이클수밖에없다는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의말대로이런법은경제질서를

흔든다. 정부는 손실보상제의 근거를 이상하게

도소상공인지원법에만들었다. 소상공인330만

명과 중소기업 664만개를 대상으로 하되, 소상

공인은근로자5인미만, 연매출10억이하로중

소기업은연매출 120억이하로한다. 보상은정

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직간접피해에 대해

일정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로 병에걸려생업을할수없는사람은제외되

고, 일자리가없어진근로자도보상을받지못해

피해보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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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익공유제법도 마찬가지다. 이익공유

제는 이익 창출에 기여한 생산주체들의 보상제

도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는

단지 세제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법은

기업이 이익을 반강제적으로 내놓게 하므로 주

주등의반발이불가피하다. 특히외국의주주들

이한국정부를상대로투자자-국가소송을제기

할가능성이크다. 사회연대기금제도기업이기

금조성에참여하도록한다는점에서이익공유제

와비슷한문제를낳을수있다.  

수출 7% 감소, 경제성장률-1%로

코로나19는전세계를덮쳤다. 2021년 2월26

일 현재감염국은 220개, 전체 사망자는 252만

명, 치사율은 2.2%다. 코로나로 인명피해가 가

장큰나라는미국으로사망자가 52만명, 치사

율은1.8%다. 영국등서구유럽도사망자가평균

10만 명, 치사율은 2.5%를 훌쩍 넘는다. 반면,

한국은 사망자가 1,500명 조금 넘고 치사율은

1.8%정도다. 중국은 사망자가 4,600명, 베트남

은 2,400명, 대만은 950명을 조금 넘어 한국과

함께코로나19 방역에성공한나라로분류된다.

각국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은 감염피해에 따라

달랐다. 미국과유럽은경제활동의마비로대량

실업과기업의공급망붕괴를막기위해재정을

확대했다. 반면, 중국, 베트남, 대만등은한국처

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을 지속했기 때

문에 재난지원은 피해가 큰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머지사람은산업활성화로생업에종사할수

있도록하는데중점을뒀다. 여기에다생산이중

단된미국과유럽으로수출이증가한덕분에중

국, 베트남, 대만은 경제성장률이 3%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재난지원에 매

달리고, 중국과베트남처럼강점은살리지못해

수출은 7% 이상감소했고경제성장률은마이너

스1%로떨어졌다.

KDI, 재난지원금소비진작효과30%

코로나19 피해보상제는도덕적해이문제를안

고있다. 피해보상이라면피해와비례해보상해

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피해이고 어디까지가 정

부의책임인지분명하지않다. 경제활동제한조

치가 잘못되었다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뿐아니다. 누가피해가더큰지알

수없기때문에정작보상받아야할사람은제외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다. 보상을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피해를 과

장하고 반면,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무시된다.

코로나19의경제적피해는경기침체가깊어지고

오래갈수록늘어난다. 정부·여당은재난지원금

이 소비를 촉진한다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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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은 커졌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를보면저소득층(1분위)의소

득이 1.7%가 늘었지만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

은 2.7% 늘었다. 통계청의 1월고용통계를보면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청년층의

감소폭이가장컸고, 가계동향조사를보면작년

3분기기준부채증가율과근로소득감소폭은청

년층이더컸다.

재난지원금용돈주기식보상은경제전체피해

코로나19의경제적피해는재난지원금으로보

상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이라며 용돈주기 식으

로보상하면경제전체로피해가오히려커진다.

경기침체와양극화를빠른시일에끝낼수록피해

는 준다. 코로나19 경제정책이 재정확대에만 매

달리면경기침체는길어져저성장이고착되어L

자형이된다. 또고용과소득의양극화도커져K

자형이 고착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패턴이바뀌고기술변화와맞물려산업구조

도 달라져 영원히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아진다.

재택근무와이에 따른일자리와소득격차가 전

형적이다. 미국 MIT대학의 데이비드 아우터 교

수 등(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는

①소비와노동의 원격화②위험 흡수를위한 대

기업화③재택근무보편화에따른脫고밀화④대

인접촉줄이는자동화로바뀐다. 이에따라장기

적으로기존의일자리중 50%는없어진다. 한국

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한국델테크놀로

지스의조사(2020년 6월)를 보면기업의 74%가

재택근무를하고있거나실행한적이있고, 규모

가클수록많아1000인이상대기업은84%인데,

이는 미국의 재택근무 기업 비율 66%(유네스코

조사)보다높다. 

V자 반등과 K자 양극화 해소야말로 코로나

19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다. 이렇게 하려면

코로나19 경제정책은 신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도록 전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의실패가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0%로, 2020년 -1%로 추

락했고반면, 소득불평등은커졌다. 2020년 3

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계층(1분위)과 소득

상위 20%계층(5분위)의 격차는 4.88배로 최악

이었다. 

세금으로소득불평등을떨어뜨리는효과도작

았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주식 배당

소득자료를보면상위 1%가전체의69%를차지

했고, 하위 50%는 0.2%에지나지않았다. 금융

자산소득 격차를 줄인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했으나효과가별로없었던것이다. 이런가

운데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어 신산업의 비중

이 2017~2020년 47%로 급증했고, 주식시장에

서신산업의비중은64%로유럽(26%)과선진국

평균(44%)은 물론 미국(54%)보다 높다(신한금

융투자등, 2021). 이런변화를V자반등과K자

양극화해소의기회로삼아야전국민이코로나

19 피해를회복할수있다.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48   MAC-4       



2021. 4 49

의원칼럼

북한인권법제정5주년, 무엇이달라졌나

2016년 3월 2일북한인권법이대한민국국회

의문턱을넘었다. 하지만필자는이날을기쁘고

도슬픈날이라고기억한다. 

2004년, 2006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권법은 첨예한

정치적 대립 문제로 11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제정되었기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작은 희망이었던 북한

인권법은 사문화된 상태이다. 마땅히 설립되어

야할북한인권재단이4년째출범을못하고표

류중인데, 집권여당이재단이사진추천을하

지않아출범을계속미루고있다. 또2016년단

한 차례 임명됐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임

기가종료된후 3년이넘는시간동안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이 외면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권법이

표류하는 5년동안북한주민들의생과사는잊

힌 듯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접경 지역이 폐쇄되면서 탈북민들이 매

년북한가족에송금할수있는자금길마저막혀

가족의생사조차확인할길이없다. 지금, 이순

간에도 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때문에 제2의

고난의행군을겪고있을북에남겨진사람들은

먹는것, 보는것, 표현하는것, 인간이라면당연

하게 누리는 일상까지도 박탈당하고 살고 있다

는사실을잊어선안된다. 

북한 주민들의실상은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과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

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도기록되어있다. 

북한당국은국가보위부가강제노동, 구타, 고

문 및 처형을 통하여 관리하는 수용소에 약 20

북한인권법이 2천5백만북한

주민들에게희망이되려면

池成浩

21대 의원

국민의힘북한인권및탈북자·

납북자위원장

前북한인권단체 NAUH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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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감금하고 있다. 수용소

내수많은수용자는수출품생산을위해노예로

전락한삶을살고있으며, 노동착취는물론수

용소내출산을금지하고강제낙태와신생아살

해등반인륜적범죄를일반적관행처럼저지르

고있어북한내에서의잔혹한인권침해문제는

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북한장마당출신이말하는정보의중요성

필자가 북한에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스물네 살 무렵이다.

주민들사이에서미국이북한주민들을위해인

권법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1995년, 14

살의 나이에 60t 석탄 화물열차에깔려왼팔과

왼쪽 다리를 잃었고 목발에 의지한 채 삶을 살

아가던 필자에게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소식

은큰충격이었다. 

공화국의 수치라고 북한 당국조차 멸시하던

필자와같은사람을위해원수의나라라고알고

만 있던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는사실을처음에는믿기어려웠다. 북

한을 탈출한 후 대한민국에 와서야‘인권’이라

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미국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움그자체였다. 특히인권활동가로활동할

당시필자의라디오방송을듣고중국에서한국

으로자유를찾아온탈북민이있을정도로북한

주민과 재외 탈북민들에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매우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금지한 라디오를

몰래 청취하고,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통

해서때로는한국의가족들과의전화통화로외

부정보를접하고있다. 습득된외부정보는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정부가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법을만들

었다. 전단을포함한USB, 성경등북한으로유

입되는 모든 물품을 막는「남북관계 발전에 관

한법률」을개정하면서북한주민들이외부소식

을접하는것은더어려워졌다. 

외부소식을 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들

의삶을제대로알지못하고행한일과같다. 우

리 정부가 이렇게 졸속 입법을 하면 할수록 그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권은 침해받는다

는사실을알아야한다. 

북한주민들과중국내탈북자들을살려야

중국은기본적으로탈북민을‘난민’으로인정

하지않는다. 불법체류자신분으로간주하여체

포한 후 북한으로 재북송시키고 있다. 이는

1960년북한과중국이체결한‘범죄인상호인도

협정’(이른바밀입국자송환협정), 1998년‘국경

지역업무협정’등에근거하고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

Refugee Agency)가 탈북민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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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탈북민의문제개선을위한주된역할이

부여된기구또한유엔사무국이다. 그러나유엔

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활동을하지못하고있다. 이는중국이

탈북민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과의접촉을일체불허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도 중국 산둥성에 40명 이상의 탈북

민이재북송대기중에있으며중국전역으로확

대하면그수가수백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하

고있다. 구금된탈북민들이북송되면최소 6개

월에서 3년의 노동단련대 혹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가능성이크다. 노동단련대의열악한환

경은 6개월이면 수감자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기 충분한 시간이기에 북송되는 탈북민은 죽

음의 문턱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중국

은지금당장북한과체결한강제송환원칙을폐

기하고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難民)조

약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사문화된북한인권법이정상화되어야

한다. 또개정안에담겨있는북한인권법을통해

중국내억류되어있는탈북민들과강제북송위

기에 처해 있는 제3국 재외탈북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다시금국제사회에알릴필요가있다. 

북한인권법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미국의「북한인권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

를받도록하고, 북한의인권상황개선에적극

적으로관여하도록하는등, 북한 주민의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하고있다. 반면 한국의북한인권법은북한주

민의 인권 상황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수

준에그치는법률이다. 이 문제를해결하기위

해 필자는 3월 2일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인도적지원과국회에대한보고강화등

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추천하

면 1개월 이내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해

AM주파수를 활용한 대북방송의 지원과 형해

화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북한 주민

을 비롯한 중국과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

북민들의 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 이로써 사문화된 인권법을 살리고 북

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

는것이다. 

끝으로 최근 유엔에 복귀한 미국의 움직임으

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된 인식

이 국제사회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계

기로선언적수준에그치고있는현행북한인권

법을반드시전면개정해서중국등재외탈북민

들의인권상황과 2천5백만북한주민들의실질

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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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2

명이다. 아동학대사건이하루걸러한건씩보

도되고있지만, 이를막겠다는입법안과발표되

는대책은종전과크게다르지않다. 

국민적공분을일으킨양천아동사건은작년10

월발생했지만, 그로부터석달이지난올1월에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양천아동을 살릴 기회는

최소한세번있었다. 책임있는누군가가단한

번이라도제대로문제를인식했더라면일어나지

않아도됐을사건이다. 그러나아동학대대응시스

템은전혀작동하지못했고, 국민들은“왜시스템

이작동되지못했나”에깊이분노하고있다. 

돌이켜보면정부와국회의대처는사건이터질

때마다‘사후약방문’식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

지였다. 그동안국회가수차례보완입법을하고,

정부는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대 사건의

빈도는줄어들지않고있다. 이는개별사건에대

한단편적이고분절적대응으로는결국제자리걸

음을반복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제는기존대응의한계를인정하고, 문제의원

인부터파악하는새로운접근을시도해야할필요

가있다. 학대가반복되는근본원인을알아야어

떤제도를보완하고고칠지가보이는것이고, 그

원인조사를다른누군가에게맡기지말고범정부

적기구를구성해정부가직접맡자는것이다. 

지난 2월 5일, 여·야 의원 총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

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이통과되면△대통령직속임시

조직으로‘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가설치된다. △위원회는최근발생한중대한학

대사망사건을면밀하게조사하여아동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은 개선사항을

정책과제도에이행·반영하여야한다. 

지난 1월부처합동으로발표한 <아동학대대

아동보호체계개혁의계기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조속히제정해야

시사이슈

金相姬

국회부의장

18·19·20·21대 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초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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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체계 강화방안>에는 보

건복지부산하기관인<아동

권리보장원>에‘중대사망사

건분석팀’을설치한다는계획이

있다. 그러나 부처 산하기관의 팀 단위로는 사

건의원인을면밀히조사하는데한계가있을뿐

아니라, 조사에 따른 대책도 특정 부처의 업무

범위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전담할 더 상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대통령직속기구의 필요성은크게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행안부·교육

부·복지부·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

동정책전반을점검하기위해서는범부처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위원회가 조

사결과를바탕으로마련한대책이이행력을가

지기 위해서는 부처 산하의 조사체계로는 한계

가있기때문이다. 향후유사사건의재발을방

지하고 여러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속기

구로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있다. 

