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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사

새해엔국민행복에대해말하자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날, 떠

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새삼 옷깃

을 여미는 것은 비단 우리 헌정회

원만의 소회는 아닐 것입니다. 국

리민복과정의구현을 위해신명을

바친선배제현의뜻을기리는한편

으로그선배들의우국충정에미치

지못한후배들의자화상에자괴감

을느끼기때문입니다.

올해는1919년3월1일독립만세운동이일어

난지꼭100년이되는해이자해방74년, 정부

수립71주년이되는해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는 대한제국을 개창하

여 황제에 등극한,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왕

인 고종의 인산에 맞춰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함성은해외에까지메아리쳐, 곳곳에서독

립에대한민족의염원을모으는노력이활발

하게전개됐습니다. 그 결과국내외각지에서

10여개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

대표입니다.

특기해두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임시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민국

또는 공화국을 표방했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대한제국황실이일본천황가에병합되어고종

과 순종이 각기 왕의 대접을 받

고있던시절입니다.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잔존

하고있던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 대한독립운동

을주도한이땅의선배제현들은

누구하나 이론없이 그 이왕가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나라 백성

이이나라땅의주인임을선언했습니다. 1919

년 대한독립만세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혁명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의

힘으로구체제를타도한혁명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센테니얼. 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고로 무장하여 새로운 세계를 헤쳐 온 우리

는 식민지와 전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까지

온갖 곡절을 이겨내고 오늘날 선진국 초입의

나라를건설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이것만해도

감개무량한일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새해에우리가맞게될세계

환경은불확실성과위험으로가득차있다고해

도과언이아닐정도로어렵기만합니다. 지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핵문제는여전히해법이요원합니다. 그에따

라 남북관계도 진척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답

보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중국간의 무역전

10

劉 容 泰
대한민국헌정회장

<憲政>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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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하이테크기술전쟁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악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국내정치상황

에다 세계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

고 있는‘외적변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

는 상황에서 특히 걱정되는 분야가 국가 경

제입니다. 청년들이취업할방법이막막하고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서는 암담한 경제상

황 때문에 갈수록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12월발표된통계를보면한국인의

삶이‘행복빈곤’시대로접어들었다고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과 비교했을 때 지표상

으로 한국인의 삶은 더 나빠졌고,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인간

삶평가지표국가별순위에서한국은 2012년

12위에서2017년22위로떨어졌습니다.

해외전문가들은한국인의삶의질과관련,

"한국 국민 삶의 질은 소득수준과 비교해 낮

다. 한국의 웰빙은 노동시장 안정, 기대수명

측면에서는상당히높지만삶의만족도, 직업

관련스트레스, 주관적건강, 사회적지원, 대

기오염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

다는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현실. 그것은세

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원인일 것

입니다. 나의 이 불행한 삶은 2세

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절망하는 젊은

이들이넘쳐납니다.

문제는투자·고용부진등경기가힘을잃

어가면서 줄줄이 하락했고, 앞으로 더 떨어

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고용악화로소득격차가커졌고, 일자리를

잃는자영업자는늘고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당분간떨어질것이라고말하고있

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은 사회안전망이

분명히 서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사회적

안전망은정치를통해확보돼야합니다. 그러

나한국의정치는이런사회적안전망에관심

이없는것처럼보입니다.

2019년새해에는우리정치의각성이필요

한한해입니다. 팍팍해지는국민의삶을걱정

하고삶의질을높이는정치력을발휘해사회

적안전망을확보해야합니다. 

새해정국이잘풀려국민들얼굴에미소가

흐르고5000만이함께‘희망과영광의나라’

를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

게돼서우리헌정회원들의깊은자괴감도말

끔히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건강

하고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바랍니다.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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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불확실성-대반동대역류(逆流)

2019년, 그렇게도희망에부풀어시작한 21

세기의 첫 20년이 끝나는 해, 대한민국, 동아

시아(황해- 동해지역), 태평양, 유라시아, 세계

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 대반동으

로꽉찼다. 그어느강대국도, 그어느선진국

도, 그어느중진국도, 그어느후진국도, 그어

느 민주국가도, 그 어느 공산국가도,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그 어느 독재국가도 2018년

을지내며안정된정상적인나라가없다. 2019

년에안정과희망과보다나은미래를꿈꿀수

있는나라가없다. 

2000년겨울, 미국의전국방장관윌리암페

리는 모든 국가는 지난 세기의 비극을 교훈으

로‘희망이가득찬새세기’로전진할것이라

했다. 그근거로미국의압도적경제력군사력

기술력과 미국이 리드하는 시장체제의 활성,

자유사회의 생명력 그리고‘미국의 제국주의

거부’를 세계가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

다. 그미국은지금트럼프라는비정상의사인

(私人) 대통령이나타나미국안을분열시키고

세계를 혼란시키고 근대진보의 종언을 알리는

데앞장서고있다. 20년전페리는미국이자기

가갖고있는이힘으로리더십을추구하지않

고이힘을어떻게쓸지모르는것이나쁜뉴스

일것이라고남의말하듯코멘트했다. 그 20년

간미국은2001년9.11테러, 2008년미국발세

계금융위기를 맞고 중국을, 러시아를, 북한을,

이슬람권을철저히잘못다뤘다.  트럼프의미

국은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 이후 최초 최대의

국론국체분열로치닫고있다. 세계최강국미

국의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 세금, 선거법위

반, 딸사위비즈니스커넥션부패스캔들이언

제탄핵으로진전될지가늠하기어렵다.

영국보수당의집권연장‘수단’으로택한유

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는

결국 영국 자신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혼란

으로빠뜨렸다. 이미영국경제와사회는하강

현상이뚜렷하다. 지중해지역스페인이탈리아

그리스등국가통합력이약한남부유럽국가들

특별기고

2019년에 확실한것 -불확실성과대반동

퍼펙트스톰을어찌막을까

金 鎭 炫

세계평화포럼이사장

前서울시립대총장

前과학기술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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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反)이민극좌극우포퓰리즘이넘쳐나고

있다. 소련붕괴탈냉전과함께자유민주시장

경제로의 큰 희망을 품고 EU가입, 서방 군사

동맹체제인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가입

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일부 발트 국가들

은미국과유럽의배신또는배신가능성과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현실 위협에서

반(反)민주, 반 자유주의, 신 나치이즘이라는

극우반동현상이맹렬하다. 

그래도미국과영국, 동유럽, 남유럽에서벌

어지는이대반동, 대분열, 대역류, 대후퇴,

대단절을수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

지 않을까 작은 불씨를 기대했던 프랑스의 마

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2018년거의동시에추락하고있다. 20세기그

리고 아직까지도 형식적이나마 세계 국제질서

의중심과표준기능을하고있는근대주류국

가들이속절없이허물어지고있다. 난민격증,

중산층붕괴, 정치및경제금융엘리트기득권

층의 부패에서 기인한 자유 진보 민주 체제의

기능부전(機能不全), 왜곡현상은 단순히 각국

의 정치권력 구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문화 전

반의 가치관 재점검,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

한때가되었다. 

2019년초부터영국과EU는브렉시트처리

에서어느쪽도만족할수없는함정으로빠져

든다. 무역, 난민처리와처리비용그리고재정

건전성규제를둘러싸고북유럽과남유럽의대

립갈등은더심해지고EU와유로화의존립자

체를 위협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과 유

럽은NATO 군사비부담과미국의보호무역관

세조치강화, 러시아에대한제제조치, 대중동

이스라엘정책과기후온난화대책등을둘러싸

고 2019년은 1945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미·유럽관계가전개될것이다. 

세계질서주도국들의내향(內向)국가주의, 인

기영합 정책은 환경, 후진국 빈곤 보건개선 등

인류지구촌공통과제와AI(인공지능) 유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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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래할호모사피엔스인간에대한도전에더

욱필요해진국제협력을더욱어렵게할것이다. 

중국의도전, 신냉전과태평양의혼란

태평양의파고는2019년에도결코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진핑의 등장에서 시작된

‘중국몽’‘일대일로’, 막스레닌이즘보다발전

형태라는‘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전개는미국과피할수없는대결을예고했다.

특히미국과첨단기술제조업에서맞장뜨겠다

는‘중국제도2025’그리고AI, 빅데이터를활

용한 디지털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월하

고, 디지털 일당지배체제가 민주시민정체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초휴머니즘적 접근은 미국패

권에대한사상적경제적군사적위협이다. 시

진핑 체제는 인간 휴머니즘 자유 연대 그리고

보편적평화라는인류진보가치를위협하는것

이어서문명사적도전을맞고있다. 지금트럼

프는중국의일방적무역흑자, 공정무역및기

업공정경쟁억제, 지식재산권침해와기술도둑

사이버위협을구체적으로제재하고있다. 가치

관과제도운영그리고경제이해관계에서일치

하는서방측이대중견제에서일치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는‘미국제1주의’기치로 유럽,

일본, 한국 등지금까지의가치동맹무역투자

자유시장체제국가들과도충돌하고있다. 단기

적으로는 2019년 3월까지 미·중 관계는 무역

협상이라는과정을거쳐휴전, 현상유지, 제2라

운드 경제전쟁의 길이 선택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나트럼프나강한듯보이나취약한리

더십구조로해서장기전이불가피하다.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는 중국질서에 의한 세

계제패, 중국방식의세계관에의한인류운명공

동체, 곧‘21세기디지털중화주의’세계관, 시

진핑식중화주의가바뀌지않는한미·중충돌

그리고세계적갈등과분열은불가피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전으로 러시아는 물론

특히 일본과의 경제기술 부문 협력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하여 사드(THAAD)

보복을 지속하는 것과는 다른 큰 그물을 치고

있다. 필리핀, 태국, 동남아인도양에서도후퇴

가아니라전진을계속하고있다. 태평양의파

고는 계속 높고 미·중간의 신 냉전은 아시아

에불안, 혼란을더키울것이다. 

2019년, 대한민국의 확실한 비극 -

두‘함정’사이의갈등과적전분열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봉

착했다. 온갖 방향에서 그리고 위아래 다중층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 저기압의 따뜻

한공기와고기압의찬공기와열대습기가각기

다른 방향에서 합류하는 기상현상)’이 몰려오

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보

수진보모든신문은‘이게나라냐’고외쳤다.

그래서촛불시위를혁명으로명명하고‘나라다

운나라’만드는것을사명으로내건정부가등

장했다. 그러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적

극 지지하는 한겨레신문은 최근‘이렇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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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시민사회의 구조와 행태에서 안보의

자강과정치의자결자치를기대할수없다. 밖

의도전이클수록안의분열이, 적전분열이심

해지는 것이 하나의 관성법칙처럼 작동해왔고

건국70년이후최대의안보, 군사외교도전에

앞에시간이갈수록대한민국은갈기갈기쪼개

지고있다. 

세월호 5년이지나고촛불도만 2년이지난

2019년에도 정치와 사법제도 경제 권력에 대

한불신과폭력에의한도전이더극성이됐다.

현 정부탄생의 강고한 지지기반이었던 노동단

체들의‘불법’집단 스트라이크와 폭력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GDP가 늘고 복지지출이

늘어난다는데도소득간, 세대간, 지역간갈

등과 대립이 늘고 있다. 2019년 자영업, 영세

하청기업, 실업자들의 소득·기회상승 조건은

확실히더나빠진다. 산업기업노동의경쟁력

은계속추락하고있다. 이미늦은사업구조개

혁, 기업거버넌스 개혁, 노동구조개혁이 문재

인정부의단선적적폐청산작업과표피적인기

영합 처방으로 더 엉키고 경제 구조와 기초체

질은더욱취약해지고있다. 2019년에는그개

선을 기대하기보다 또 하나의‘꾸미기’정책

수정으로혼란이가중될것이다.   

자강-반도의중심성창조, 개벽의새주류

세울수있을까

당위로보아서는역사의교훈으로해서새자

강, 퍼펙트 스톰을 막고 국내외 이 대 격변 대

반동큰진통을개벽만드는희망의고통, 부활

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변환승화시킬수있는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2019년의 분열과 폭발

이그런해방적파국, 부활, 개벽을준비하는해

가될까. 남북문제와한미관계악화는필경현

정권의헌법개정을포함한‘담대한’세상뒤엎

기작업의앞날이순탄치않을것이며 2020년

총선을앞둔이른바국회중심의현실정치권은

퍼펙트스톰앞에서더욱더당파적이기적단

기적패거리적전분열이가열될것이다. 

결국2019년은아직때가이를지모른다. 그

러나결국조공, 사대, 식민분단이라는반도의

충돌성, 대결성, 분단성을극복하고대륙과해

양을연결중재균형시키는반도의중심성창

조, 자강이라는 도전의 진통을 각성하는 해가

되면큰행운이다. 반도의분단성을숙명운명

으로받아들여온역사를거부하고이탈리아반

도의로마제국, 터키반도의오토만제국처럼건

국이후 70년의성취와시행착오를여과수렴

하여 단군 이래 최초의 한반도 중심성 창조로

의대전환, 큰창조, 후천개벽을꿈꿔보자. 

정의를위하여, 평화를위하여, 통일을위하

여한반도중심성창조를위하여우리의온능

력을동원, 정비할수있는국민적의지와국가

의 협치 구조 개혁이 2019년의‘적전분열 극

치’의교훈에서자생하기를, 그런대한민국제

2의 혁명-근대화 혁명과 도차적 근대화, 역

(逆)발전을여과승화시킨-진짜혁명이잉태하

고개화되기를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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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창달

민족의고유한문화를막힘없이

널리자유롭게표현하고전달한다

蓮 谷 金 鎔 采
헌정회서도회장

5選국회의원

前정무장관

前건설교통부장관

新 年 揮 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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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는 격변의 한 해였다. 2017년 가을 북한의 6차

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남북한은물론동북아

의외교안보환경을심각하게악화시켰다. 유엔의연이은대북제

재이후북한과미국은엄중한선택의기로에직면하였다. 미국은

외교적협상으로북핵문제해결의실마리를풀지못한다면군사

적인수단사용까지거론하며북한을압박하였다. 반면북한은재

빨리군사적도발에서한발후퇴하는썰물전략으로급선회하였

고협상의적절한타이밍을포착하였다. 북한의외교관들은한직

책에서 20~30년간 업무를 처리한다. 미국통, 일본통 및 중국통

의표현대로해당국가를상대로단절없이연속적으로외교업무

를처리하는과정에서결단의시점을정확하게포착하는데탁월

한솜씨를발휘한다. 유리하면공격하고불리하면후퇴한다는마

오쩌둥의대응전술이북한외교에도스며들었다. 

북한은 남한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스마일

외교’(smile diplomacy)를내세워전격등장하였다. 북한의미녀

응원단과 예술단은 항상 미소(微笑)외교의 전위대였는데 평창올

림픽에서도변함없었다. 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등을내세

워민족공조분위기를고조시킴으로써북핵과미사일발사등군

사적도발의당사자임을망각하게만드는유화적인정책을추진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3월전격적으로남측의정의용특사단

을만나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개최를타진하였고문재인

대통령은본격적인운전자역할을하였다. 

북미간고위급채널이가동되면서마침내6월12일싱가포르에

서최초의미북간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회담은소문난잔치에

먹을것없다는속담처럼형식과포장의성찬이었다. 4개항의합

북핵남북관계, 한미관계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외교·안보)

南 成 旭
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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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높은 기대와 낮은 성과(high

expectation, low results)로 요약된다. 고수

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의 정상회

담은 실패할 경우 외교적 수단의 소진을 의미

한다. 통념적이지 않은(unconventional) 지도

자 트럼프 대통령은 3천여 명의 전 세계 언론

을상대로한원맨쇼무대를놓치기아까웠다.

구체적인 합의문보다는 차선의 두루뭉수리한

4개항목에만족하였다. 

미국은미북정상회담수락(3.9) 이후 6월들

어실무합의불발로‘리비아방식’에서‘상견례

및 알아가는 과정(the-get-to-know-you)’,

‘비핵화의첫단추’등으로 목표치를계속낮추

어왔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 9·19 공

동선언(2005), 2·13 합의(2007) 등에서포함되

었던명확한북핵폐기를명기하는데실패하였

다. 판문점선언의 표현에 따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검증 요소가 합

의문에서누락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는‘검증가능한 한반도비핵화가목표’임을명

시하였다. 핵과미사일시설의신고사찰및검

증은비핵화에ABC 조치다. 

예상되었던북한비핵화의진정성을가늠하는

초기적인조치들이포함되지않고구체적인비

핵화일정및협상의시한설정(time line)이포

함되지않았다. 비핵화의구체적인목표와대상

및일정등의6H 원칙없이북한이‘비핵화를위

해 함 께 노 력 하 자 (work with

denuclearization)’라는과거모호한주장을재

확인하는데그쳤다. 북한은비핵화가핵심이아

닌미북간신관계(新關係) 정립에주력하여시

진핑주석의 2015년 미중간신형대국관계(新型

大國關係)를벤치마킹하였다. 

첫번째, 새로운북미관계조항을내세워북

한은 미국에게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요구하

였다. 미국은 양측이 노력한다는 총괄적인 표

현이라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합의는 악마는

디테일에있다는명언을확인시켜주었다. 미북

간 2018년 하반기힘겹게진행된고위급협상

은 싱가포르 합의가 얼마나 동상이몽이었는가

를깨우쳐주었다. 특히운전자론을내세워미북

간의중재자역할을했던한국에게는다양한과

제를안겨주었다. 새해황금돼지띠해에는지난

해미북간의합의가어떻게이행될것인지특

히북미간의협상과정에서한미관계가어디로

진전될지귀추가주목되지않을수없다. 김정

은위원장의서울답방이 2차북미정상회담이

후로연기된가운데2019년한반도정세는2월

2019. 1 19

미뉴욕팰리스호텔에서한미정상회담(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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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예상되는 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좌우되지않을수없다. 향후회담결과에관한

시나리오는 4개로압축된다. 북·미양측지도

자의결단을통해비핵화가이루어지는‘최선의

(The best) 시나리오’다. 2019년노벨평화상수

상이사전에확정되는시나리오다. 

둘째, ‘그럭저럭 버티기(The muddle

through) 시나리오’다. 총론적인정상간합의

는 각론에서 이행 단계별로 악마가 나타나 진

전을 이루지 못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 그렇지만양측누구도회담장을박차고나

가지는못하는상황이다. 

셋째,‘지지부진(The slow) 시나리오’다. 회담

이그럭저럭버티다가어느순간에동력을상실

하기 시작한다. 종전선언과 신고와 사찰·검증

의교환을둘러싸고북·미양측이기싸움을벌

이다가장기전에들어가면회담회의론이확산

할것이다. 양측이상대에대한기대를접고각

자핵개발가속화와본격적인제재와압박을가

동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의 진행기간에도 핵무기의 소형화·다종

화·경량화를 달성하고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

했다. 점차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이늘어지자

‘핵있는평화론’을내세우며핵보유를기정사

실화하는 파키스탄 모델로 방향을 선회함으로

써핵협상은미궁에처하는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는

북핵협상이실마리를찾지못함으로써회담무

용론이확산되는시나리오다. 2차정상회담시

기는 2019년 초로 보도됐지만 정확한 시점은

하늘도 모른다. 평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핵심

의제가여전히미완인상태에서조기개최가능

사가아닌점은백악관도인식하고있다. 다만

워싱턴은사태가악화하지않도록마이크폼페

이오국무장관으로하여금‘평양관리’에집중

하게할것이다. 시간이흘러내년상반기가지

나면서‘그럭저럭버티기’시나리오는‘슬로시

나리오’로무게중심을옮길가능성이커진다.