영국은지난2000년, 빅토리아클림비(1991∼

2000)라는 소녀가 심각한 학대를 입어 사망한

후 정부와 의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2년 간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클림

비가사망하기까지아동보호서비스가제대로작

동했는지, 의료진과경찰의대응에는문제가없

었는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클림비를살릴기회가열두

번이나있었지만, 모두소관업무가아니라는이

유로못본체하거나무관심했다고지적했다. 

이후 영국은 <클림비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제정했고아동복지, 의료서

비스, 경찰대응체계에대대적인변화가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

한정부차원의진상조사를진행한경험이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도 이제 제대로 따져야 한

다. 아동학대근절대책마련의출발점은단기간

에제출된미봉책이아닌, 아동이남기고간흔

적을샅샅이살피는것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 

무엇보다 조속히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되

고처리되어야한다. 특별법제정으로 정부주

도의 진상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

동정책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상조사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멈

추지않는, 빈틈없는아동보호시스템을구축하

는것이중요하다. ‘멈춤없는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낳은 아이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

조를만드는기본이자저출산문제극복의주춧

돌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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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미안해. 지난 1월SBS <그것이알고싶다>

에서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

을보도한이후, 세상이정인이의이름을애타게불

렀다. 그러나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이름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죽어선 안 될 이름들,

살릴수있었던이름들, 그러나알려지지않은모든

이름들을우리는목놓아불러야한다. 하지만그이

름들을모두알수없으므로, 이글에서는모두정인

이라고부르겠다.

양천사건이벌어진건작년10월이지만대책도법

안도나오지않았다가, 1월 2일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직후 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자, 국회는 일주

일만에아동학대관련법안23건을쏟아냈다. 여야

는경쟁적으로아동학대종합대책을내놓았지만, 두

달이지난지금기억이나할는지모르겠다. 참을수

없는정치의가벼움에진절머리가난다.  

법안 내용대로 처벌을 강화하면, 가해자 신상을

정인이

죽음에서

배울 의무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사무국장

19대의원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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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면,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하면, 법원에

쇄도한 진정서대로 살인죄를 적용하면 아동학

대사망사건을줄일수있을까? 

2020년 6월 천안, 초등학교 3학년 정인이는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 크기의여행

가방안에13시간이상감금·구타당한끝에사

망했다. 그아이도살릴수있었다. 같은해5월

5일정인이는머리에약 2.5cm 열상을입고병

원 응급실을 찾았고, 온몸의 멍 자국을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친부와 계

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사실에 대해 자백 받았

지만‘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들의 말

만 믿고 정인이를 구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계

모에게살인등혐의로무기징역을구형했고, 9

월16일1심법원은징역22년을선고했다.

그리고10월13일양천사건이벌어졌다. 법원

이 22년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다면, 계모의 신

상을 공개했다면, 양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까? 법으로 정한 신상공개는 아니었지만 SNS

상에서계모와그친자녀의두명의신상이공공

연히유포되었다. 하지만‘대중에의한단죄’그

이상의의미나범죄예방효과는없었다.

2019년 9월인천, 5살 정인이는손발이뒤로

묶여 몸이 활처럼 휜 상태로 계부의 목검으로

백여차례이상구타당하고 24시간가량방치된

끝에사망했다. 작년 12월서울고등법원은계부

에게 살인 등 죄목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의 정인이도 살 수 있었

다. 계부는이미2017년 1월아동학대로기소되

어2018년4월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

받았고, 정인이는 보육원에서 2년 이상 생활했

지만원가정복귀후한달도안돼서집행유예

중인 계부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인천의 정인

이는‘분리’를 통해 2년 더 살았지만 정인이의

삶은6년을넘기지는못했다.

‘2회신고시응급조치실시’규정신설

양천사건직후, 작년11월보건복지부와경찰

청은‘적극적인분리보호’대책을발표했고 12

월2일관련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아

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72시간

이내) 제도가 있지만 현장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시 되자‘2회 신고시 응급조치 실시’규정

을신설하고, 또한 1년이내2회신고시아동복

지법제15조에따른보호조치(가정위탁, 공동생

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를 적극 시행하

는 내용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마치 이전

에는법제도가미비해서분리보호하지못한것

처럼보이지만사실이아니다. 현장인력이제대

로 판단하지 못한 문제는, 인력을 교체하거나

교육하거나그에대한조치가필요한데‘2회신

고시분리’라는엉뚱한대책이나왔다. 분리조

치는 아이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다.

이문제를이렇게기계적으로, 전문성을의심받

는 현장 인력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

관심, 무지를드러내는일이다. 그리고2년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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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생활끝에원가정복귀후사망한인천의

5살 정인이에게 정부 대책은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한다. 실로무책임하다.

2020년 1월 여주, 계모는 언어장애가 있는 9

살정인이를베란다찬물욕조에장시간방치하

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주의 정인이는 2016

년두차례의아동학대신고에의해무려33개월

동안원가정에서분리보호됐지만, 친부요청으

로가정복귀후사망했다.

2019년 1월 의정부, 4살 정인이는 바지에 소

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모로부터 구타당하고 화

장실에장시간감금되어사망했다. 정인이는언

니, 오빠와함께 2018년 5월까지 1년간아동보

호시설에서 생활했지만 가정 복귀 후 1년도 안

돼발생한일이다.

분리후의전과정살피는분리대책돼야

‘분리’를 대책으로 내세우려면 분리 이후의

전 과정을 살펴야 했다. 쉼터 이후의 삶에 대해

서과연누가고민을했나? 누가책임질것인가?

양천의 16개월정인이는세차례의신고에도가

해자와분리되지않았고결국죽음에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떤가? 만약 분리조치를

했다면정인이는살수있었을까?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피해아동에대한분리보호시‘조속한시

일내아동이안전한원가정으로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정 복귀시 업

무절차는‘아동의가정복귀의사를확인’해야

하는데16개월정인이의의사확인은어렵고, 다

음이 가정환경조사인데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양육을 원하는지 여부 △문제 원인을 해결하려

는노력및해소여부등현장인력의판단이절

대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가정환경조사 서식에

는 보호자의 거주상태,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여부를기재하도록되어있어서, 정인이의양

부모가‘반성한다, 양육을 원한다’고 말하면 가

정복귀됐을확률이매우높다.

그래도만약에양천의정인이가살수있었다

면, 잘살수있었을까? 생존자체도중요하지만,

아동학대생존자들의삶의질에대해서‘살아남

은자의몫’이라고말하는건옳지않다. 작년 5

월 경남 창녕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정인이는

친모와계부의잔혹한학대, 목에채워진쇠사슬

과불에달군젓가락으로부터탈출했다. 창녕의

정인이는지금어디서어떻게지내고있을까?

거리청소년의자립을지원하는‘움직이는청소

년센터 엑시트’는 아동학대 생존자들과 일상적

으로조우한다. 엑시트의윤경활동가에게‘분리

조치를통해양천의정인이가살수있었다면어

떤삶을살았을지’의견을물었다. “잘살아남았

을 것이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시트에서

만나는학대피해생존자들은학대가해자로부터

탈출한지수년이지나도그리잘살고있지않

습니다. 학대판정을받고시설로옮겨졌지만그

곳에서도폭력적인경험을했거나, 시설이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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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섰지만 거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존

중받는 경험과 신뢰에 기반한 돌봄

의 부재 그리고 신체적·심리적 폭

력의 경험은 아주 오래도록 생존자

들을괴롭힙니다. 학대 초기에학대

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한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

도 학대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할수있는한최대한의사회적지원

이제공되어야합니다. 그래야살아

남은 피해아동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

다.”우리 사회는 정작 살아남은 정인이들을 문

제아·범죄자·낙오자취급하고있다. 그들에게

서정인이를보아야한다.  

대중의이목이가해자처벌에집중될수록, 고

장난아동보호체계의문제는은폐된다. 내가속

한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은작년8월천안시

장, 천안서북경찰서장,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관계기관장들을아동복지법위반, 직무유기

등혐의로검찰고발했지만책임자처벌도근본

대책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엑시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아동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아동학

대문제에천착해온비영리단체소속의공익활

동가들에게물었다. 그리고전혀예상치못한상

황에직면했다. 아동학대사건을수없이다뤄온

전문가들도해법을뚜렷이가지고있지않았다.

아동학대사망사건의특성상조사및수사과정

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즉 아동학대사망사건을둘러

싼공적시스템이베일에가려져있는게문제라

는것이다. 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진상규명

에서출발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다.

英클림비사건이후아동보호체계대대적개혁

2000년 2월영국에서9살빅토리아클림비가

친척의지속된학대로사망했다. 그의작은주검

에밧줄로묶고담뱃불로지지는등 128개의상

흔이남아있었고영국사회는분노했다. 이에영

국정부와 의회는 독립적인 법정 진상조사단을

구성, 2년간380만파운드(한화약56억)를투입

해 400쪽 분량의‘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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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발간된 보고서는 약 270명의 증언

을바탕으로클림비의삶과죽음을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108개의 정책제언을 담았다. 같은

해 9월 재무부장관은 클림비 보고서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한 100쪽 짜리 녹서(Green Paper)

<모든 아동은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를 의회에 제출했고, 2004년 11월 영국의회는

녹서를 실현하기 위해‘2004년 아동법

(Children Act 2004)’을 통과시켰다. 클림비의

죽음으로부터 4년 9개월 만에 영국은 아동보호

체계를대대적으로개혁한다.

영국은왜클림비보고서에막대한시간과돈

을들였을까? 2000년의영국도답을몰랐던것

이다. 대증적인조치로는아이들의죽음을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영국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

였다, 클림비보고서는학술적인목적이아니라,

마치 코로나19 백신처럼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

으로‘피해아동을 살리기 위해’쓰였다. 지름길

은없다. 

한국에서도 두 번의 진상조사가 있었다.

2013년 10월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2016년 7월과 9월에 각각 발생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다. 국회의원과시민단체, 학자, 변호사등전문

가가 참여하는 민간조사위원회 형식이었다. 이

두 보고서는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로 불렸지만

클림비 보고서처럼 현실세계를 바꾸진 못했다.

대구·포천 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서울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

수는 말한다. “양천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2016년만 4세의아동이입양된지 7개월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입양제도와

학대대응 체계 곳곳에서 발생한 누수가 누적된

결과였다. 민간의힘으로입양절차와학대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준비

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으

나, 국회와 정부는 소극적으로 응대했다. 결국

법안은 20대 국회가 폐회되며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진상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한계이다.”

늘같은방식으로대처하면서다른결과를기

대할순없다. 이에정치하는엄마들과민변아동

위원회는‘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특

별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일주일 만에 만드는

말장난같은대책말고, 전문가들에게욕먹는대

책말고, ‘정인이’들앞에떳떳한대책을만들기

위해서다. 처벌, 분리, 시설보호... 이런 것들은

단순히생존을위한조치일뿐, 아동학대생존자

에겐제대로된돌봄과치료가필요하다. 정인이

를 구조한 다음엔 어쩔 셈인가? 정인이가 성인

이될때까지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할

수있는공적돌봄체계를만들려면막대한예산

이들어간다. 따라서정치권의결단이필요한것

이다. 그러기에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되돌아보

는특별법이절실하다.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58   MAC-4       



2021. 4 59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설치근절대책마련

다행히지난2월5일‘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진상조사및아동학대근절대책마련등을위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김상희 부의장 대표

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했다.

특별법의주요내용은우선대통령직속한시조

직으로‘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근발생한아동학대사망사건중주

요 사건을 선정하여 진상조사하고 아동학대 근

절대책을마련하는것으로위원회의활동기간

은2년이다.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조사종

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

임있는국가기관등에대한시정, 아동학대대응

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그리고위원

회의권고를받은국가기관등은권고내용을이

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하며, 국회는조사결과보고서의내용과취

지를입법에반영하도록한다는내용이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근

절을위해대대적인실태조사를실시했다. 미국

상원은‘2012년 아동보호법(Protect Our Kids

Act of 201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망 근절 위원회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를 구성했다. 2013년 대통

령과 의회가 12명의 위원을 선임했고(대통령 6

명,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2명, 하원 소수당 원

내대표 1명, 상원다수당원내대표 2명, 상원소

수당 원내대표 1명 추천), 위원회는 2016년 <우

리의손길이닿도록- 아동학대사망근절을위

한 국가전략(Within Our Reach&-National

Strategy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

간했다.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않고있다. 2월 8일경기도용인에서이

모부부에의한아동학대로 10세아동이화장실

욕조에서사망한사건, 2월 10일경북구미에서

6개월이상빈집에방치된3세아동의시신이발

견된 사건 등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제정은미룰이유도없고, 미뤄

서도안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매일그죽음을생각하면서배울수있는것

을다배우고제대로된전략을수립해야만비로

소아이들의다살지못한삶을존중할수있다.”