2019년상반기북미관계를정확하게예측하는

것이한계가있지만양측이상대를알아가는상

견례과정을마치고상대의진면목을파악했다

면혼인이나혹은파혼중하나를선택해야하

는시점이임박했다는것을의미한다. 

2019년남북관계는북미관계와북핵의진도

에 등가적으로 비례해서 진전해야 한다. 정부

는 남북관계가 독립변수지 종속변수가 아니라

고 주장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

다. 유엔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등이적나라하게가동되고있는국제정치와경

제를무시할경우후유증은간단치않다. 정부

는최룡해, 김여정등북한의최고위실세를개

별적으로제재하고압박하는현실을가볍게인

식하지말아야한다. 

특히김정은위원장이청와대의간곡한요청

에도 불구하고 서울 답방을 미루는 것은 문제

의 키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다는 사실

을직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오히려평

양이서울보다현실감각이탁월하다는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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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기어렵다. 민족공조로비핵화를유도해

서북미간의협상을촉진시킨다는운전자논리

는지난해충분히가동되었다. 북미양측의샅

바싸움이심각한상황에서한국이자꾸북한을

응원하고 미국의 요청이 일방적이고 지나치다

고지적하는것은문제해결에도움이안된다. 

한국이북한이원하는방향으로만가고미국

이 원하는 행동을 거부할 경우 종국적으로 북

한 비핵화는 해결되지 않고 부담은 한국으로

넘어 온다. 한국이 비핵화보다는 민족공조를

앞세워 제재에 구멍을 내는 행태는 앞서 언급

한‘슬로 시나리오’에 의한 파키스탄의‘핵있

는평화론(nuclear peace)’로귀결될가능성이

높다. 남북경협등남북관계개선은북핵이해

결되면원하든원치않든급물살을탈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민족공조 행태는 초겨울

살얼음판을걷는것과다르지않다. 

북한은 생각보다 남한에 관심이 많지 않다.

미국을움직일경우남한은부수적으로자신들

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딸려 올 것이라고 판단

한다. 서울의짝사랑식평양올인정책은한반

도비핵화를왜곡시킬수밖에없다. 

2019년 한국사회가가야할길은우선경제

성장 동력의 회복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

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서 경제위

기극복보다시급한것은없다. 한국경제의회

복은정부의스마트한정책과국제경제상황에

달려있다. 한미동맹은한국경제가국제경제질

서에서 원만하게 작동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다. 현재한국경제는수출로지탱하고있다. 국

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안정은 우리

기업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필수적

인 여건이다.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수

출은 국제시장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

다. 남북군사합의서로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경계태세의

이완으로안보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 

북핵해결이시급하지만순리대로풀어야한

다. 북미간의치열한협상결과를바탕으로단

계적으로남북관계를조율해나가야한다. 남한

이북한의비핵화를설득해본들평양입장에서

는워싱턴만을바라보는데집중할것이다. 지난

해리선권조평통위원장의냉면발언이남북관

계의적나라한사실이라는것을망각하지말아

야한다. 비핵화가진전을보지못하는상황에

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본들물류이동이가능하지않는다는것은당연

지사다. 모든일에는순서가있을수밖에없다. 

핵문제가없는베트남도 1986년도이모이개

혁·개방을선언하고 1995년 미국과수교를하

고도외국투자가들어오는데수년이걸렸다. 북

핵이 엄중하게 상존하는 현실에서 평양에 대한

경협은아직해결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 비핵

화의ABC 단계인신고및사찰·검증에한걸음

도내딛지못하는 2018년답보국면이 2019년에

일거에해결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추운겨

울한강의세치얼음이한나절햇볕에녹지않는

다는사실을망각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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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미국과중국간에무역전쟁이시작되었다. 이 전쟁은우

리가흔히보아온무역국가들간에일시적으로일어났다가곧끝나는

경제전쟁이아니다. 이전쟁은외견상으로는미국이중국과의무역거

래에서아주큰폭의적자를보고있는데서비롯되었다고한다. 그러

나양국이부딪치는갈등의저변에는세계정치에서미국이누리는패

권(覇權,Hegemony)에대한중국의도전이시작되었기때문이라는시

각이강하다. 

미중양국간의무역거래를수치로만본다면미국은 2017년 한해만

으로도 대중 무역적자가 37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 2018년 10월 14일에 방영된 CBS방송 시사프로그램‘60분’에 출

연, “나는시진핑(習近平)주석에게중국이더이상무역이나다른형태

로미국으로부터매년5000억달러규모의이익을챙길수없을것이

라고말했다”면서미국은중국에 1000억 달러규모를수출하지만중

국은 5000억달러규모를수출한다.”고주장했다. 미국은지난 7월부

터중국의대미흑자규모축소를요구하면서중국상품에대규모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규모는 총

2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관세로 나올 경우

2670억달러어치중국산상품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

미국이실제로추가관세를부과하면그규모는5170억달러로지난해

미국이중국으로부터수입한전체규모 5055억달러를넘어서는수준

이될것이다. 이에맞서중국도지금까지약500억달러규모의미국

산수입제품에대응보복관세로맞섰지만지난해중국이미국에서수

입한총거래규모는1300억달러에지나지않아관세만으로는더이상

미국에 맞붙을 수 없는 처지다. 지난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트럼프와시진핑은미중양국이 90일을기한으로

시진핑의대미도전은시기상조일까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외교·안보)

李 榮 一
11·12·15대의원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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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을 일시 중지하자는 휴전에 합의했지

만그것은어디까지나휴전일뿐이다. 양국이벌

이는 무역전쟁의 파급에 수반되는 국제경제에

미치는유불리(有不利)를평가하고연관효과를

검토할시간여유를갖자는휴전이기때문에문

제해결을향한진전으로볼조치는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미중갈등이 점차 패권투쟁으

로치닫는추세를보이고있음에주목, 양국갈

등양상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나아가고래싸

움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의 선택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이하 대립하는 미중 양국의 입장

을검토하기로한다. 

중국을보는미국의입장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유럽에서는 러

시아, 중동에서는 이란,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정의하고미국의대외정책의중점은이들이미

국에맞서지못하도록선제해야한다는쪽으로

생각들이모아지고있다. 미국은현시점에서는

러시아나이란보다는중국이앞으로미국과패

권을겨루려는실질세력으로간주하고대중국

견제를미국대외정책의핵심과제로정하고있

다. 현재미국에서중국측로비스트로활동중

인 것으로 알려진 키신저는 그의 유명한 저서

<중국 론>(On China)과 <세계질서>(World

Order)에서 미중관계가 대서양동맹(Trans

Atlantic Alliance)처럼 앞으로는 미중 양국이

태평양을 공유하는 협력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故)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하버드대)이나

존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시카고대)

는키신저와는달리G2로성장한중국이미국

의패권에도전해오기때문에미중간의전쟁은

불가피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지난여름한

국을 방문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케네디스쿨)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와 스파르타 관계에 적용된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이론을들고나와도전세력

으로서의 중국과 방어세력으로서의 미국 간에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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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은불가피하지만가능한한양국은상호간

에이해를더욱증진하고신뢰를회복, 충돌을

피해야한다는주장을내놓고있다. 

이러한 학계의 예견과 더불어 2017년 12월

트럼프가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중국을 미국

에대한경쟁자, 미국주도의세계질서에대한

수정주의세력으로규정했다. 미국의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이렇게 규정하기는 미중관계

40년의역사상처음이었다. 이어 2018년 10월

4일 미국의허드슨연구소에서행한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대 중국 선전포고를 연

상할만큼강도높게중국을비판했다. 중국은

해킹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하

고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들에게 시장제공

의 대가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강요하는

가하면 국가가 보조하는 국영기업을 무역경쟁

에앞세우는등불공정무역을통해이익을취

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또 중국이 세계무역기

구(WTO)에 가입하는조건으로제시된국제사

회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자유무역의 혜택만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또

약소국의 인프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영기

업들을내세워차관을제공하고차관의상환능

력이불가능해질때약소국의내정에개입, 이

권을 빼앗으려는 함정을 파는 것이 중국의 일

대일로(一帶一路)라고 규탄했다. 결국 양국 간

에는새로운냉전이시작된것이다. 현재트럼

프는 자기만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것처럼미국역사상최초로중국을전략적

으로 견제하기에 앞장선 대통령으로 인정받겠

다는태세다. 지금트럼프대통령의대중정책에

관한한미국의정계는물론이거니와학계, 언

론계에서도이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결국미국의입장에서는이시기에중국에대한

전략적견제를늦춘다면결국중국에밀릴수도

있다는절박감을느끼고있는것같다.  현재미

국여론은중국의성장이나영향력확대가더이

상국제사회에서미국의지도력을넘볼수없도

록 견제하자는데 국론의 컨센서스(Consensus)

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을보는중국의입장

중국의 국가주석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

로 바뀌면서부터 미국을 보는 중국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실책(失策)으로 시

작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자

본주의국가들을 하나같이 휘청거리게 만들었

으며경제와군사양면에서전지구를제패(制

覇)하던 미국의 국력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

다. 이 반면중국은WTO 가입이후자유무역

을통해증진된국부를배경으로총량 GDP에

서일본을제치고G2반열에올라섰다. 시진핑

과그의책사들은바로지금이시기가중국의

지위를미국과대등한패권국의반열에올라서

게할절호의기회라고평가하면서중국발전의

‘신시대’를 맞이했다고 선언했다. 중국공산당

제 19차당대회에서중국공산당의새로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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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시대중국특색적사회주의시진핑사상”

으로 집약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다. 

시진핑은 시대가 신시대로 바뀌었다면 새로

운 사고가 요구된다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그간 내세웠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음지에서

힘을 기르자)노선을 지양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국제정치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

사할 목표를 제시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①중

국이역사속에서차지했다가상실한세계대국

의 지위를 되찾는 위대한 중국의 꿈을 전체인

민이공유하자②중국은더이상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가아니라국제사회에서미국과대등

한 지위를 갖는 신형대국의 길로 나아간다.

③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통해중국은제3

세계 약소국들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④남중국해

에대한중국의영유권주장을인정할수없다

는국제재판소의판결에도불구하고중국은남

중국해의 영토수호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

정하고 수호한다. ⑤미중 간에 야기되는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퍼붓는 관세폭탄에는 대응보

복으로맞선다는등의입장을내놓고있다. 특

히 미중무역 갈등에서 중국은 대미무역흑자는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이 큰데 원인이 있을 뿐

중국측에는하등의귀책사유가없다는입장을

강조한다. 

미국이중국의이러한도발적자세를수용한

다면 미국은 스스로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수정

주의로규정하고펜스부통령의정책연설을통

해강력히대처할것을밝힌것은중국의도전

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국가상호간에는양자관계에서무력대결로승

패를가를수없기때문에결국미중관계는새

로운 냉전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다른 선택

의여지가없게되었다.   

양자관계의전망

중국의 시진핑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미국을

향해 결사 항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

시진핑의대미도전은중국이소성(小成)에도취, 

미국이지닌엄청난강점을과소평가한데기인한다. 

이러한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할때한국정부가외교적문맹(文盲)이아니라면

우리는당연히 미국편에서서통상상의불리를줄여나가면서

실리를챙기는지혜를발현해야할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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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산당과 중국인민들의 상당수는 시진핑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대결의 불가피성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내부의 모

든 세력들이 시진핑의 주장이나 입장에 공감,

지지할것으로만기대할수는없다. 우선이론

적으로 시진핑이 도광양회라는 덩샤오핑 노선

을 너무 서둘러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은

당창건 100주년(1921~2021)과 중국건국 100

년(1949~2049)이라는 양 백년이 끝나는 시점

까지사회주의초기단계(자본축적단계)를끌고

나가야중국의안정적발전이가능하다고했는

데시진핑은신시대이론을내세워덩샤오핑노

선을 이탈한 결과 오늘과 같은 미국의 공세를

불러들였다는것이다. 

둘째로는 파리나 호랑이도 모두 때려잡는다

는반부패투쟁이인민들에게는박수를받을수

있지만공산당원이아니고는누구도부패를할

수 없는 중국의 당국가체제하에서는 반부패투

쟁이정적제거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는비판

이당내에서일지않을수없다. 

셋째로는중국몽실현이라는큰과업을수행

하도록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명분으로주석임기제한을철폐하는개헌을마

쳤는데당내외에서는이조치를개혁의퇴보로

비판한다. 

넷째로는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에 가

장 충직한 정당임을 강조함으로써(제19차당대

회 결의사항) 중국의 민주개혁을 기대하던 서

방측을 낙담시키고 중국내부에서도 시진핑이

제2의 모택동을 꿈꾼다는 평이 늘고 있다. 끝

으로강도높은방화벽(Great Fire-Wall)을통

한 인터넷이나 매스컴의 단속통제가 민주화개

혁에역행한다는비판도터져나오고있다. 또

정책현실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미국의 관

세공격에맞섰던대응보복이소기의성과를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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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하고중국증시만을악화시킨것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서도 부작용이 속출

한다. 엄격히 말해서 일대일로노선은 치밀한

실천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개념계

획을 홍보차원에서 부풀린 허접한 사업개념이

다. 개념계획에지나지않는구상을실천에옮

겨야하는 국영기업들은 약소국에 차관을 제공

한 후 중국의 인력과 기술로 해당사업을 진행

하기때문에현지인들에게돌아가는혜택은보

잘것없고또차관상환능력이어려운약소국

가들에 대해서는 차관 회수를 위해 내정에 간

섭하는일이비일비재해짐에따라펜스부통령

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 차관함정을 판다는

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  

특히중국외교의오랜흐름인원교근공(遠交

近攻) 때문에주변국가들은중국이멍석을깔

아놓고 그 위에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명공

동체 론을 내세워도 거기에 쉽사리 휘말리지

않는다. 바야흐로 시진핑은 미국의 공세라는

외환(外患)이 내우(內憂)를 초래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할상황이다. 그러나미국도중국과의

무역대결이지속될경우미국경제가입는손실

도 크기 때문에 그 수준은 미국경제가 감당할

정도를넘기기는어려울것이다.            

전망과한국의대응

미국은새해국방예산을 6860억 달러로책

정, 작년대비 13%를 증액시키고 있다. 이 규

모는 군사력 제2위에서 9위까지를 포함하는

국가들의 군사예산을 합친 총액을 상회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마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을 상대로 벌이는 군비경쟁(Star War)을 연

상시킨다. 미국은 대양해군 건설과 중장거리

미사일배치에힘을쏟고있는중국을제압하

는데모자람이없을만큼강도높게군비를증

강한다.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소프트 파워

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에서중국견제를강화

하겠다는것이다. 시진핑은트럼프의일방주의

가갖는약점을이용, EU와미국의이간, 일본

과미국의간극확대등을획책하지만21세기에

도마르크스주의노선에가장충직하면서민족

주의적선동을강화하는시진핑의중국에선뜻

동조할나라들은많지않을것이다. 중국이지

금까지 서방측 기업들에게 강탈적으로 요구해

온기술이전이나지식재산권에관한한서구나

일본의입장은미국과똑같기때문이다. 

시진핑은최근신형대국관계라는말도신형

국제관계로 표현을 바꾸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도 포용적자세를취하지만우리국민들도사드

파동을통해중국의민낯을본후부터는역사속

에서당해온갑질을되새기면서마음의문을열

려고하지않는다. 현시점에서시진핑의대미도

전은중국이소성(小成)에도취, 미국이지닌엄

청난강점을과소평가한데기인한다. 이러한여

건을종합적으로검토할때한국정부가외교적

문맹(文盲)이아니라면우리는당연히 미국편에

서서통상상의불리를줄여나가면서실리를챙

기는지혜를발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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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한일양국관계는최악의상태이다. 한일관계란항상아슬아슬

하게고비를넘어오는관계였지만박근혜정부후반에와서그래도좀

회복되어가나했더니문재인정권이들어선이후더욱악화되어 지금

은거의파탄지경으로최악의상태라하겠다. 직접적인계기는박근혜

정권때겨우봉합해놓은위안부합의에의한치유및화해재단을해

산해버리고그후진행된강제징용공의일본기업에대한배상소송

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여기서잠시역대정권의대일관계를간단히살펴보자.

역대정권의대일관계

2차대전이끝남으로써일본의식민지지배에서해방이된1945년부

터20년동안이승만정권에서는양국관계는국교를회복하지못한상태

로끝나고말았다. 1965년이되어서야박정희정권때비로소국교정상화

가이루어졌다. 무상3억불, 유상2억불, 민간상업차관3억불- 모두합

하면8억불이라는대일청구권협정안이체결된것이다. 아쉬운점은많

지만엄청난진통끝에이루어진것이다. 그중정부부문청구액5억불은

66년부터75년까지10년에걸쳐나누어받았다. 이돈은대부분포항제

철등기간산업과경부고속도로등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에사용하여

우리나라경제건설에착수했던것이다. 이것이오늘날우리나라경제발

전의토대가되어소위‘한강의기적’을이루는기반이된것이다. 일본

으로부터대일청구권자금을받은나라는우리말고필리핀인도네시아

베트남미얀마등도있지만한국이가장효과적으로사용하였다는연구

결과가나온바도있다.

그후전두환대통령시기는일본에서는나카소네(中曾根)총리시절인

데서로상대국을공식방문하는등관계가좋았고그후에도김영삼대

통령의‘버르장머리’파동등우여곡절은있었지만김대중대통령이취임

한일관계이대로좋은가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외교·안보)

柳 興 洙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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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부터양국관계개선의기운이보이기시작

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김대중 - 오부치

(小淵)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에의하여과감한

문화개방을하는등양국관계를한단계끌어올렸

다. 이선언에의하여 인적물적문화적교류가활

발해지고일본에서의K-POP 같은것도이선언

이없었으면도저히생길수없는일이다. 금년이

이 공동선언 20주년에 해당하는 뜻 깊은 해인데

지금의양국관계는이를무색케하고있다. 

그후이명박대통령말기대통령이직접독도를

방문하고천황에대한발언등으로양국관계는급

속히냉각되고이런상태에서이은박근혜정권은

위안부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정상회담도하지

않겠다하여마치마주보고달리는기차와같은

상태로넘어오고있었다.

2015년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를맞이하여양국은 각고의노력으로위안

부문제를완벽하다고는할수없지만그나마그

뜻깊은해가저물기전에겨우봉합하였다. 서둘

러정상회담을하는등양국은국교정상화 50주

년이되는2015년을새로운양국관계의원년으로

하자고 다짐하면서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그런

차에문재인정권이들어서면서이 위안부합의

내용을부분파기함으로써냉각되기시작했고설

상가상으로강제징용공판결로극에 달하게된

것이다.