미국이 <아동학대사망근절을위한국가전략

보고서>를통해“지난 5년간아동학대로사망한

아이들의죽음을꼼꼼하게되짚을것”을강조하

며밝힌이유다. 우리에게도죽음에서배울의무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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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률87.1%의진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7.1%이고 소각률은 5.6%, 매립률은 7.3%이다. 우

리나라국민들은전세계어느나라보다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미국

CNN 뉴스에경북의성의쓰레기산이보도됐고이

런쓰레기산이전국 14개시·도에 235개(만톤기

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면

정부가발표한재활용률은거짓이라는말인가? 그렇

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숫

자에는 많은 허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재

활용 분리수거장에 입고되면 모두 재활용되었다고

집계하기때문이다. 쓰레기가얼마나제대로처리되

는지는알길이없다. 

매립, 소각, 재활용은생활계(종량제, 분리배출포

함), 사업장계,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처리량을 기준

으로산정한다. 2018년도기준발생폐기물전체중

가연성분의 재활용양은 14,721천 톤으로 계산되고,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의

사용량은 1,484천 톤으로 재활용되는 양 대비 1/10

수준이다. 그리고시멘트소성로에서대체연료로약

100만톤 정도가 사용되고, 물질재활용(플라스틱을

쓰레기위기, 인식의대전환필요하다

뿠素熙

(재)기후변화센터사무총장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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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다시 회수하여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

용하는 것) 양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많은

폐기물이방치되고있다는계산이나온다. 전국

곳곳에서쓰레기산이발견되고있는이유로추

정할수있다. 최근기사에따르면환경부가조

사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하다고

했다. 매일같이재활용을위해실천한분리수거

가헛수고였을수있다는의미다. 더큰문제는

이렇게 난립한 쓰레기더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지구온난화지수에서이산화탄소의 21배

가 넘는 메탄을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가중시킨

다는것이다.  

지속가능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국제연합

(UN)에서 권장하는‘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위계’가있다. 즉가장바람직한방법은쓰레기

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고, 다음은

‘쓰레기발생을최소화’하는제품을만드는것,

그리고이미만들어진제품을‘재사용’하는것,

다음은‘재활용’하는것이다. 그다음이쓰레기

에서‘에너지를회수’하는방법이고, 이것이안

될경우‘매립’하는데, 매립은가장지속가능하

지않은방법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률은

7.3%인데, 덴마크가 2017년 폐기물 53%를 소

각을통해에너지를회수하고매립률을 1%까지

낮추었음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매립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연간약 100만톤의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다는

놀라운사실도빼놓을수없다.   

낮은국민수용성과잦은정책변화, 

쓰레기관리총체적위기

우리나라에서에너지회수가잘안되는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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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유중하나가국민의반대이다. 쓰레기에너

지 회수의 대표 설비인 소각장은 1970~80년대

폐기물부실소각으로불거진다이옥신문제로인

해시민들은여전히소각장을다이옥신배출원으

로인식한다. 대표적인오염시절로여기며에너지

회수시설이지역에설치되는것을결사반대하고

있다. 검색창에 SRF(고형폐기물연료) 넣고 검색

되는기사들을보면현황을잘알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는‘반

입-투입-소각-유해가스처리-대기배출’과정을

거치고처리과정에대기오염방지계획등이잘

구축되어있는편이다. 특히신설SRF 설비의경

우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보다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다이옥신의 법정

환경배출 기준은 0.1 ng-TEQ/S㎥인데 신설은

0.05, 0.003 정도수준까지걸러내고있다. 유럽

은이미쓰레기에너지회수가잘정착되어있다.

특히덴마크코펜하겐에위치한아마게르바케소

각장이44만톤의쓰레기를에너지로전환해15만

가정에난방과전기를공급하면서도옥상을스키

장으로만들어지역의명소로서지역경제활성화

에기여하고있는사례는눈여겨볼만하다. 일본

의마이시마소각장역시시설을예술작품처럼설

치하고발생되는열과전기로지역주민들의편의

시설을운영하는것또한참고하면좋겠다. 

아울러정부의의지에따라변하는정책도쓰레

기위기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쓰레기에

너지화를장려하던정부가미세먼지원인으로석

탄화력발전소와SRF 설비를지목하면서신규설

비의허가에난항을겪고있다. 신규 SRF설비는

LNG 발전소보다대기오염물질배출은낮은데도

말이다. 쓰레기는늘어나는데처리할수있는수

요가줄어드니방치된폐기물로전국에쓰레기산

이늘게된다. 정부는임시방편으로시멘트소성

로에대체연료로폐기물을태우는방안으로일부

쓰레기산의페기물을처리했으나, 소성로는대기

오염배출기준이기존소각장보다높아미세먼지

와질소산화물등을더많이배출한다.   

쓰레기처리문제가장중요한환경문제로꼽아

2020년지구의날을맞아글로벌설문조사기

관IPSOS는세계시민들을대상으로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총 29개

국의 16~74세에해당하는 20,590명의시민들이

온라인 패널 시스템을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했

다. 눈에띄는결과가있다. 질문은이렇다. “귀하

의국가가직면한가장중요한환경문제3가지는

무엇입니까? 즉, 지도자가가장관심을가져야할

주요환경문제는무엇입니까?”에한국시민은쓰

레기처리문제를가장중요한문제로꼽았다. 반

면설문대상국전체에서는지구온난화에의한기

후변화문제가 1위를차지했다. 29개국엔OECD

국가뿐만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

비아, 페루등도포함되어있다.  

2016년부터 육상 쓰레기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쓰레기의 개도국 반출도 어려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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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가구의급증과배달등소비패턴의변화

로 쓰레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은 2013년

5,700톤/일에서2017년8,690톤/일으로급증하

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1위

국가이다. 여기에지난해시작된코로나19로마

스크를 포함한 일회용품 제품 쓰레기가 기하급

수적으로늘어나고있으니기후변화보다쓰레기

문제를 가장 시급한 위기로 국민들이 체감한다

는결과가설명이된다.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쓰레

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기오염처리기술등에대한과학적신뢰를기

반으로 국민의 지지를 구한다면 우리나라도 쓰

레기 에너지 회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힘을쏟아야한다. 

쓰레기위기에대한인식의대전환이필요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사용 후 유해물

질상태로땅에다시묻지않고제품이나에너지

원으로 만들어 내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전통적인소각을대체하는열분해, 가스화

등의신기술이적용되고있고, 나아가수소생산

을위한폐자원가스화및유화기술까지개발되

는중이다. 폐기물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생산

된 수소로 수소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쓰레기 위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쓰레기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발생한 쓰레기를 제대로 처

리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시민들은동네뒷산

에불법쓰레기가쌓여도내집앞에소각장은절

대안된다는이기적인생각은버려야한다. 과학

적사실을믿는국민의자세가요구된다. 처리시

설의부족으로지역경계없이쓰레기가장거리

이동되면서불필요한사회적비용이발생하고있

다. 분산에너지처럼 지방정부도 이제 지역 발생

쓰레기는각자의지역에서처리한다는원칙하에

책임감 있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정권에따라변경되는정책이아닌미래를생각

하는장기적정책을세워폐기물발생부터처리

까지의선순환구조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게

해야한다. 에너지회수화설비지역에적절한주

민보상과건강이확보될수있는시설로운영이

가능한정책적뒷받침도필요하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

이아닌, 최신의기술이적용된친환경적폐기물

처리가가능한사업이다. 나아가화석연료저감,

탄소배출저감으로기후위기에대응하며순환경

제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다 같이 기후위기 대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

한 순환경제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대응

방법을고민하고, 쓰레기산이아니라열과전기

를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방법을

만들어가야한다.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63   MAC-4       



64

풍전등화의국가운명

1950년 6월25일스탈린의승인과모택동의군사적

지원약속을 받은 후에 감행된 김일성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은 1년 후 휴전협상이라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된다. 1951년 6월 23일, 소련은 유엔 주재 소련

대표말리크를통해휴전협상을제의하였고미국이이

를받아들여 1951년 7월부터휴전협상이시작되었다.

휴전협상은무려2년간이나계속되었다.

당시미국은내부적으로반전운동이맹렬했다. 3만

6천여명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을 목도한 미국

시민들은한국전쟁을바로끝낼것을촉구했다. 1952

년 겨울,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종결 추진을 공약으

로내걸고대통령으로당선됨으로써휴전협상은급물

살을탔다. 소련도 1953년 3월, 스탈린이사망하자휴

전협상을급진전시켰다.

이승만(이하 직함 생략)은 미군이 휴전으로 그대로

물러가면 제2의 6.25 남침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미국에게‘선한미방위조약체결, 후

휴전협상개시’를요청하였다.

그러나당시미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반대

하는입장이었다. 그이유는휴전협정체결이전에한

이승만의반공포로석방

한미동맹을탄생시킨건곤일척의호국외교

박종열

前서울특별시기관지편집주간

국무총리비서실국정여론분석관

산업연구원연구위원

역사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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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하면공산측이반발하여

휴전협상이 결렬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국

이 지쳐서 가급적 다른 나라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 한국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군사전략적

가치가낮다고미국은판단한때문이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방위조약 대신 만약 공

산침략이 일어나면 16개 유엔참전국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침략저지 약속 성명을 발표해

주고동시에한국군을20개사단규모로증강해

주겠다고제의했다.

대미협상의지렛대북진통일론

이승만이이에응할리없었다. 그는명문프

린스턴 대학의 국제관계 전공 국제정치학 박사

다. 국제법이나 이상주의적 시각으로는 국가를

지킬수없다는것을누구보다도잘알고있었다.

미·일간태프트-카쓰라밀약도잘알고있었고,

현실주의적 힘의 국제 역학관계 활용이 나라를

지킬수있다는것을뼈저리게체득하고있었다.

이승만은대한민국을지키려면한미상호방위

조약체결과일정규모의미군주둔밖에는없다

고판단하였다. 이것없는휴전협정은대한민국

에게내리는사형집행문임을선언하였다.

이승만은 이런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에

게승부수를던졌다. 휴전반대북진통일론(단독

북진론)이 그카드였다. 휴전반대북진통일시

위가 처음에는 관제데모였으나 그 자발적 전국

열기는점차뜨겁게확산되었다. 대립관계에있

던야당도휴전반대에동참하였다. 나라를지키

려는 이승만의 뜻을 이심전심으로 전부 인식한

것이다.

1953년 6월, 광화문내자동에서휴전반대시위중인여학생들(LIFE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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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작전권은 유엔군사령부에 넘어가

있었다. 한국은휴전협상의당사국지위도없었

다. 이런상황에서미국은이승만의단독북진론

을 허세(bluff)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가능성에대해일말의불안감을갖고있었다. 이

승만이만약한국군만으로단독북진을감행한다

면휴전협상은바로깨진다고판단하였다. 이승

만이 휴전협상의 커다란 걸림돌로 부상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미국은1953년5월, 종전에수립

해놓았던친위쿠데타에의한이승만제거계획

인상시대비계획(Plan Everready)의 실행을검

토한적도있으나이승만을대체할만한반공정

치지도자가없다고판단해이계획을없던일로

처리했다.

목숨건호국외교의벼랑끝전술반공포로석방

아이젠하워는 1953년 6월 6일자 이승만에게

보내는서한에서휴전반대를철회해줄것을요

청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의사를 밝혀

왔다.

이승만은이서한에대해반신반의했다. 그리

고 이때야말로 자신의 북진통일론이 허세가 아

님을증명할때라고생각하고신의한수를두었

다. 바로 반공포로 석방이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역사적인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그날

새벽 0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전국

각지에수용되어있던반공포로 35,000여명중

27,000여명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실패한다면

자신의생명조차위험하다는것을잘알고있었

던이승만이벼랑끝전술로국가를지켜낸건곤

일척의호국외교였다.

반공포로 문제는 휴전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

자였다. 이승만의반공포로석방은양측에게청

천벽력같은소식이었다. 휴전협정체결을근본

적으로무산시킬수있는대형사건이었다. 휴전

협상양측은이사건을통해이승만이북진통일

을위해서는무슨일이라도저지를수있는위험

한인물이라고봤다. 대신에이승만에게는엄청

난협상력이생겼다.

이승만-로버트슨회담

아이젠하워는‘우리는친구대신다른적을얻

은것같이보인다’고푸념하면서도 1953년 6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를 이승만에

게보냈다.