그럼여기서문정권이거부한위안부합의안의

내용과징용공판결문제를한번살펴보자.

위안부합의안의내용

위안부합의안은2015년 12월28일기시다(岸田

文雄) 외무대신이서울을방문하여윤병세장관과

회담후발표되었다. 중요내용만짚어보겠다.

첫첫째째 당시군의관여로다수여성의명예와존

엄을상처준데대하여일본정부는책임을통감한

다. 이것은강제성유무에대한논란을[군의관여]

라는표현으로 [일본정부의책임]을명문화한것

이다. 군은조직의특징상강제성이있다고일반적

으로생각하지않는가.

둘둘째째 아베(安倍晉三) 내각총리대신은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다. 여태까

지는아베총리는자기를주어로해서는사죄하지

않았다. 역대정권의역사의식을계승한다하는식

으로피해가던것을이번엔이렇게명확히했다.

셋셋째째 출연금은일본예산에서지출한다고명시

했다. 이것은우리가일본에대해서법적책임을

요구한것에대한우회적해답이라해석할수있는

것이다. 국가와국가간의관계란서로상대가있

는것이기에일본예산에서지출한다고하면 우리

는그것이법적책임이라고그렇게해석하면되는

것이다.

2019. 1 29

아베총리와함께(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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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내용은완전히만족한것은아니지만여

태까지나온안(案) 중에는그래도최상의것이라

하는데는모두인정한다. 문재인정권의검증단

에서도내용에있어서는진일보했다고평가했다.

다만문제로본것은한국정부가상기사항들이착

실히이행되는것을전제로‘이문제가최종적불가

역적으로해결되었음을확인한다’라는점이다.

일본의입장에서는정권이바뀔때마다사죄를

요구한다고하여들고나온것이다. 그렇지만일본

의사죄가우리국민에게는진정성있게보이지않

으니까이점은일본도명심해야할것이다. 또피

해자의의견을듣지않았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

는 외무부가수없이청취하였다고들었지만들을

수록좋겠지. 이 모든것을인정하더라도거부의

내용이본질적이라하기보다거부하기위한핑계

를자꾸만든느낌이다.

어떻든지금위안부문제는파기도아니고수용

도아니고어정쩡한상태로있다. 다음은강제징

용공의판결문제를살펴보자.

징용공의판결

10월 30일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개별기업의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박근혜정권때이판결이가져올파장을고려하여

여러가지대비책을생각하느라지연되고있던대

법원판결을이정권들어서자과거의재판지연을

사법농단등으로몰아붙이면서상기와같은판결

을내린것이다. 

물론국가간의협의조약체결로개인의고유권

리가소멸되었다고는볼수없다. 징용공의일본

관련기업에대한배상책임에대한개인적권리는

나도인정한다. 그러나이것이국제적관련성이있

는한사법기관도국가기관의하나이기때문에여

러각도에서검토되어야할것이많다고생각한다.

이것은견해의차이는있겠지만사법권독립을훼

손하는식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징용공의 배상문제는 65년의 국교

정상화시맺어진청구권협정속에포함되어있다

고하는데는이의가없다. 국가간에는즉한국과

일본의정부간에는해결을본사안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에서는1971년1월19일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관한법률과74년12월21일대일민간청구

권보상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75년7월1일부터

77년 6월 30일까지2년간총신고건수 10만9540

건중8만3,519건에대해모두91억8,769만3,000

원을 보상한바 있다. 그 후 2004년, 2007년에도

관련법이만들어지고2010년3월22일엔대일항

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에관한특별법을제정공포하여다시보상

했다. 그렇기때문에이번판결에대하여일본에서

는격하게반응하고있다고봐야한다. 그러나앞

서도말한바와같이개인의권리는소멸하지않은

것이고또한편으론국가간에는해결되었다고보

는사항이기때문에결국양국정부가머리를맞대

서냉정하고현명하게풀어나가야할문제이다.

어떻게할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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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국제사회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신이있는가. 일본과의협력없이동북아

의평화와번영을기할수있겠는가. 쉽게 긍정

하기는어려울것이다.

지금 우리 외교의 전부가 남북관계에 쏠려있

는상황이긴하나대일관계도하루빨리복원할

수있도록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일본관계란

내버려두면 또 적당히 굴러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금물이다. 지금일본의여론은최악이다.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솔직히 일본보다 우리가

더손해가많다고생각한다. 우선간단한것으로

60만재일교포가희생당한다. 그들은일본우익

의목표가되고그들의상점엔사람이오지않고

생활이어려워진다. 대일정책을수립할때아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들도 국내인과 똑

같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이다.

경제협력안보협력도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특별법도 만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이 우리 쪽에서 일어난

만큼이문제는우리가보다적극적자세를보이

는것이옳다고본다.

일본도이문제를너무과도하게반응하는것은

옳지않다. 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일본도우리

국민정서에맞는여러가지조치들을연구할필요

가있다. 양국정부가냉정하게현명하게서로머

리를맞대야한다. 한일관계는논리이상의복잡한

요소가많다. 그점을서로이해해야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는 별도

로하고한일양국은미래지향적으로나가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

한다. 불거진두문제를조속히봉합하고정상간

의진지한대화를시작해야한다. 

국제관계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는것은평범하지만영원한 진리다. 또한일관계

를정치에이용하지말아야한다. 일본을때리면

인기가올라간다는식의사고를버려야한다. 이

것은일본에서도마찬가지다. 양국의정치인들이

서로자숙해야할부분이다.

우리국민들도이제감정을자제하자. 일본에

당한것을생각하면분이끓어오르지않는사람

이어디있겠느냐!  그러나이것을극복하지않으

면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진정한복수심은마음속으로다지고우리의힘을

기르는것이다. 친일=매국이라는의식을이제버

리자. 좋은것은좋은대로나쁜것은나쁜대로

편견없이대하자. 

나는마지막으로저명한미국의문명학자재

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그의 저

서“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

에서 인용한 다음 말을 결론으로 하면서 나의

글을마치고자한다.

“한국인과일본인은수긍하기힘들겠지만그들

은같은피를나눈성장기를함께보낸쌍둥이형

제와도같다. 동아시아의정치적미래는양국이고

대에쌓았던유대를성공적으로재발견할수있는

가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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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을맞아우리경제에새롭고힘찬기운이돋아나기를

바라는국민들의마음이간절하다. 그러나우리나라를둘러싼

2019년대내외통상환경은우리경제가헤쳐가야할길이녹

록치않을것임을예고한다. 무엇보다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

의 파고가 높아지는 점과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 가능성 때문

이다. 따라서미중무역전쟁의향후전개와그에따른경제적

영향에대해고찰하고적절한대응방향을설정하는것이2019

년통상정책의중요한과제다.   

미중무역전쟁의전개와본질

지난해12월1일미국의트럼프대통령과중국의시진핑주

석은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의 G20 회의기간개최된

정상회담에서90일간협상을통해무역전쟁의해결을위해노

력하기로합의하였다. 중국산수입품에대한미국의관세부과

와중국의보복관세, 관세부과수입품의범위및강도확대로

악화일로를달리던미중무역전쟁이당분간휴전상태로접어

든것이다. 2018년 5월 27일트럼프대통령이중국산수입품

에대해 500억달러규모의관세부과계획을발표하고 7월 6

일부터 1단계로 340억달러의중국산제품에대해 25%의관

세를부과하면서시작된미중무역전쟁은중국의관세보복이

이어지면서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미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2,0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품에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 사이에도 양국 간에 무역협상이 시도

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무역전쟁과한국의통상정책방향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丁 澈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前서울대국제대학원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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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를 2019년 1월 1일부로 25%로 올리

겠다고공언한바있다.

치킨게임의양상을보이며격화되던미중무

역전쟁이 이처럼 정상간 휴전 합의에 이른 배

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미국

의회를 중심으

로한미국내여

론의 전반적인

지지가있다. 중

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

이 가져올 경제

적 영향은 물론

국내외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2017년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

조트에서열린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100일 계획’등으로

환율조작국지정과같은대중국압박의예봉을

피해간시진핑주석은향후미국과의협상과정

에서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중국의 이익을 지

키는성과를낼수있다는자신감을가졌던것

으로 보인다. 이후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설정한‘100일 계획’은 흐지부지되었

고 양국간 협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시진핑주석의전략적판단이주효하는것으로

보였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은미국이협상에서중국으로부터일부양보를

받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

령의일방주의적통상정책과대중압박이미국

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협상 전술이

며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일 것이라는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

이 통상 협상에

서 이익을 충분

히 취하고 나면

이러한 협박과

전술은 단순히

말잔치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많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전반적으로 커진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한 위기감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

에는 물러서지 않고 절벽 끝까지 몰아가는 트

럼프 대통령의 정면 돌파식 압박은 중국의 시

간끌기와돌려막기전략으로문제를해결할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결국 이번 부에노스

아이레스 합의에서는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90일간미국은2천억달러에대한관세를25%

로상향하는것을유예(즉, 아직실현되지않은

압박을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에부과한추가관세를인하하고농산물수입을

확대하기로하는등본격적인협상이시작되기

전에중국의일방적인양보가나온것이다.

이처럼트럼프대통령의대중국강경책을밀

어붙일수있는이유는이정책이여야를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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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회 전반과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

다. 이는미중무역전쟁의본질이양국간무역

불균형 해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

증한다. 세계 2위로급성장한중국의경제규모

는 물론 일대일로 정책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대외영향력확장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중국제조 2025’전

략이 추구하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강국 목표

자체가미국에주는위협과함께이를위해중

국정부가자행하는불법적이고불공정한무역

관행과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활용한 산업정책

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미국의입장이무

역전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90일간의 무

역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급

하는 중국의 기술탈취와 기술이전 강요, 지재

권 침해 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역불균형 해소

보다더중요한의제가될것이다. 한편중국의

대외영향력확대, 특히아시아에서중국의입

지 강화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

략을 꺼내들었다. 일본, 인도, 호주 등과 전략

적제휴를통해이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확

대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중국은 당분간‘중국제조

2025’와일대일로전략의추진에서속도를조

절하고일부전략을수정할가능성이있다.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무역전쟁이 소규모 관세전쟁에 국한된 경우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크지않

은것으로보인다. 실물부문의영향을살펴본국

내연구기관의자료는미중관세전쟁이한국의

수출과생산에미치는효과가0.2% 아래로다분

히제한적일것으로보고한다. 그러나관세전쟁

의범위가확대되고무역전쟁이장기화될경우

의파급영향에대한우려는크다. 이는미중무

역전쟁이 관세전쟁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및교역의위축과국제금융시장의불

안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특히미

중무역전쟁이금융부문으로확장될경우전문

가들은국제금융시장에불안심리와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고부정

적인영향이커질것을우려하고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에 위기와 기회요인으

로작용할수있다. 관세전쟁의확대와장기화

는국내수출과산업생산에부정적으로작용할

가능성이높다. 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등환율전쟁으로미중무역전쟁의전

선이확대될경우에는우리외환시장에도리스

크가커질뿐아니라신흥국위기발생우려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시장의공정한규칙과국제규범을준수

하는 방향으로 국영기업과 보조금 정책 등 산

업정책을 개선하고‘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한다면이는우리경제와기업들에게중국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더 나은 환경이 조

성되는기회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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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불

균형해소를위한관세전쟁이아니

라미래먹거리인첨단기술분야의

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세계

1, 2위 경제대국간의 패권경쟁이다. 따라서 무

역자체보다는지식재산권과투자가더중요한

의제가될것이며이를해결하는데90일간의협

상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또한

작전상후퇴라는측면에서‘중국제조2025’전

략의수정은가능하지만궁극적으로중국이첨

단제조강국으로의도약이라는목표를포기하

지도않을것이다. 이란제재위반혐의를받는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담당책임자가 미국의 요

청으로캐나다에서체포된사태와이에대한중

국의반응등미중정상간의휴전합의에도불

구하고투자와안보가연계된사건과이슈공방

은끊이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정치

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투키디데스 함정’을

들어세계1, 2위국가인미국과중국간의전면

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

다. 미중 무역전쟁이 급격하게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한중국의도전에미국이적극적으로

대응하는패권경쟁의양상을보이는이유다. 

미중무역전쟁이당분간휴전상태이나확대

및장기화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무역전쟁의

본질과향방을파악하여한국의통상정책을수

립할필요가있다. 일차적으로우리나라와경제

관계가밀접한미중양국의무역전쟁으로인한

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

고무역다변화를추구하기위해아세안과인도

등을중심으로하는新남방정책과여타신흥시

장과의통상협정및경제협력의실용성을확보

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미중무역전쟁은물

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에대한경쟁의우위를점하기위한노력을가

속화한다는점에서우리의정책방향도창의와

혁신을통해기술력과경쟁력을제고하는데역

점을두어야한다. 한편 정부는여타선진국의

사례를참고하여첨단기술의유출을막기위한

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는 경제

는물론국가안보에도필수적인조치다. 

미중무역전쟁이강대국간의패권경쟁을벌

이면서국제규범을무시하고그동안WTO를통

해구축한다자무역체제등국제통상질서가망

가지는것에대한우려또한크다. 기능이약화

된WTO의개편논의가최근들어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개방경제의입장에서는통상환경이어지러울수

록 원칙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다자통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WTO 체제 개편

논의에적극적으로임해야할이유다. 

청와대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2.17) 

1월헌정8-77수  2018.12.24 13:6  페이지35   MAC-3       



36

2019년우리나라경제는순항할것같지않다. 생산, 소비, 투

자, 고용, 분배, 출산등모든지표에빨간불이들어와있기때문

이다. 우리경제는구조적실물위기상황에처해있다. 이렇게까

지사태가악화된이유는무엇인가. 경제에우연은없다. 세상모

든 일에는‘근본적 원인’(root cause)이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출범한이후의정책행태를복기(復棋)하면그같은위기

의단서를발견할수있다. 

정책은‘전대미답’이아닌다져진길을가야

정치에는임기가존재하지만경제에는임기가없다. 경제를초

기화(reset)하고 새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5월10일현재한국경제를인계받았다. 그렇다면제일먼

저할일은우리경제의강점(S)과약점(W), 기회(O) 및위기(T) 요

인을짚어보는것이다. 하지만문재인정부는이를건너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인계받은 당시의 경제상황은 다음의 은유

(metaphor)가잘나타내고있다. “서산에해는지는데아낙네의

갈길은멀다. 머리에는천근만근보따리가올려져있고등에는

어린자식이업혀있다. 그런아낙네의손을잡고걷는녀석은힘

들다고칭얼댄다.”그동안의먹거리는점차소진되고있는데새

로운 먹거리는 오리무중이다.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을 짓누르고

임계점에도달한청년실업은세대갈등조짐마저보이고있다. 구

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체 생존능력을 상실한 좀비기업은 정부

와금융권의지원에의존하면서경제활력을잠식하고있다. 

성장엔진식어버린한국경제

민간활력제고로반전꾀해야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趙 東 根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명지대명예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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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지평’을떠나문재인정부가

지향해야 하는‘방향’은 분명해 보인

다. “고갈된 성장 동력을 재충전하고

지연된구조조정의시동을걸고가계부

채연착륙을꾀하는것”으로압축될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현상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사전에 입력된

좌파DNA에충실한정책을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선거가 끝난직후인천공항공

사를방문해‘공공부문의비정규직제로’를선언

했다. 그리고소득주도성장을밀어붙였다. 섣부

른공공부문의비정규직제로선언은‘노노갈등’

과노동시장에아직진입하지않은계층에‘기회

박탈이라는회복할수없는경제적손실’을가져

다주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되고있다. 기업전략과달리국가정책

은반드시성공해야한다. 전대미답(前代未踏)의

길을갈것이아니라공인된길을조심스레가야

한다. 오늘날위기의씨는이렇게잉태됐다.

‘큰정부론’이부른재정중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실질 경제성

장률은 3.1%였다. 선방한것처럼보이는 3.1%

이지만실은추경으로끌어올린작위적성장률

이다. 간과해서안될것은2017년세계성장률

평균이 3.7%라는 사실이다. 세계평균에 0.6%

못미친저성장을했다. 2018년상황은어떠한

가. 2018년성장률전망치를2.7%로가정하면

세계통화기금(IMF)이추정한세계성장률평균

(3.7%)과 1.0%의 차이가 난다. IMF의 예측에

의하면 2019년에는 그 차이가 1.1%로 확대된

다. 경제활력저하에서비롯된‘저성장의구조

화’가아닐수없다.  

경제 활력 저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큰정부’론과무관하지않다. ‘국민의삶을책

임지는국가’’국가가최대의고용주여야한다’

는주장에모든것이녹아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들에게국고(國庫)는’마르지않는샘’으로서의

화수분이다. 국가는더이상팔짱을껴서는안

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능하고 선한

존재가되어야한다. 문재인정부가스스로자

임한바람직한정부상(像)이다. 문제는그렇게

되면‘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실종되고 국가라

는추상만남게된다. 

국회를통과한내년도예산규모는올해대비

9.7% 증가한470조원이다. 9.7% 증가율은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인플레이션률)의 2배가 넘

는다. 초유의‘초팽창예산’이다. 2018년에도전

년대비 7.1% 증가했다. 문재인정부들어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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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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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경상성장률2배수준으로예산을팽창시킨

것이다. 2016년과2017년의예산증가율은각각

2.9%와 3.7%였다. 예산집행 효율이 제고되지

않으면방만한예산운영이될수밖에없다.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피터드러커의‘효과성’과‘효율성’조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효과성은‘해야 할 일을

하는것’(doing the right thing)이며, 효율성

은‘일을제대로하는것’(doing things right)

이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

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정부는

도산하지도도태되지도않는다. 따라서속으로

골병이 든다. 최악의 조합은‘하지 말아야 할

일을거침없이하는것’이다. 비효과적인것을

효율적으로수행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재정

운영이여기에가깝다. 

내년도아동수당예산은정부제출예산안(1

조9천억원)보다무려2천3백억원증액됐다. 소

득수준에관계없이모든만6세이하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해 합계출산율은 0.9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

시 된다. 따라서‘보육인프라’구축이 절실하

다.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면 여러 사람에게 혜

택이돌아가지만현금을주면혜택은당사자에

국한된다. 늘새로줘야한다. 아동수당으로출

산율을높일수는없다.  

서울시교육청은한술더떠아동수당과청년

수당을받는연령이외의9세부터18세까지학

교를 중간에 포기한‘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2019

년 시범사업을 필두로 최대 1만2천 명까지 늘

리겠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용처를확인할수없다. 돈이남아돌아벌어진

현상이다. 지난 5년간 서울의 학생 수는 14%

줄었지만 교육청 예산은 23% 늘었다. 내국세

의 20.3%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또박또

박떼어가기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 역사소설에‘페카토 모르탈

레’란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용서받지

못할죄’라는뜻이다. 용서받지못할것은두

가지인데하나는공직자가국가예산을낭비하

는것이고, 다른하나는기업가들이이윤을남

기지못하는것이다. 우리나라위정자는2중으

로죄를짓는다고볼수있다. 국가예산을방만

하게 운영하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척

박한규제환경을만들기때문이다. 