<표>반공포로석방자수

수용소명 석방자수 석방중사망 미탈출

부산제2수용소 392 1 2,672

영천제3수옹소 904 1 266

대구제4수용소 233 2 241

광주 제5수용소 10,432 5 173

논산제6수용소 8,024 2 3,012

마산 제7수용소 2,936 3 886

부산제9수용소 3,930 0 97

부평제10수용소 538 47 901

계 27,389 61 8,248

자료: 한국전쟁의포로,국방군사연구소,1996.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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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한국역사에 남는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은 7월 11

일까지 12차례나마라톤협상으로이뤄졌다. 로

버트슨은 7월 1일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보고서에서“이승만은 자신과 자기 나라

를 국가적 자살행위로 몰고 갈 과감한 인물이

지만 남한을 반공 체제로 지켜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다. 그가 요청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

다.(Robertson to Dulles,July1,1953,

FRUS1952-1954.vol.15,part2,p.1291.)

이보고를받고아이젠하워의결재가났다. 이

승만과로버트슨은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에관

한합의를보고 7월 12일한미양국은각각성명

을발표했다. 미국정부는바라던이승만의휴전

반대철회를얻어냈고, 대한민국은휴전후의미

군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그리고 한국

군증강지원을얻어냈다. 

1953.8,8,경무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식(가조인)이있었다. 이날이승만은한미상호방

위조약으로 자손만대 복락의 토대가 생겼다는

성명을발표했다.

한강의기적일궈온기관차한미동맹의초석

1954년 11월 17일양국의비준서교환이이뤄

졌다. 이날양국은군사및경제원조에관한합

의의사록에도조인함으로써2개사단규모의미

군주둔이이뤄지게되었다. 아울러미국의군사

및경제원조에의해서전쟁전10만명에불과하

던 한국군은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

명등72만명의상비군을유지하게됐다.

이로써 한미동맹이 실질적인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담당하며

한강의기적을일궈내온원동력이된다. 한미동

맹이 있었기에 외국자본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

발하지않을것이라는신뢰를갖고투자할수있

게되고, 우리는국방비예산을줄이면서나머지

국가예산을경제발전에배분할수있었다. 동맹

이없었으면박정희의근대화도없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은 한미동맹이 가장 생산적이며

역동적인동맹임을세계에증명하고있다.

이와같은한미동맹은저절로주어진것이결

코아니었다. 이승만이사즉생(死卽生)의각오로

몸을던져일궈낸건곤일척의호국외교의결과

였다. 

1953.8.8. 경무대에서변영태외무장관과덜레스미국무장관이한미

상호방위조약조인식을가졌다. 뒤에서지켜보고있는이승만대통령.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67   MAC-4       



68

19세기말∼20세기초에우리땅

을밟았던서양인중우리문화를깊

이 이해하고 사랑한 인물을 꼽으라

면필자는독일성베네딕도회상트

오틸리엔수도원의 초대 총아빠스

(수도원장)였던 노르베르트 베버

(1870∼1956)라고 말하고 싶다. 그

는 1911년첫한국여행을마치고 6

월 24일 부산항에서 출항을 기다리며‘대한 만

세(Taihan manse)’라고 작별 인사를 보내며,

“한 민족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장례식을 마치

고집으로돌아가는느낌이었다”고술회한대목

에서우리민족에대한그의각별한애정을가늠

할수있다. 일제강점기라는암울했던시기에한

민족을대신해서소멸위기에처한독자적인우

리 문화유산들을 글, 사진, 영상으로 생생하게

포착하여세계에알린‘한국문화예찬론자’다.   

1896년에아프리카박물관을세워운영했던수

도원은 1909년 서울에 성 베네딕도수도원을 건

립하여한국선교를시작하면서박물관에아시아

관이추가로설치됨에따라박물관의명칭을‘선

교박물관’으로개명하였다. 선교박물

관한국컬렉션은선교지로파견될수

도자들을대상으로한국문화와역사

를교육할목적으로사용되었다. 한국

실은 2011년부터 선교박물관을 개보

수하여 2015년에 재개관하면서 독립

적으로개설되어운영중이다.  

노르베르트베버의

한국여행과한국문화재수집

올해가노르베르트베버의한국방문110주년

이 되는 해이다. 베버는 1911년 2월부터 6월까

지 한국에 머물면서 쓴 여행기인『고요한 아침

의나라』(1915년초판, 1923년개정판)를독일에

서출판하였다. 이책에는전국곳곳을다니면서

수천년을이어온신앙, 혼인, 장례, 일상생활등

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기록하거나 일

제에의해훼손당했거나, 분단으로확인할수없

는북한지역사찰과불교유물에관한정보를담

고있어우리나라의옛생활상과문화재복원에

중요한단서를제공하기도한다. 

독일인신부노르베르트베버의

한국문화사랑과존중

문화산책

車美愛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태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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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가 한국 여행 중 유물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정보는『고요한아침의나라』에일부소개

되어있다.

“민족학적으로흥미있는물건몇개를샀다. 고

향의우리박물관(상트오틸리엔수도원선교박물

관)에소장할요량이었다. (중략) 돈을내자영수증

에사각형도장몇개를찍어주었다. 이영수증은

구매한골동품과함께박물관에보내질것이다.”

베버가 1911년 3월에 경복궁 근처 고미술 상

점에서청동제품, 비녀, 벼루, 동전, 은장도, 담

뱃대, 투구, 관복과 사모, 각대, 목화, 전립 등

민속품을 구경하고 구매한 과정을 기술한 내용

이다. 그곳에서 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선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베버가

1911년에 수집했던‘두정갑옷과 투구’는 그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 성 루트비히수도원

의 플라치두스 포겔(1871∼1943) 원장 신부가

찍은사진에도보인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25년 5월부터 10월

까지그는한국을다시찾았다. 두번째한국여

행 동안 무성 기록영화인「한국의 결혼식」

(1925)과「고요한아침의나라」(1927)를찍는일

에주력하였다. 「한국의결혼식」은함경남도안

변군 내평본당에서 갓 혼인한 신혼부부를 섭외

해서 한국의 전통혼례 과정을 재현한 영화다.

이 영화 필름은 1978년 선교박물관 옛 수장고

깊은곳에서우연히발견됐다. 재단은선교박물

관 실태조사에서 이 영화

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

가 입었던 혼례복과 혼례

용품을 수장고에서 발견,

최초로 보고서에 공개하기

도했다.   

「고요한아침의나라」영

화는 신앙, 혼인, 장례, 일

상생활에쓰인물건들의쓰

임새를문화적맥락에서설

명하기위해수집품이직접

사용되었다. 이 영화는

1927년독일뮌헨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최초로

상영된이후독일의여러도시와오스트리아잘

츠부르크에서상영되었고관객들에게긍정적인

반응을얻었다.

두번째여행에서는 1차여행때보다더높은

예술적 안목을 가지고 고미술품을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보배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대가겸재정선(1676~1759)의작

품 21점이실려있는‘겸재정선화첩’이다. 베버

는 이 화첩의 입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

았지만, 1925년6월1일부터6월12일까지의금

강산 탐방기인『한국의 금강산에서』(1927)에는

화첩에있는‘금강내산전도’, ‘구룡폭도’, ‘화표

주도’등세폭의흑백사진이실려있다. 또한

금강산을함께동행했던헨켈씨부부가정선의

‘금강산도’와‘구룡폭포도’를사서베버에게주

노르베르트베버

(1870~1956) 상트 오틸리

엔수도원총아빠스사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제공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69   MAC-4       



70

었다는사실도기록되어있다. 1973년당시독일

쾰른대학에서박사학위논문을집필중이던유준

영현이화여자대학교명예교수는이책을읽다

가 정선 그림이 실린 사진을 보고 1975년에 이

수도원을찾아가이화첩을실견하고이듬해한

국학계에최초로소개하였다.  

베버가싹틔운한국문화에대한

존중과사랑의결실

베버의 한국문화에 대한 존중과 무한한 사랑

은상트오틸리엔수도원의조건없는문화재반

환으로이어졌다. 수도원측은 100여년간보관

해 온‘겸재정선화첩’(2005), 1913년 안드레아

에카르트(1884~1974) 신부가 수집한‘식물표

본’420점(2014), ‘곤여전도’배접지로 사용된

17세기에작성된‘익산호적’(2016)을 고국에서

더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미국덴버미술관의케이E. 블랙과독

일 킬대 에카르트 데게 교수가 이 화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미술시장에서도 그

존재가 알려졌다. 경매회사인 뉴욕 크리스티사

가한화50억원을제시하면서이화첩의매매를

권했으나수도원측은막대한금전적보상을거

절하였다. 결국수도원측의선의와선지훈왜관

수도원 서울분원장의 노력으로 2005년에 한국

의 왜관수도원(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영구

대여형식으로돌아온이화첩은현재국립중앙

박물관에기탁보관중이다. 

‘겸재정선화첩’을 돌려준 예레미아스 슈뢰더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연합회 총재아빠스는

2019년 10월 14일 연합뉴스에보도된인터뷰에

플라치두스 포겔 원장 신부가

1911년 한국 방문 당시의 기념

사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제공

노르베르트 베버가 제작한 무성 기록영화「한국의 결혼식」에

등장한신부가입은혼례복인녹원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제공

1911년 노르베르트 베버가

수집한것으로추정되는

두정투구(조선 후기 무관이

갑옷과함께착용).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70   MAC-4       



2021. 4 71

서“오틸리엔수도원이 합법적으로 모은 문화재

를잘보존했다가고국으로돌려보낸행위는분

실이나 절도품의 반환을 의미하는‘레스티튜션

(restitution)’의영역과는명확히구별해야한다

고”고힘주어말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2013년에‘겸재정선화

첩’을 고국으로 돌려준 상트 오틸리엔수도원의

선의에보답하기위해이화첩의영인복제본과

단행본을출판하였다. 이어서‘국외문화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15년 선교박물관 한국실 재개

관에맞추어진열장및주요유물을소개한소책

자 제작을 지원하였다. 선교박물관은 재단과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테오필 가우스

선교박물관장은한국에서심층연구가이루지기

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 후기 보군이 입었던

‘면피갑’(2018)과 ’혼례용 단령‘(2020)을 추가

로기증했다. 

재단은 2019년에 손상이 심한회화 유물 4점

에대한보존처리를지원했다. 베버가연출·제

작한무성기록영화‘한국의결혼식’에등장하는

신랑이입었던단령은재단과국립민속박물관의

협업으로국립민속박물관보존과학실에서 2018

년부터2년여에걸쳐보존처리를완료하여전시

를마치고지난해독일로보냈다. 지난해방문객

들이한국문화재의가치를향유할수있도록독

일어, 영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제작을 지원

하여고마움의뜻을전했다. 

미술품 수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

를 이어왔다. 서양인의 우리 문화재 수집은 19

세기말조선과공식수교했던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열강에서 온 외교관, 군인, 무역

상인, 선교사, 고고·민속·인류학자, 의료인

등에의해서시작되었다. 이들은국가또는박물

관의주문요청, 교육, 연구, 거래, 애호등다양

한목적으로우리문화재를본국으로가져갔다.

세계 박물관의 초창기 한국컬렉션 핵심축인 이

유물들은조사와연구의손길이닿지않아수장

고에 사장(死藏)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국외 소재 문화재는 K-

Pop, K-Food 못지않게 세계인에게 K-

Culture를알림과동시에세계국가와의우의를

돈독하게다지는데기여할수있는훌륭한자원

이기때문이다. 

노르베르트베버의금강산여행기인『금강산에서』에실린바있고

상트 오틸리엔수도원이 고국으로 돌려준 겸재정선화첩 중 금강

내산전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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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역사를보면영국의처칠이나미국의링컨같이

훌륭한정치인이많다. 그러나린든B.존슨은‘정치는

거짓말하는 직업이다. 큰 거짓말이 큰 권력을 잡는

다.’라고 믿었다. 필자는 이 생각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생각을가지고정치를시작하는사람이나

정치를하는사람은없을것이다. 거짓말로권력을잡

을수없고그것은국민이용서하지않는다. 

오늘의 정치 현실은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

과국회의원을믿지않고불신하며비난하고있다. 이

를볼때필자는가슴이아프고국회의원을역임한정

치인중한사람으로서책임을통감하고서글픈생각

이들기도한다. 어떻게하면정치인과국민이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믿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치풍토와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본다.

오늘날 국민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하고 위태로우

며 과거 보릿고개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

고정치인을원망하고불신한다. 그런데도국회는민

생은뒤로한채여야가사리사욕을채우기위해싸우

고국민의분열과갈등만부추기고있는것처럼보인

다. 국민은자신들이뽑은대통령에게한가지의공약

도지키지않는거짓대통령이고거짓정부라고비방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훌륭한정치인은현명한유권자가만든다

韓斅葉

헌정회이사·부산지회장

12대의원

NGO한얼공동체총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총재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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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서울특별시장과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를 2

개월앞두고여야가서로비방하고같은당끼리

도헐뜯고비난하는후보와유권자가있으니선

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너무나

도걱정스럽다.