시장활력이제고되어야미래를준비할수있다

시장에서근면, 성실, 노력에대한대가가지

불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해(誤解)다.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성실함이 보통 사람의

몇만배이기때문에그가몇만배부자가된것

이아니다. 그가성공한것은‘시장기회’를이

용했기때문이다. 그는“아무도알아차리지못

한 기회를 깨어있는 경각심(alertness)으로 식

별해냄으로써”자신의부를축적할수있었다,

혁신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스마트

폰’의등장으로‘앱생태계’가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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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우리의기업환경을돌아다보면그

이유가 보인다. 한국기업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거미줄같은규제, 반(反)기업정서,

전투적인노조, 그리고높은법인세율”이그것

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

권선물위원회의 판정 번복을 보면‘제도의 안

정성’마저크게흔들리는것으로보인다. 

삼바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

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동안 특정시민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

직의가치를부풀려합병(2015.7) 과정에서이

득을 챙겼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

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증선위는

‘2015년합병이전’으로까지문제를소급함으

로써결과적으로합병의부당성을제기한특정

시민단체에게길을터준것이나마찬가지다. 

삼바는증선위에의해분식회계를저지른기

업으로 낙인 찍혔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삼바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12월 11일,

삼바주가는 18% 가까이급등해 39만4천원에

마감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투자

자와자본시장이‘비이성적’이어서인가. ‘글로

벌 500대 기업’으로잘알려진포천지가올해

처음으로 선정한‘50대 유망기업’에 삼바를

47위에 올렸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기업이

유망기업에 오른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까. 포천이잘모르고저지른실수인가. 

성장을이끄는것은 기업의‘혁신’이다. 혁

신을 이루려면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

야한다. 그리고정치적변수가기업경영에영

향을줘서는안된다. 오늘날한국적현실에서

기업가는 정부와 대중의 표적이 되었으며‘가

장취약한계층’으로전락했다. 우리의미래가

어둡다면“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고 혁신을 통

해미래를준비했는가”를자문해야한다. 한국

에서둥지를틀고싶은외국기업과해외자본이

있는지자문해야한다. 

아담스미스는‘국부론’에서“국가가빈곤과

절망의상태에서벗어나게할수있는길은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안정적 정부, 예측 가

능한법률, 부당한과세가존재하지않는것’이

다”라고설파했다. 한국적현실에비춰볼때실

로시사하는바가크다. 결국기업하기좋은환

경을갖춰주라는것이다.  

경제 활력을 북돋우려면 평등주의를 제어해

야한다. 평등론자는평등을위해국가는개인의

자유를제한할수있으며, 어떤개인이큰성공

을거두었다면다른사람을위해그에게일정부

분희생을요구할수있다고주장한다. 협력이윤

공유제가그사례이다. 그런경제에서활력을찾

는다면연목구어(緣木求魚)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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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현황과역대경제위기

우리경제가잃고있는병의증상은다양하고각기모두심

각하다.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고용참사, 투자절벽,

경기불황, 양극화, 물가상승, 주력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악화, 주가하락, 기업의욕상실등경제가한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경제성과의종합적지표는경제성장률이다. 성장률이최악

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운용에서 경제는 계속

뒷전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우리경제는총규모로는세계 14대강국이나일인당소득규

모로는 세계 46위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가되어야함을의미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0.5%와 8.8%에달하던경제성장

률이 1990년대에 6.2%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2000~2009년

기간에는 4.7%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3~3.3%로급락해낮은성장이고착화되고있다. 2018년엔

세계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우리경제는 2.7%

에그칠전망이다.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된 이래 우리경제는 10.26 후인 1980

년에 마이너스 1.7% 그리고 외환위기 후인 1998년에 마이너

스5.5% 성장을하였고세계금융위기당시인2009년엔0.7%

성장하였다. 석유위기가세계경제를발목잡던1970년대초와

말에도 8~10%의 고도성장을 하던 우리경제가 2012년 2.3%

성장에 이어 금년엔 역대 5번째로 낮은 2.7% 성장에 그치고

한국경제의위기와대응방안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崔 洸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초빙교수

前국회예산정책처초대처장

前보건복지부장관

前국민연금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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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가면내년성장률은더낮을전망이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은

이번이처음인것같다. 1980년마이너스성장

은 정치적 격변 때문이었고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은외환위기때문이었다. 2009년0.7% 성

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

제위기 때문이었다. 작금과 같이 성장과 분배

그리고 여타의 모든 지표에서 빨간 불이 켜지

는것은초유의사태이다. 

무엇이문제인가

현 경제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

마디로현정부의철학과정책때문이다. 세계

에서 유례없는 주사파가 유례없는 경제정책을

펼치고있다. 현정부의주도세력들은자신들

스스로도일관성이없는그리고우선순위를책

정하지 못한 황당한 정책들을 열거해 놓고 정

책을펼치고있다. 크게보아북한퍼주기외에

는경제자체에는별관심이없고실력도없다.

정부는운동경기에서심판자역할을해야하는

데스스로가선수역할을하려고한다.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정부는 경제활동의 심

판자이며 더 나아가 경기규칙의 결정자이다.

촛불의반대편에선사람들을적폐청산의대상

으로 삼는 정부, 정치논리로 대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가를적대시하면서노조를일방적으

로편드는정부가그역할을제대로하는심판

자인가? 불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편파적으

로 심판을 보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살수있는가? 

오래전부터여러크고작은요인에의해발

병이 됐으나 최근 경제 난맥상의 요인은 기본

적으로두가지이다. 하나는사람이고다른하

나는정책이다. 현정부들어대통령도그를도

우는 참모들도 모두 경제의 놀이터인 시장을

외면하고정부를앞세우니그리고경제원리를

지키는것이경제정책성공의필요조건인데이

를무시하고있으니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의

2019. 1 41

한국은행(총재이주열) 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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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태생적인것이다. 그결과가오늘날성

장부진, 실업증대, 분배악화, 투자절벽, 혁신약

화등우리가관찰하는바와같은사태이다. 

작금의한국경제의문제는활력이넘쳐야할

기업이 탈진한 상태이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만용의 칼을 휘두르는 데서 야기되

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 해결사이기는커녕 문

제의원인제공자이다. 기업은대외경쟁과정

부의옥죄기로힘이쇠진한상태이다. 특히최

근들어정부의윽박지름으로기업가들의가슴

은피멍이들고있다. 

정책과제와대안

정치지도자들과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리 정책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

거나낮은수준이지만계속성장하리라는것이

다. 반드시는그렇지않다는것이역사의교훈

이다. 남미의몇나라는19세기말유럽의선진

국들 그리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의 선진국이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추진된

좌파인기영합정책으로남미의옛선진국들이

추락을 거듭하여 오늘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고통을겪고있다. 새로선출된여당대

표는소득 4만달러를이야기하나필자는 4만

달러로의진군이 아니라 2만 달러로의후퇴를

우려하고있다. 

아무리정책을잘못펴도우리경제가현수준

을유지하거나낮게라도계속성장하리라고여

기는것이잘못됐다. 역사를교훈삼아일부남

미국가의몰락을보면서, 지방에혁신도시를구

축할것이아니고나라전체를혁신국가로만들

어야 한다.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 것이

아니라나라전체를경제특구로만들어야한다.

시장경제와경제원리

비행사가 조종을 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

으면안되고계기판을믿어야한다. 하늘에올

라가면 전후좌우가 분간이 안 되어 우리의 감

각은믿을만한것이못되기때문이다. 사막을

건널 때도 규칙이 있는데 지도를 따라가지 말

고나침반을따라가야된다. 

경제정책을 두고 계기판이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과 경제 원리이다.

동서고금 모든 나라 모든 정부에서 시장에 순

응하고개방하면서경제원리를존중한경우는

경제적기적을일궈국민모두가그과실을향

유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잘이해해야한

다. 시장에저항을하거나시장을억누르는경

우는 시장의 보복을 받아 경제가 쇠퇴하였다.

경제원리를무시한경제정책은언제나실패했

다. 경제원리의정확한이해가경제정책성공

의필요조건이다.

다들 경제학이 어렵다고, 경제정책에 정답이

없다고들한다. 전혀그렇지않다. 경제학은어렵

지않으며, 경제정책에는정답이있다. 정책담당

자들이경제학이가르치는쉬운경제원리를모

르거나원리를알더라도자신들이추구하는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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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나목적을위해경제원리를애써외면하는

데서문제가발생하고경제정책이실패한다. 

도대체 왜 우리는 누구나 구호로 내세우는

‘시장경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체화되어 있

는 뿌리 깊은‘형평’위주의 사고방식이 정치

를 통하여 반시장적 정책을 양산해 내는데 있

다. 개혁이라는이름으로시장을짓누르고‘민

족’‘평등’‘복지’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

와권리를교묘히제한하면서도자신들을시장

경제주의자라고 오도하는 사람들이 경제정책

을좌지우지하는한경제는멍들수밖에없다. 

경제회복의선결과제: 정치지도력과정치개혁

리더십의 힘은‘자신감’에서 나온다. 위기

때는더욱그렇다. 리더(leader) 스스로자신감

으로무장되어있어야추종자(follower)들을확

신시킬수있고열정을불러일으킬수있다. 루

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뉴

딜정책이 미국경제를 구했느냐에 대한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공적 중 하나는

‘벽난로 옆에서의 대화’로 믿을 수 있는 지도

자로자리매김했다는점이다. 루즈벨트는특출

한정치개혁가였다. 그가정부를훨씬크게만

든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훨씬 깨끗하게

만들었던것은두고두고귀감이된다.