국민은 위대하고 유권자는 현명하다. 과거의

뻔하고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승리

할수없다. 민심은천심이다. 국민과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래

가지않는다. 훌륭한정치인은현명한유권자가

만든다.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치꾼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고,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가

장 못살고 고통 받는 나라로 전락한다. 그리고

국민과 유권자는 마약이나 아편 중독자처럼 깨

어나지못하게된다.

우리는‘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오

기를꿈꾸고있다. 그러므로정치인의거짓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설사 큰 거짓말로 큰 권

력을가진다고해도성공하지못하고비참한종

말로끝나는모습을경험했다. 이번서울특별시

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

거에서 유권자가 얼마나 무섭고 올바르고 현명

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자. 그래서‘훌륭한

정치인은 현명한 유권자가 선택하고 만든다’라

는진리를일깨워주자. 

유권자는보고싶은것만보고, 듣고싶은것

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내 편만 생각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어떠한 이

익이 있는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많은 유권자

가되지말자. 재난지원금이든상생3법이든, 어

떠한 공약도 그들의 사비를 내지 않는 한 모두

가국민의세금이며국민의돈이고우리의돈이

다. 그빚은우리와다음세대가갚아야할빚이

다. 여기에 속지 말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투표

를 행사하자. 한 명의 정치인이 나라를 패망하

게하기도하고, 번영하게도한다. 유권자의한

표, 한표에나라와당신의운명이달려있다. 나

라의주인은국민이고유권자이다. 나에게오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에게 큰 이익

이 오게 하는 정치인의 선택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

다. 나라와국민을위해진심으로봉사하겠다는

양심적인 훌륭한 정치인은 현명한 유권자가 만

든다는진리를기억하기바란다.

이번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가대한민국의

운명과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리사욕

과개인의이해관계를떠나유권자의현명한선

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현명한

유권자, 올바른정치인, 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

국민'이되어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헌법정

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영광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눈물로써 간

절히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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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의 4.19혁명은 한국은 물론 세계 제2

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 130여국의 민주화의 효

시이고, 4.19세대는한국전후전쟁의폐허에서

$87의 세계 최대 빈국을 2000년대 $25,000,

2010년대 $ 30,000의세계7대산업국가를건

설한산업화의주역들이다.

4.19 혁명의의의와과제

4.19혁명은대구 2.28, 대전 3.8, 마산 3.15 고

대 4.18에이어 4.19일부터 26일사이에당시남

한의인구가3,000만인데전국에서450만이참여

하여이승만독재정권을붕괴시키고민주정권을

수립하였다. 당시막강한경찰과깡패집단그리고

계엄군까지학생시민은맨손으로항거하여이승

만독재를물리치고민주체제를수립하였다.

4.19세대는 2차대전 후 가장 큰 국제적 전쟁

에서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맨손

으로데모하다가농촌건설사업새마을운동파독

광부(8,395명) 파독 간호사(약 10,371명) 중동

근로자베트남전근로자등10만명전세계태권

도사범 5,000명 등산업현장에뛰어들고경제

개발의모태외화를벌고, 가난한농어업국가를

근대적 산업국가로 만드는데 헌신하였다. 물론

이때박정희등공화당정부의역할도있었으나

당시의 4.19세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경제적

자립으로 빈곤한 가족과 뒤떨어진 조국의 경제

부흥에총력을기울였다. 그러기에한국은전후

국가로서는 최단기일 내에 진취적인 자유 민주

화와 더불어 모범적 산업화를 불과 50년 내에

마련한위대한혁명이다. 4.19 혁명정신은대한

민국헌법전문에 3.1운동과더불어“불의에항

거한4.19혁명”으로“대한민국의가장기본적인

건국정신”으로명시되고있다.

근세 세계사에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이룩한영국의명예혁명(1688년), 식민지독립과

4.19 민주혁명과시대적과제

회원원고

柳寅鶴

헌정회민족문화연구회회장

前 4.19공로자회회장

마한축제조직위원장

13·14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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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를 수립한 미국 독립혁명(1776년), 모든

인간이 평등한 자유 시민이라는 프랑스 시민혁

명(1789년)과 1917년의러시아와 1949년의중국

공산혁명이있다. 그중인간의기본인권을무시

하고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는공산혁명을제외

하고, 제2차세계대전후 130여신생국중자력

으로민주화와산업화를최단시일내에수립한

것은한국의자랑스러운4.19혁명뿐이다. 위의3

개민주혁명이나 2개의공산화혁명중그어느

것도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와 절대 빈곤에서 탈

출하여세계 7대경제대국으로발전을한세대

가이룩한역사는없다. 그러한점에서4.19혁명

은세계4대민주대혁명이므로이미지난2018,

2019년 4월에영.미프랑스참여하에「4.19혁명

세계4대 민주 대혁명」의 선포와 광화문 행진을

거행하였다. 그러나지금세계적모범민주산업

국가로서‘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 조국이

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한국민주화의현황과당면과제

한국의 민주화는 자유당 독재가 제4대 대통

령 시대의 막바지인 1960년 2월 28일 대구,

3.15 마산그리고4.19 데모를거치면서출발하

였다. 그러나아직민주터전이미흡한제2공화

국은 10개월만에5.16 쿠데타에의해붕괴되었

다. 그후 6.3시위(대일굴욕외교반대) 1973∼

74년(유신체제 반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의민주화운동으로군사독재정권을물리

치고근래에는2017년대중적시위에의하여박

근혜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 당시 야당

등민주지도자들과시민들의가두시위등대중

적투쟁이민주화운동의기본동력이었다. 그러

나 근대 세계적 민주국가의 모범생이 될 수 있

다는‘한국의민주화’가크게위협을받고있다.

첫째, 현재도 여전히‘대중적 선동주의적 포

퓰리즘’이 정치사회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극

단적 보수 진보 양진영과 투쟁적 노조, 선동적

종교사회집단이국가의중요과제를제도적기

구인의회나법원행정기구가아닌인기연합적

인 대중적 선동주의로 해결하고자 국정을 혼란

시키는 포퓰리즘이 반영되고 있다. 정치사회의

각집단은성숙한논의와금도있는타협보다는

이기적 진영논리 극단적인 광장투쟁을 하거나

유튜브등을활용한인기영합적여론투쟁과혼

란한집단시위가만연하고있다.

둘째, 사회윤리기강(Social Moral)과사회적

추진동력(Social Dynamism)이 해이해지고 있

다. 과거 일제하에서는 독립운동, 한국전에는

건국과 이념 그리고 가족과 사회 보호, 민주화

과정에서는 민주화 실천 과제와 산업화 우선주

의 등 각 진영과 집단의 지도이념과 명분 있는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 특히 젊은 세대에

겐국가민족이나시대적사명등명분있는당

면과제보다는 속물주의적 편의주의와 천박한

세속주의가우선하는것같다.

셋째, 근대코로나19의세계적팬덤현상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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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국제적교류나특히민족국가사회등의

국제적인도주의와상호연결점이해이해지고, 무

기력한자기중심적개인주의가우선시되는경향이

있다. 이제과거와같이대의명분이나정의를위해

크게희생하고투쟁하는모습이약화되어있다.

지속적산업화동력강화:세계7대경제강국화

한국은 1950~53년세계대전후가장큰국제

전쟁을치렀다. 한국전쟁은한반도의경우 21만

km2의좁은땅에서 5,000만명이, 남한측은미

국등16개참전국과6개의료지원국, 북한은소

련, 중국 3개국이 참전하였다. 남한 측 피해는

민간인 99만968명 유엔군 3만7천 명의 사망자

와 약 7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어떻든 남한 측

189만명북한측332만명이희생되었다.

1960년한국인은 $87의최빈국이, 1,000만명

이상이이산가족이어서한민족전체의 1/5에해

당된다. 이러한악조건하에서박정희공화당정

부의강력한산업화정책과미국등외국의지원

이있었다. 그러나당시의산업역군들은남녀노

소를불문하고가난과가족의안녕신분상승을

위하여불철주야피땀흘려국내외에서일해왔

으나현재의산업일꾼들은산업화동력즉파이

팅스피리트가상실되어가고있다.

위와같은경제적불황과특히경제성장동력

추락을 방지하여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매김하기위해서는아래의개혁이필요하다. 

첫째, 정부와사회의기본정책이건전하고선

진적인민주화못지않게경제동력을활성화하여

야한다. 대다수국민이얄팍한복지와포퓰리즘

보다는 민주적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활성화하여야한다.

둘째, 우리경제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강력

한공공부문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과더불어

민간부문의활성화가중요하다. 과거강압적불

공정한재벌위주의경제정책은아니더라도건전

한민간부문의경제활성화가중요하다. 재벌의

국정농락은안되지만황금알을낳는씨암탉격

인재벌의투옥과탄압은잘조정되어야한다. 

셋째, 무엇보다도한국국가경쟁력확보를위

하여경제주체인노동개혁이필요하다. 노동자

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재벌, 대기업의전횡

을막아야하지만거대노조의편파적이고이기

적인욕구때문에기업이국제경쟁력을잃고산

업이황폐화되는것을막아야한다. 

넷째정부의경제정책이인기에영합하기위하

여국가재정의건전성을잃고국가부채가GDP의

40%를 넘어 43.9%로 머지않아 1000조가 넘어

60%까지상승할수있다는우려를제거해야한다. 

다섯째한국은아직도남북이휴전상태의대

립과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직

접적 영향 하에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 일본 $4만1491, 영국 $4만1291, 이탈리아

$3만 334인데 한국은 $3만2115이다. 그런데

우리는국방비가전예산의 10%이고초고속성

장하는 중국이 비록 $9,979이나 우리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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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술개발과 산

업생산력을높여야지현재의부에만족하여서

는안된다. 

여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

로사회갈등지수가높다. 더구나경제적양극

화의 증대와 고령화 저출산으로 젊은이들과 현

장노동자들이안일을추구하여 1960∼2000년

대4.19 세대같이거리에서열심히데모하다가

농촌으로 돌아가 새마을운동하고 파독 광부 간

호사중동근로자로가거나신발공자이나봉제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던 도전정신과 근로의

욕이상실되었다. 심지어한국에온독일대통령

은 2만여명의파독광부와간호사를보고차관

을제공하였다. 

민주·산업융화합으로제2의한강기적을

한국은 2020년대세계에서가장국제적긴장

이고조된동북아시아의중심이고, 아직도준전

시 상태의 남북대립과 특히 미. 중 갈등의 중심

에있다. 전세계적이목이미. 일등쿼드연합과

중·러 연합 세력 갈등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

우리가주체적으로경제성장과자력방위를하여

세계경제대국으로발전하면동북아세아의‘조

정자’가될수있지만, 경제가중국과일본에압

도당하며북한등안보위협에무력하면세계적

종속자아니솔직히‘가련한창녀(?)’같은신세

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전과 가

난을 극복하고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

여왔다. 그러나극심한정치갈등이나사회갈등

으로 경제력 낙후성을 초래하면 다시금 1880∼

1910년 조선왕조의 망국의 비극적 치욕을 겪을

수밖에없다. 현재까지세계역사에유례가없이

1960년이후단 4∼50년사이에민주화와산업

화를이룩하여세계7대무역강국10대경제강

국이된기적을우리는잘못하면한순간에잃을

수있다. 어느시대어느사회나갈등과분열특

히선거등정치적계기로지역간세대간계층

간종교적갈등이사회갈등의중요요소로작용

된다. 이제우리는자랑스러운근세세계적민주

혁명인 4.19혁명의 정신과 전통이 더욱 성숙하

게발전되어야한다. 그리고 4.19세대가이룩한

‘산업화’의기적을본받아자원과좁은시장그

리고남북의군사정치대결과국제적분쟁속에

서도4.19세대가「죽기아니면살기」식도전정신

과가족과조국그리고자신을위해불철주야열

심히일하고한푼이라도저축하고희생했던‘산

업화의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

4.19로 상징되는 열렬한‘민주투사:민주세력’과

정직하고열심히일했던‘산업화의역군’이같이

손잡고미래로나아가야한다. 즉진정한민주화

세력과 건전한 산업화세력이 융화합하여 제2의

‘한강의기적’즉세계7대민주산업국가를건설

해야 한다. 즉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4.19세대가이룩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 4.19혁

명이세계에서가장자랑스러운민주산업혁명으

로추앙받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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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을배척하고민주혁명을선언한

첫장전(章典) 1917년대동단결선언

역사는 반드시 팩트만 기록되는 것인가 의문을

떠올릴때가적지않다. 당대현장의목격기록에는

없던 팩트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 뒤늦게 발굴되기

도하고, 시간이갈수록오히려사실감이더해지면

서역사가더생생해지는경우도있다.

1910년한일합병은강압에의한것으로원천무효인불법행위라고대부분의한국인은믿고있다. 당

시대한제국의주권자로서합방조약에서명한순종황제를포함한대한제국의황실은무력에의해주권

을강탈당한피해자로인식돼있다. 근래들어서는고종과민비로대표되는대한제국황실이항일독립

투쟁의주역으로묘사되기도한다.

1980년광주에서헬기기총소사가있었다는목격담이최근에사실로인정되는추세다. 김대중정권

당시철저한진상조사때도거론된바없었던헬기기총소사가왜40년을격한시점에야등장해팩트로

자리잡아가는지그맥락이잘이해가지않는다고하는사람들도있다. 

종군위안부는일제강점기는물론, 해방이후에도근 30년간거의논란되지않았다. 위안부피해자

들이주변의눈치를보느라증언을꺼렸는지는모르지만위안부다수가생존해있을당시에는피해를

주장하고나선사람들이거의없었다. 1980년대들어피해증언이시작됐다. 시간이가면서증언되는

피해정도는더강해졌고, 증언도생동감있었다. 그러나불행하게도지금은과거위안부피해증언을

검증해줄생존자들이불과몇분밖에남지않았다.

“여전히특권과영화누리는왕실은주권돌려받을자격없다”

가장중요한역사의증언은당대지식인들이남긴기록일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은한일합병을몸으로체

험한당대청년지식인들의기록이다. 조소앙(趙素昻, 1887∼1958)이기초한것으로알려진이선언문에는

순종의일본에대한주권양여는주권포기

포기된주권은한국백성만상속할권리

尹承模

前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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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홍명희(洪命熹) 등쟁쟁한지식인14명이서명했다.

선언문은한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는법논리를세운최초의독립선언서라고할수있으며, 1919년

3.1운동과이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등독립운동방향성에지대한영향을미친문건으로평가된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는헌법제1조제1항의규정을우리는당연한상식으로알고살아간다.

민국이라함은백성이주인이되는나라즉, 민주국을말한다. 공화국은전제(專制)나독재(獨裁)하지

않고상호협의하여정치를운영하는나라를말한다. 민주주의의기본개념들이다.

하지만대동단결선언이발표된1917년엔상황이전혀달랐다. 당시는불과7년전까지만해도황제요

태황제였던순종과고종이살아있었다. 비록왕(태왕)으로강등되기는했지만확실한왕대접을받으

며호사를누리고있었다.

일본은대한제국황실의재산과지위와명예를보전해주기로한합의에따라이왕직을설치하고고

종을이태왕, 순종을이왕으로하여왕으로대우했다. 조선총독부예산으로운영되는이왕직에는장관

을수장으로총198명에달하는직원이있었다.

조선인조는후금의신하를자처하는삼전도의굴욕을겪고도여전히나라를다스렸다. 나랏님(왕)이면서

동시에다른나라황제에게조공하는신하이기도한존재가다스리는나라는조선인에게는그리낯선풍경

이아니었다. 중화도아닌오랑캐여진족에게무릎꿇을수는없다는자존심은잠시였을뿐이다.

1905년을사보호조약으로일본이조선의외교권을강탈했을당시만해도비분강개하여자진하는선

비가속출하고의병궐기가이어졌으나정작1910년한일합병당시에는조선강토가이상할정도로조용

했다고한다. 불과5년만에국망이새삼스러운충격도아닌것으로분위기가바뀌었다고나할까.

나라가패망해도나랏님은쉽게바꿀수있는대상이아니었다. 한양을버리고의주까지도망갔던

선조도죽을때까지임금자리를보전했다. 고종과순종도마찬가지였다. 나라는망했지만임금은임

금이었다. 여전히왕으로불렸고, 왕대접을받았다. 수천년을이어온나랏님이라는개념이하루아침

에바뀌기는어려운법이다.

그시절, 나라를되찾는다는것은당연히임금을세우는것을전제로할수밖에없었다. 반정(反正)을

일으키려해도차기임금감을미리정하고그를중심으로거사하는게상식인세상이었다.

한일합병직후해외로망명한일부독립지사들이왕실에접촉하기도했으나호의호식하던왕실인

물들은누구도나서지않았다. 사실, 고종과순종의입장에서보면누군가다른이가나서대한정부를

세운다는것은자신들에대한반역으로생각할수도있는문제였다.

고종은구한말입헌군주제로의개혁을거부하고전제군주로군림하려온갖시도를다했던인물이

기도하다. 그만큼권력탐욕이강했던것. 입헌개혁을시도했던김홍집내각을붕괴시키고김홍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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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거리에서척살하여그시체를찢어전국으로보내는전근대적만행을저지르기도했다.

대동단결선언은 이런‘맹목적 나랏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혁명선언이다. 고종과 순종의 존재를

철저하게부인하고, 나라의주권이백성들에게있다고선언한것이다.

당대한국을대표하는지식인들은이선언에서대한제국주권자인순종이일본에주권을넘긴것을

‘양여(讓與)’로규정했다. 양여는한일합방조약문의표현과같은용어다. 오늘날한일합방이일제의강압

에의한국권강탈이기때문에원인무효불법이라고규정하고있는것과는맥락이다른표현이다.

그렇다고해서선언발기인들이그주권양여를합법으로인정했다는뜻은아니다. 불법이기는마찬

가지이나오늘날과는그법논리가다르다. 일국의주권은그땅의국민끼리만수수할수있는것인데

도이를외국인에게넘겼으니이것이불법이라는논리구조였다.

순종이주권을넘긴것은확실하나이를양도받은일본은무자격자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그주권

은무주물(無主物)이되었다는것. 이경우그주권은그땅의국민에게귀속되는것이‘불문법적국헌’

이라는논리다. 선언은이에따라“순종의주권포기는한국민에대한묵시적선위요, 한국민은순종이

주권을포기한그순간주권을자동상속했고상속해야할의무가생겼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논리는당시까지독립운동진영을지배하던입헌군주제에의한독립즉, 대한제국황실에서

정통성을찾아야한다는논의를전면거부하는것이다. 대한제국황실은주권을양여(포기)한자들이므

로향후신국가건설에서제외시키겠다는의미다.

사실상최초의독립혁명선언서이나변변한주석문하나없어

대동단결선언의이논리는일본에의한주권강탈이라고정의하면그강탈된주권을회복했을경우이

를주인(황실)에게반납해야할법적의무가생긴다는점도고려한중층적고민의산물인듯하다. 강탈물

이아니라고함으로써황실은주권을반납받을권리가없다는것을분명히했으니, 대동단결선언은일종

의민주혁명선언이다.이선언의논리에따르면한일병합에서일본의죄는주권강탈보다는대한제국의

주권상속자인대한의인민들이어리둥절하고있는사이에주권을가로챈, ‘횡령죄’에비유될수있을

지모르겠다. 선언문은이처럼중대한의미를담고있으나지금까지완전한주석본하나없이망각되고

있는것이현실이다. 몇몇주석본이인터넷에서검색되기는하나필자가검토해본결과한자용어의

출전을제대로밝힌사례가드물고, 오역부분이적지않아보인다. 이에필자는향후완전번역작업이

시도될경우다소라도참고가될수있도록기존주석에서특히오류가많았던대목한두가지를여기

에소개하고나름의해석을제시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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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을제대로설명한주석문을보지못했다. 아예주석을빼고넘어가거나적당히오역한것만

봤다. ‘후말상자’는원래장자(莊子)의 (상후이습) 相濡以沫(상유이말)에서나온고사성어

다. 못이마르자물고기들이서로물기를불어주고거품으로적셔준다는것이니, 어려운이들이서로

돕는다는뜻이다. 그같은 4+4자성어를‘후말상자’로변형해서사용한것. 1917년당시지식인들

에게는이것이기본상식같은고사였을터이니변형해도이해하는데문제가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오늘을사는후대의사람들은후말상자를아무리검색해도‘상후이습상유이말’이나오지않으니,

번역이불가능하게된것아닌가싶다. ‘이택상자’는비교적쉽게그뜻을찾을수있다. 싧澤(여택

이아니고이택으로읽음)은사전에나오는단어. 인접한두연못이서로윤택하게하듯이학우끼리

서로도와학업을닦는다는것으로, 후말상자와비슷하다. 다만, 후말상자(相滋)의상자가서로자

선을베푼다, 서로불쌍히여긴다는뜻이라면이택상자(相資)의상자는서로밑천이되어준다, 서로

자본을대준다는의미라고하겠다.

이대목을액면대로주석하여‘동쪽이웃은소를죽이지만남은날이많지않고빽빽한먹구름

은 비를 내리지 않으나 우리 서쪽 근교로부터…’라는 번역에 그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부분, ‘동린살우밀운불우’는주역의괘사에서유래한구절로일본과조선의운명을전망한일

종의기원문임을설명해줘야제대로된주석이될것이다. 전체뜻은‘동쪽집(일본)은소잡아성대

한제사를지내며미래를축원하지만그건다쓸데없는짓이고실상은얼마못가서망할것이다. 이

에비해한국은지금먹구름전조에도비가오지않아답답한상황이지만서쪽에서는이미비가시작

되고있으니조금만더기다리면해갈되어융성할것’이라는희망주문이라고하겠다.

이부분은불교용어를빌어서한국의미래를축원하는희망가라는전제에서해석해야한다. 앞부

분은영원한광명의빛이우리한국땅을멀리비추니, 독립의서광이보인다는뜻이다. 후반부는이

세상에없는하늘꽃인우담바라가어지러이떨어지는데, 굳이한국땅을찾아떨어지면서장관을연

출하니그것은우리의독립을축하하는것아니겠느냐는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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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이상화

지금은남의땅- 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나는온몸에햇살을받고

푸른하늘푸른들이맞붙은곳으로

가르마같은논길을따라꿈속을가듯걸어만간다.

입술을다문하늘아, 들아,

내맘에는내혼자온것같지를않구나!

네가끌었느냐, 누가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해다오.

바람은내귀에속삭이며

한자욱도섰지마라, 옷자락을흔들고.

종다리는울타리너머아씨같이구름뒤에서반갑다웃네.

고맙게잘자란보리밭아,

간밤자정이넘어내리던고운비로

너는삼단같은머리털을감았구나, 내머리조차가뿐하다.

혼자라도가쁘게나가자.

마른논을안고도는착한도랑이

젖먹이달래는노래를하고, 제혼자어깨춤만추고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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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쐥相和) 시인은 1901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났다. 7세 때 부친의 사망으로 숙부에게 사숙하였으며, 1916년 경성중학교에 입학해

1919년 수료하였고, 3.1운동 당시대구학생운동에참여이후서울에피신하였다. 1921년 현진건의추천으로 <백조>동인에가담하였으며,

1922년일본동경의아테네프랑세에유학, 공부중에관동대진재를만나귀국했다. 1925년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참여했고,

1927년 의열단이종암사건에연루되어구금되기도했으며, 1937년 중국에서독립운동을하던친형인이상정장군을만난이유로 5개월

동안옥살이를했다. 그이후대구교남학교에서교편을잡았으며, 1940년학교를그만두고집필에몰두하였으며, 1943년에위암으로별

세했다. 시집으로『늪의우화』(1969), 『나의침실로』(1977), 『석인상』(1984) 등이있으며, 대구달성공원에그의시비가있다.   

나비제비야깝치지마라.

맨드라미들마꽃에도인사를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바른이가지심매던그들이라다보고싶다.

내손에호미를쥐어다오.

살진젖가슴과같은부드러운이흙을

발목이시도록밟아도보고, 좋은땀조차흘리고싶다.

강가에나온아이와같이,

짬도모르고끝도없이닫는내혼아

무엇을찾느냐, 어디로가느냐, 우서웁다, 답을하려무나.

나는온몸에풋내를띠고,

푸른웃음설움이어우러진사이로

다리를절며하루를걷는다. 아마도봄신령이지폈나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빼앗겨봄조차빼앗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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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1년의교훈

21세기인류가맞고있는최대의저주요고통인코로나바이

러스가중국정부가대외에공식발표한2019년12월31일로부

터 1년 2개월 10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세계적인전파,

감염으로선언한코로나19 팬데믹이2021년 3월 10일로써 1년

이지났다.

지난 1년여전세계 221개국을엄습, 강타한코로나사태는

3월 10일 자정 기준 (World Meter와 Johns Hopkins 대학,

New York Times 등)으로 1억1천8백72만9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2백63만4천명에이른다고발표되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인 방역대책,

백신접종으로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2천9백86만

2,124명확진에사망자는54만2,191명을넘고있다.

이어 인도 11,285,561명 확진에 158,213명 사망, 브라질

11,205,972명확진에270,917명사망, 러시아4,360,823명확

진에94,734명사망, 영국은4,234,924명확진에89,565명사

망, 프랑스도 3,963,165명 확진에 89,565명 사망, 독일은

2,532,855명확진에73,272명사망, 올여름올림픽을치르기

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확진자 수 441,729명에 사망

8,353명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90,018명 확진자 수에 사망 4,636명이라고

발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94,198명의확진자수에사망자

는 1,652명에 이르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공식 밝혔다. (3월

10일신규465명및사망4명)

한편, 백신, 예방접종상황은미국9천3백69만2,598명이화

이자, 모데나, AZ 백신접종을했고, 바이든대통령은4월중순

까지는1억명이접종을마칠수있다고공표했다. CDC의파우

치박사도8월말에서 9월까지는미국의집단면역이라는밝은

전망을내리고있다.

지
도
층
의

덕
목
과

책
임

申仲植

17대 의원

前국정홍보처장

前민주당부대표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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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접종 상황은 2천3백77만3,959명, 중

국의 경우는 5천2백63만5,500명으로, 일본의

경우는 접종률이 낮아 10만7,558명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월 10일까지 50만635

명이접종을마쳤고11월말까지70% 이상이면

역항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

장이밝히고있다.

이상세계주요국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

과 인명피해 실태 및 백신접종 현황을 살펴 보

았다.  이렇듯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전세계

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일로의

위험한 추세에 있지만, 영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등에서1년여만에백신개발에성

공,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다 연초부터

접종이시작되고있다.

그러나소득과재정상황이높은선진국과열

악한후진국간의검역, 예방, 백신접종등에현

격한차이를보이고있어, WHO와UN 등국제

기구와G7, 중국등은약소빈민국에대한지원

을구체화시키고있다.

지난 1년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는 위축, 쇠퇴해져 각국의 경

제성장, 상품교역, 인적 교류의 급감으로 경제

는물론교육, 문화, 체육, 관광등전분야에걸

쳐그손실과피해가일상활동, 건강에까지심

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현실이다.

다행히백신접종가속화, 각국정부의과감한

재정정책, 시민들의자발적협조등으로2021년

세계 경제는 (OECD, IMF 예측) 미국의 경우

2020년도 대비 7.8% 이상 상향, 최소 2.8%의

성장을, EU는전년도대비13.7% 높은3.7% 성

장을, 영국은 전년도 대비 17.3% 상향, 최소

4.5%의GDP 성장을예측하고있다.

일본의경우도2020년보다7.8% 향상된2.0%

의성장을, 중국은6.2% 상향, 올해8.4%까지성

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우리나라도올성장

률이최소3.2%를넘을것으로KDI, KIEP, 한국

은행과민간경제연구소등이관측하고있다.

위기극복을위하여

바이든미대통령은당선직후코로나퇴치를

위한 전쟁을 선언하고 당선자 시절부터 최고의

전염병, 예방의학 박사들과 관련 의료행정, 학

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가동시킨데이어백악관입성이후에는공화당,

특히상하원들과의협력, 협치강화로약2,000

조에달하는재난지원금확보와방역, 검역, 예

방 수칙에 대한 행정명령과 함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오는 9월 말까지 집단면역 (Herd

Immunity)을 이루어내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코로나초기대응에있어철

저하고도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

조로대외적으로K-방역의모범국이되었지만,

국내정치에있어여야격돌, 사회적인대립과갈

등, 정부, 여당의 대응 실패 등으로, 예방접종

시기마저늦어지는바람에, 최근수개월신뢰를

잃어가고지지도도하락하고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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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아름다운두젊은기업인의선물

코로나사태로경제활동위축, 청년실업, 중소

상공업의도산, 자영업자와서민들의고통이심

화되고있는시점에서가난한농촌에서상경, 판

잣집과 달동네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체험

한두자수성가한기업인카카오김범수의장과

배달의민족김봉진회장이주목받고있다.

전남 담양 빈촌에서 태어난 김범수 카카오이

사회의장(1966년생)은지난연초주식등전자

산 10조원중 절반인 5조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의기부를선언했다. 김의장은이미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사회봉사, 장학활동 등

에쾌척한바있었다.

또한우아한형제들의장이자배달의민족의실

질적 운영책임자인 김봉진 회장은 1976년 전남

완도에서출생, 온갖고생끝에서울의수도공전

과 서울예술대를 졸업하고 디자인업체 등에서

일해오다가오늘의배달업에눈을떠이제1조원

이상의재산가가되었다.

그는지난2월전체재산에서5,000억원을우리

사회의약자, 경제적으로어려운층에기부하고나

서세간의이목을끌었다. 김회장은이미2010년

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100억원의 거액을 선뜻

희사했고 최근에는 직원과 배달의민족 기사들을

위해주식과현금1천여억원을내놓은바있다.

이밖에미래산업의정문술이사장(1938년전북

임실 출생)은 1983년 벤처기업 라이코스를 창업

한뒤 17년간과학기술개발등으로실적을쌓은

후 2001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수백억원

(513여억원상당)을 KAIST에기부하여 IT와 BT

(생명공학기술) 발전에크게기여한 바있다.

또한서울경제신문기자출신으로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올해 83세(1936년생)의 이

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40여년

돼지, 소 키우면서 일부 부동산으로 모든 돈 중

766억원을KAIST에기증했다.

정문술 회장과 이수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

진 1등국으로의진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과

학기술에 있다면서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요람

인KAIST에큰재산을쾌척한것이다.

미국에서도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의 빌

게이츠 (Bill Gates), 주 커버그 (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등 많은 억만장자

들이 장학재단, 대학 및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에 자산의 태반을 기증 서약하고 있다. (주커버

그는주식자산90% 이상)

특히 빌 게이츠 회장(1955년 미국 시애틀 출

생)은 세계의빈국에대한구호활동과기후변화

와 생의학 발전에 수천억을 희사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기업가이자 사회사업가이기도 하다.

(약146조원의자산소유)

한편 36세의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114조원의

억만장자로대표적인유대계젊은미국실업인이

다. Time지는 1980년대 인물로 주커버그를 표

지인물로장식한바있다. (빌게이츠와주커버

그는둘모두하버드대학중퇴자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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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국내외의입지전적인기업인들의헌신

적봉사활동이건강하고밝은사회를위한빛과

소금이요희망의길을제시하고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꿈과 기대를 실어준다고 보겠

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 Oblisse)의한모습이라고할수있다.

지도층의덕목과책임

비단정치뿐만이아니고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전분야에걸쳐지도층의제1요건과자질은덕

목에있다하겠다. 일찍이동서양을막론하고나

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시민, 백성들의 환심과

지지를받아내는것이급선무요제1의과제였다.

기업이나기업가도시대의흐름과환경, 제도

의 변화에 따라 순리적,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면패배와낙오자의낙인이찍힐뿐이다.  

국내외의급속한과학기술, 특히디지털과첨

단 IT와 BT 외에기후변화에대한인식과연구,

과감한 투자가 없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다. 이밖에책임있는조직운영과생산, 노동

자와의 원활한 대화와 유대강화 또한 기업운영

의필수과제라볼수있다.

메르켈, 사르코지, 트럼프의비교

메메르르켈켈((AAnnggeellaa MMeerrkkeell)) 독독일일총총리리

올해 67세(1954년 서독 함부르크 출생, 동독

라이프치히 대학 물리학과 졸업)인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년간의총리직을내려놓고올가을베

를린의한소형아파트의주부로돌아간다.  

총리재직동안5명의영국총리, 4명의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7명의 총리, 미국의 4명 대통

령과성공적인외교관계를맺었고명실공히EU

27개국중가장강력하고부유한독일을이끌어

온여장부로평가받고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등주요언론은메르켈총

리의 업적과 그의 청렴결백, 겸손한 면모 등을

크게보도하면서유럽의큰별이라고까지찬사를

보내고있다. 메르켈총리는이미 2년 6개월전

인2018년10월기자회견을통해2021년에수장

직에서물러나겠다고선언하고, 한 베를린의평

범한 시민으로서 어떤 당직이나 선거에도 출마

하지않겠다고발표한바있다.

사사르르코코지지((NNiiccoollaass SSaarrkkoozzyy)) 전전프프랑랑스스대대통통령령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쟈크 시라크 대통령

에이어프랑스대통령을역임한사르코지전대

통령은 지난 3월 1일 파리법원 크리스틴 메

(Christine Mee) 판사로부터부패및판사에대

한고위자리제공혐의등으로3년징역형을선

고받는치욕을당했다. 

메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의에 대한 매우 나쁜

이미지로판사에대한고위직유혹과직업상의고

도의비밀을침해했다고중형을선고했다. 사르코

지측변호사는바로항소해법정구속은면했다.

이사건은앞으로수년간끌면서프랑스와EU

각국에도크게화제를모으게될것이라고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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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보도하고있다.  

트트럼럼프프((DDoonnaalldd TTrruummpp)) 전전미미국국대대통통령령

지난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바이든후보의81,268,867표에 700여만

표차로(74,216,747표) 패배한공화당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도 306표대 232표로 패

배) 작년11월3일투표일직후부터선거부정(우

편투표, 개표부정)을줄곧제기하면서바이든대

통령에대한인수인계도제대로하지않고취임

식은 물론 백악관에서의 전통적인 고별 악수도

거절한 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

신의마라라고의호화저택으로떠났다.

트럼프는최근2월28일플로리다주올랜도에

서 열린 공화당 컨퍼런스(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 특별연사로 나

서 90여분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표결과정

에서찬성표를던진공화당소속연방하원 10명

과 상원의원 7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맹비난한뒤, 4년후2024년대선에도전하겠다

는의사도간접표명하기도했다.

그러나 공화당내 중도, 온건의 의회지도자와

전통적인보수층일부는계속되는트럼프전대

통령의과격하고도품위없는언동에대해비판

의목소리를높여가고있다. 

지도자의품격과책임

미국내코로나확진자수가날로증가하고있

는상황에서당시트럼프대통령의방역과검역

등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실패로 사망자수

와확진자수가적어도30% 이상피해를봤다는

최근미국의학계의비판이쏟아지고있는실정

이다. 워터게이트폭로기사로결국닉슨대통령

의 탄핵사태(표결전 사퇴)를 몰고 왔던 밥 우드

워드 워싱턴 포스트 편집부주간은 트럼프의 대

통령직을수행할수있는자질부족과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FBI 국장으로 트럼프의 트윗(Tweet)

몇줄로해임된제임스코미는트럼프대통령이

야말로 비도덕적이고 과대망상, 자기도취의 대

통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록 지난 2월 13

일 상원에서의 탄핵안이 53 대 47(공화 상원의

원 7명 이탈 )로 가결 정족수 3/2인 67표에 미

달, 부결처리 되었지만 당시 공화당의 상원 원

내대표 미치 매코넬은 부결 직후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이미 민간인 신분이기에 탄핵의 효력

이없다. 그러나향후형사사건등에있어면책

특권이없기때문에법의심판대상이될것이라

고 천명했다. 이제 트럼프는 NY 지방검찰에서

의탈세, 정치자금유용등혐의에대한본격적

인수사를앞두고있기에가혹한순간을맞이하

게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전대통령, 미국의트럼프전대통령의면모가새

롭게조명되면서하나의교훈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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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상의 정수『論語』는 케케묵은 고리타분한 옛것으로

만치부하는경우가다반사다. 사실 총 20편 516장의 방대

한 양부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 교과서에 몇 편의

인용문구를통해알뿐전체를일독하기는쉽지않다.   

宋丙大(16대) 회원은 무려 7년이란 시간에 걸쳐 논어를

섭렵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해석해 분야별로 나눠 최근

『논어의 재구성』을 출간했다. 저자는 무엇보다 가치관의 혼

돈 속에서 방황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좋은 마음의 양식

이될수있도록그의미를쉽고정확하게전달하고싶었다

고출간동기를밝힌다.

이 책은 道, 쎒, 배움, 가르침, 정치, 군자, 가족, 일, 인간

관계 등의 12장으로 분류, 구성해 원문 그대로를 살리면서

저자만의재해석을통해독자들에게그의미를정확하게전달하고자했다. 각 분야별 주제를보면우

리모두의삶의지혜를담은인생지침서라고해도충분하다. 

특히정치인출신저자는서문을통해“정치를하거나하고자하는사람, 특히정권을담당하고있는사

람과정치에실망하고좌절한이땅의많은국민들에게정치의본질은무엇이며정치인이반드시갖추어

야할자격과또어떻게하는정치가바른정치인지를제대로알아서이땅에자유와민주가정착되고화

합과정의가강물처럼흐르게하고자소망했다”고밝힌다.

무엇보다 저자는“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하면서“삶의 진리와 지혜를 배우고 읽

혀, 오늘우리가직면하고있는절실한문제에대한바른해답을찾는데기여하기를바란다”고했다.

宋 회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70∼80년대 기업인으로 산업현장 곳곳을 누비벼 해외 건

설현장에서쌓은경험을바탕으로청와대정무비서실행정관을거쳐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대전시

지부 상임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전통문화와 동양학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동양고전의 번

역·출판및교육과 DB 구축·디지털화등현대화사업에직접참여했다.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

회이사, 서울대총동문회이사, 헌정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다.

송병대회원의『논어의재구성』

회원신간BOOKS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89   MAC-4       



90

‘세계여성의날’기념행사참석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3월 8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주최‘세계여성의날’기념행사에참석했다. 朴 의장은

인사말을통해“국제사회는코로나19 영향으로가정폭력이급증하는현

상을우려하고있다. 우리 한국도예외가아니다. 심각성을공감하고종

합적인대책을함께마련할때다. 코로나팬데믹은남성보다여성에게더가혹했다. 가정에머무는시간이

늘어나면서여성들의돌봄무게도무거워졌다”고했다. 그러면서“서비스업에종사하는여성이많기때문

에실직문제가더욱심각할것이다. 여성의직업전환훈련이필요하다”고했다.

제61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참석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2월 28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문화예

술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

서 丁 총리는“대구 방역 현장을 찾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대

구의 품격에 크게 감동했다. 세계가 인정한 대구의 품격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고 불굴의 용기와 기개로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대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차디찬 풍설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새로운 봄의 희망을 열어갔던 2.28 대구시민의

정의로움을 기억하겠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뿌리인 2.28 민주화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 61년 전

대구를 시작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성독립운동가 14인초대전’관람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여

성독립운동가 14인 초대전을관람했다. 이는 이번초대전작가이자대한민국대

표 여성주의 화가로 꼽히는 윤석남(82세) 화백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金 부의장은“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여성 독립운동가

들이발굴·재조명된데에는학계는물론시민사회, 문화예술등민간차원의역

할도 컸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국민인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주길 기

대한다”고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탄신 146주년기념식및총회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신철식)에서는 3월 26일 오후 2시 이화장에서 쐥承晩(제헌)

건국대통령 탄신 146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임원

중심으로축소개최했으며참석자전원마스크를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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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대학원제28기 입학식

朴權欽(10,11,12)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4월 1일 다도대학원 제28기

입학식을 가졌다. 한국다도대학원은

정부지정셇전문인력양성기관으

로서그동안4천여명의다도교수를배출하였다. 

수원시에K94 마스크 10만장전달

쐌溶根(10,11) 한반도통일지

도자연합회 총재는 1월 1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

서 K94 마스크 10만장 전

달식을 가졌다.  

‘사이버주권수호상’수상

쐍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

구원장은 2월 23일 한국정보보호

협회(회장 이동범)로부터‘사이버

주권수호상’을수상했다. 

‘역대대통령리더십’강연

쐥榮一(11,12,15) 헌정회 통일문제

특별위원장은 3월 17일 (사)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

는 제68회 매헌 수요강좌에서‘역

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비대면 유튜브로 강

연했다. 

제38기마산문화대학졸업식축사

金順圭(11) 베트남 빈증대학교한국학

석좌교수(헌정회 이사)는 지난 2월

25일마산문화원강당에서개최된제

38기 마산문화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자문위원

회대표로축사를했다.

정주영회장추모20주년기념참배

원광호(14) 아산정주영기념사업회 회

장(헌정회 대변인)은 3월 21일 고 정

주영 회장 추모 20주년을 기념해 주

요임원들과함께하남시창우동소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생전 정 회장

이일궈놓은국가경제발전과나라에공헌한업적을

되새기며고마움과명복을비는시간을가졌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세미나

薛勳(15,16,19,20,21) 의원실은 2월

25일 노웅래·김민석·김한정·어

기구·박정의원실과공동으로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

과구체적인방도’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생애마무리문화혁신을위한정책세미나

金民錫(15,16,21) 의원실은 3월 11일

서울연구원, 웰다잉시민운동, 국회존

엄한 삶을위한웰다잉연구회와 공동

으로‘생애마무리 문화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가족 중심 상속과 기부문화: 우리는

왜가족중심으로상속하는가’에대해달개비컨퍼

런스하우스에서유튜브로생중계했다.  

‘2020년올해의인물좋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선정

元喜쐋(16,17,18) 제주도지

사가 2월 24일 범시민사

회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갑

산)이 뽑은‘2020년 올해

의 인물 좋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되어 수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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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연구원(API) 신임이사장으로취임

洪在馨(16,17,18) 前 경제부총리가

3월 2일 동아시아경제연구원(API) 신

임 이사장으로취임해임기 3년간활

동한다. 동아시아경제연구원은 1988

년 설립돼 미·중·일·러 등 주변 국가들과 경제

협력및경제공동체추진방안, 동북아개발은행설

립등에관한연구사업을전개하고있다 .    

‘포스트코로나시대의아시아물협력’세미나

卞在一(17,18,19,20,21) 의원실은 2월

24일 K-Water 세종관에서‘제2차

AIWW ON AIR 오프닝 :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아시아 물협력’에 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스포츠폭력어떻게근절한것인가?’세미나

安敏錫(17,18,19,20,21) 의원실은 3월

4일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학교체육진흥회 등과 공동으로‘스포

츠 폭력 어떻게 근절한 것인가?’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저출산극복SNS 릴레이챌린지

싕承晁(17,18,19,20)

충남도지사는 2월

20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를 통해 릴레이 챌린지를 펼쳤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

와 협력을 통해‘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동참하

자는취지라고밝혔다.  

‘코로나 1년, 경제의봄을맞이하자’토론회

쐥光宰(17,18,21) 의원실은 2월 25일

김영배 의원실, 전국시장·군수·구

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아하자:신속 진단 희

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에

대해유튜브이광재TV를통해생중계했다.  

‘택배요금불공정거래실태및개선과제’토론회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3월 4

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박홍근·김경만·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택배요금불공정거래실태

및개선과제’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입방안:

GTX 광주-이천-여주노선’국회토론회

鄭成湖(17,19,20,21) 의원실은 3월 3

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방안:GTX 광

주-이천-여주 노선’에 대해 국회 토

론회를개최했다. 

‘국립의과대학설립,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협조요청

金瑛錄(18,19) 전남지사

는 3월 8일 정부 세종청

사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해 국립의과

대학 설립, 국가 첨단의

료 복합단지 지정 등 핵

심 현안 2건에 대해 설

명하고협조와지원을요청했다.   

헌정廣場

92

01-96(4월)  2021.3.24 17:4  페이지92   MAC-4       



‘3.1절나라사랑유공자’에표창장수여

쐥庸燮(18,19) 광주시장은 3

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

식에서 나라사랑 유공자에

대한표창장을수여했다.

대구동산병원예방접종센터방문

權泳臻(18) 대구광역시장은

3월 3일 계명대학교의과대

학 부속 대구동산병원에 마

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해접종을마친남성일대구동산병원부원장등의

료진들을격려했다.   

국회평화외교포럼2월정기강연

金炅俠(19,20,21) 의원실은 2월 18일

류호정·장경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 강연을

비대면화상강연을통해개최했다. 

‘복지강화를위한재정분권방안모색’토론회개최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3월 8일

의원회관에서 김원이·최혜영 의원

실, 참여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

워크 등과 공동으로‘재정 끼워 맞추

기식 재정분권 NO-복지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

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3월 16일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최혜영 의원실, 한국미혼

모지원네트워크, 저출산·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등과 공동으로‘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

회: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통합사례관리의 필

요성’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위한신복지비전’세미나

朴洸瑥(19,20,21) 의원실은 2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혁신적포용국가

미래비전과공동으로‘포스트코로나시대, 포용적

회복과도약을위한신복지비전’에대해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범소년규정폐지필요성토론회

朴完柱(19,20,21) 의원실은 3월 9일

이규민·최기상·정춘숙 의원실, 한

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를 박완주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

어 3월 11일에는 백혜련·김원이·윤영덕·정춘숙

의원실과 공동으로‘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 발

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 확대 방안’

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정책 시행 3년

평가와과제’토론회

尹官石(19,20,21) 의원실은 2월 18일

민형배·김영배 의원실, (재)한국사회

가치연대기금과 공동으로‘사회적 금융 활성화정

책시행3년평가와과제토론회’를개최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검시 및 법의

관제도도입’토론회

陳善美(19,20,21) 의원실은 2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남인순·박완주 의원실과 공동으로‘자살인가, 타

살인가?: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

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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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총회서‘녹색회복방안및탄소정책’소개

韓貞愛(19,20,21) 환경부

장관은 2월 22∼23일화

상으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녹색회복방안및탄소정책등에대해소개했다.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

영업자손실보상과사회연대’토론회

陳聲準(19,21) 의원실은 2월 23일

의원회관에서 이동주 의원실, 참여

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

실보상과 사회연대’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개

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

위한규제방안’유튜브생중계

金炳旭(20,21) 의원실은 2월 16일 국

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금융소비

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비대면 유튜브 김병욱TV로

생중계 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의원회관에서 송

갑석·민병덕·민형배·배진교의원실과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소득중심사회보장, 어디까지왔나?’토론회

朴株民(20,21) 의원실은 2월 22일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

나?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

래토론회’를 유튜브 박주민 TV를 통

해생중계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2021년 1차토론회

蘇秉勳(20,21) 의원실은 2월 23일 용

혜인·허영의원실과공동으로‘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2021년 1차 토론

회:기본소득과 조세 재정 개혁’에 대

해온라인유튜브로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초청전문가간담회

魚基뽵(20,21) 의원실은 2월 26일

윤준병·강득구·이용빈의원실, 더불

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와공동으로‘더불어민주당2050탄소중립특별위원

회자원순환분과초청전문가간담회’를개최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위한토론회

鄭春淑(20,21) 의원실은 2월 2일‘손

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을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 

‘블랙타이드 시대의 정책 아젠다’

토론회

趙應天(20,21) 의원실은 2월 26일 미

래경제연구회, 조승래·강준현·김영

진·박용진·변재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블랙

타이드 시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해 온라인 줌으

로토론회를개최했다.  

‘AI기반 시스템을통한도로살얼음

안전관리방안’세미나

康準鉉(21) 의원실은 2월 25일 한국

도로공사와 공동으로‘AI 기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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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통한도로살얼음안전관리방안’에대해세

미나를개최했다.

코로나시대 꼭 필요한 정책개선

관련중소기업간담회

金京萬(21) 의원실은 2월 22일 중소

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코로

나시대꼭필요한정책개선관련중소기업간담

회: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 등 현안 간담회’를 개

최했다. 

‘수사-기소완전분리를위한중대

범죄수사청설치’입법공청회

金南局(21) 의원실은 2월 23일 여의

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김승원·김

용민· 문정복·민병덕·민형배 의원실과 공동으

로‘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입법공청회’를개최했다. 

‘주민자치기본법방향을찾다’세미나

金永培(21) 의원실은 3월 12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주민자

치기본법 방향을 찾다!’공동 세미나

를온라인으로생중계했다.  

‘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마련’토론회

金英植(21) 의원실은 3월 11일 과총

회관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통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

로 개최된‘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율과 책임, 다

양과 개방의 창의’에 대해 토론회를 온라인 유튜

브로개최했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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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姜普性(11,13) 회원이 3월 14일 별세.

고인은단국대법대·대학원을졸업했으

며 단대 총학생회장, 제주대 교수, 남주

중고 교장·이사장, 산구체인(주) 대표이

사,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한중의원협회 이사, 한일

불교친선협회부회장, 민한당정책심의부의장·제주도

지부장, 단대총동창회장, 신민당지구당·도당위원장,

민주당 당기위원장·훈련원장, 농림수산부 장관, 민자

당제주도지부위원장등을역임했다. 향년 91세.

쐥敬載(13,14) 회원이 3월 15일 별세.

고인은목포상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법

정대학경제학과(학사), 한양대학교경영

대학원(석사) 졸업했으며 조선대학교 총

학생회장, 국민회의 연수원장, 김대중대통령후보선대

총무위원장·재정위원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복합

지구의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총재, 한국전

력 상임고문, 국회 산업자원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

제2건국 상임위원, 노무현대통령후보선대위 고문, 한

국전력공사고문등을역임했다. 향년 89세. 

車秀明(14,15) 회원이 2월 16일별세. 고인

은서울대법대법학사, 서울대사법대학

원법률학석사학위취득, 제14회고등고

시행정과합격, 제2회사법고시합격, 상

공부 기획조정관실 사무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주제네바대표부상무관(부이사관), 기계공업국장, 중공업

국장, 공업제2차관보, 상역제1차관보, 제15대특허청장,

국회상공분과위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내무분과위원회

위원, 재정경제위원, 신한국당재정위원장, 울산광역시지

부장, 소규모기업지원위원장, 경제특위위원장, 예결위간

사, 자민련정책위원회의장등을역임했다. 향년8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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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郭尙勳(初代), 白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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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쐌容泰(20代), 柳瓊賢(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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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쇍心을 담아내는 것을 편집·제작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2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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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헌정정회회는는 이이런런 단단체체입입니니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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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헌정정회회 발발자자취취

이이런런 활활동동을을 폅폅니니다다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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