한사회의전반적인경제제도의장기적방향

에대해서는정치지도자의이념과결단이큰역

할을한다. 정치지도자들이확고한신념하에경

제정책을추진할때정책의일관성이유지되고

또한미래에대한예측이가능해진다. 영국이쇠

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Margaret

H. Thatcher) 총리의뚜렷한이념과결단때문

이었고, 뉴질랜드가 과감한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있었던것은정치지도자들의이념과방향이

뚜렷하고굳건했기때문이다. 개혁개방이래중

국이잘나가는것은중국지도자의지도력덕분

이다. 사실박정희, 전두환두대통령시대에우

리경제가잘나갔던것은경제에관한두분의

신념, 결단, 지도력때문이었다.

사고의전환이필요

통상적으로우리는 정부가 무엇을해야 하느

냐를중심으로생각한다. 정부가해야할일을찾

다보면모든일이정부가해야하는것으로결론

이나기십상이다. 따라서정부가무엇을하지말

아야하는가를살피고이를제대로인식실천하

는것이필요하다. 개인, 민간또는시장이잘할

수있는일들에정부가개입하지말아야한다. 

작은규모의예산을가진나라가자원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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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했으며작은정부는국가의생산성

을 저하시킨 경우는 없으나, 국가예산이 방대

하고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실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추어이사업저사업벌이기보다는,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규모를 상당히 줄이

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시금석(試

金石)을놓는길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지금까지의 환상에서 벗어

나국내외적으로엄연한현실을직시하여야한

다. 시야와관심을국내외로돌리고우리의시

계(視界)를 넓혀앞으로 10년, 20년 뒤의모습

을 염두에 두고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

을정합성(整合性) 있게찾아내어야한다. 

더일하고, 더저축하고, 더투자해야

작금의경제위기에서벗어나는것은물론앞

으로우리경제를튼실하게하게하는변화의주

된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

게하고, 가계로하여금더많이저축하도록하

고, 기업이더욱더투자하도록하여경제전체

로생산과생산성을높이는것이다.

경제의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축과투자인데이는저축이가계의건전성을

상징하고투자가기업의활력을나타내기때문

이다. 특히 개인 저축률과 설비투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 경

제의 장기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매우우려되는사항이다. 

투자의활성화는세계의자본과기술을우리

나라로유인해야가능하다. 외국자본과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가 되면 된

다. 한반도를둘러싼각종위험과불확실요인

을제거하면서기업투자애로요인도과감히제

거해야한다. 오늘날중동의신흥국가두바이에

서천지개벽(天地開闢)을주도하고있는모하메

드국왕은행정규제를과감히철폐하여수많은

외국기업과기술을단숨에유치했다. 인도, 중

국등최근잘나가고있는나라의경우도그배

경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국 기업과 기술의

유치에 성공한 때문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돌아다니고있는 600조 원규모의유휴자금을

기업의설비투자에로유도해야한다.

오늘날대한민국의공직자는어떠한가? 선심

용공약을빌미로흥청망청예산을낭비하는대

통령, 낭비인줄도모르고각종명분으로예산늘

리기에 열중인 장관들,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을

따지지않는실무자들, 사계절내내요란한행사

와호화판건물짓기에여념이없는지자체장들,

지역구와이익집단들의요구에따라낭비적사

업챙기기에혈안인여의도선량님들모두예산

낭비가용서받지못할죄임을깨닫지못하고있

다. 20세기초반까지만하여도선망의대상이었

던 남미국가들에서 예산낭비로 나라가 거덜난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예산낭비를 계속하면 또

다른국가위기는피할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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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가최고의애국자: 기업의기를살려라

사실기업가가최고의애국자이다. 왜냐하면

기업가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가지고향유하는것, 보는것모두는신에

의해창조되거나기업가에의해창조된것이다.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

지왜곡하고있다. 문재인정부가이어받은한

국경제는 기적의 결과임에도 이를 전면 부인

하고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위 적폐

라는 이름으로 비하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

쇠에대한세계사적천착(穿鑿) 없이모든성취

를부인(否認)하고내놓는정책은주사파적관

점에서화려한말로유희(遊戱)를하고있으나

그 내용은 지향성이 없고 그야말로 수구꼴통

적이다.

경제정책의세가지요체(要諦)는 첫째정책

기조를 친시장적으로 잡아야 하며, 둘째 여타

의국가정책과의관계에서는물론경제정책내

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하

며, 셋째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이 적

절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의 경제정책 실패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때문

이었고이명박정부의부진한경제성과는정책

목표 설정의 불명확성과 혼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문재인정부경제정책은위의세가지요

체모두에서문제가있다.  

특히 J노믹스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

책정의 모호성 문제와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간의비정합성부조화문제는심각하다. 정부

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이 J노믹스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모두

분배를 개선하는 방책으로 제시하였더라면

논란도 혼란도 훨씬 적을 뻔했다. ‘일자리 정

부’를 표방하며 54조 원이나 퍼부은 결과치

곤너무초라하며일자리창출은커녕있는일

자리를없앤주범이바로소득주도성장이다.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의성공여부는얼마

나많은해외우량기업들이우리나라에투자하

느냐에달려있다. 도저히사업할풍토가아니

라며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아야 한다.

2000~2017년 동안에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수는 65,782개 사에이르고이들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3500억달러에달한다. 2017

년한해만해도3411개사가해외로나갔고이

들의투자금액437억달러(약 50조원)는국내

설비투자액약1/3 수준에해당된다. 해외로나

간 이들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실업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외형적 양적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포춘(Fortunes) 500대

기업모두가앞다투어투자하고싶어하는여

건을가진나라를만들어야한다. 

세계의자본과기술유치, 이를위해서는규

제혁파가관건이다.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의

성공여부는얼마나많은해외우량기업들이우

리나라에투자하느냐에달려있다. 모든관료와

정치인이혁신기업가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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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 19일의느닷없는‘탈핵국가선언’으로시작된‘탈

원전’이혼란의늪으로빠져들고있다. 밀실로운영된거대대

선 캠프에서 어설프게 급조된 대선 공약을 핑계로 무작정 밀

어붙이던신고리 5·6호기공사중단시도가공론화위원회라

는암초를만나좌초해버린탓이다. 극단적인환경주의자들의

편향된 주장을 민의로 착각했던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린형국이었다. 

이제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포기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다만 탈원

전의완성시점을60년후로미룬‘에너지전환’으로정책방

향을 수정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꿔버렸다. 물론 사실과는 거

리가 먼 황당한 궤변이다. 탈원전이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것이명백한현실이라는뜻이다. 심지어1년전에완공해

서점검을마친신고리4호기의정상적인운전까지거부를하

고있는형편이다. 정부가국민을상대로어설픈말장난을하

고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려운상황이다.

길을잃어버린에너지정책

우리는 세계 최악의 에너지 빈국이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

지 소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적극적인효율화를위한노력이절실한것은사실이지만비난

하거나자책할일은아니다. 국민생활이그만큼편리하고, 안

전하고, 깨끗해졌고, 산업 활동도 그만큼 활발해졌기 때문이

다. 공짜로 이뤄진 일은 아니다. 원전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진취적인 발상과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 만들

탈원전은돌이킬수없는정책인가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李 悳 煥
서강대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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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정유산업을 세계

6위 규모로 키워냈고, 원전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발전시킨자랑스러운결과이다. 

그런우리가언젠가부터패배주의적인반(反)

과학기술정서에빠져들면서에너지정책은완

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특히 전력 정책이 그렇

다. 작년연말에허겁지겁만들어낸제8차전력

수급기본계획은확정한달남짓부터엇나가기

시작했다. 전력소비증가가둔화될것이라는산

업부의예측은전혀믿을것이아니었다. 맹추위

가찾아왔던지난겨울과기록적인폭염에시달

렸던지난여름을무사히넘긴것은행운이었다.

2012년순환정전에놀란정부가지나칠정도의

투자를계속해온덕분이었다. 역시산업부가마

련하고있는제3차에너지기본계획도현실과는

동떨어진소설에불과한것이다.

무너지는세계최고의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이 흔들리고 있

다. 우리는 제3세대 원전의 설계·시공·운전

능력을갖춘몇안되는국가중하나다. 우리

힘으로개발한한국형원자로APR-1400의성

능과안전성을미국과유럽에서도분명하게인

정받았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없이원전을안전하게운전해왔던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어설픈 대선 캠프가 내놓은

탈원전공약을믿었던대통령도공개적으로그

런사실을확인해주었다. 

그렇다고우리가영원히원전에매달려야할

이유는없다. 국민이더이상원전을원하지않

고, 원전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탈원전도못할이유가없다. 그러나우리가1인

당 국민소득이 6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1950년대말부터 60년동안이룩한놀라운성

과를함부로포기해버릴수는없는일이다. 국

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하

다. 멀쩡하게사용하던원전을‘안전과환경을

위협하는위험한개도국형기술’이라고매도하

는우격다짐은설득력이없다.

더욱이24기의원전을가동중이고, 신고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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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성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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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가 완공되었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이고, 4기의원전건설에착수한상황에서의

탈원전은매우신중하고정교한준비가필요한

일이다. 원전기술을전혀가지고있지않은대

만이 시도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세워버리는 과격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60년에 걸친 탈원전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

니다. 전문 인력과부품의확보가보장되지않

으면재앙적인사고가일어날수도있다는사실

을 충분히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지나치게성급한탈원전이국민안전과

환경을심각하게위협하는재앙적사고의요인

이될가능성을심각하게걱정해야한다.

경계해야할이분법적흑백논리

갑작스러운탈원전주장은기술에대한왜곡

된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인류가개발한모

든 기술은 편익과 함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

이다. 100% 안전하고친환경적인기술은존재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류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에너지 활용 기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계의인류가50만년동안활용해

왔던 숯·장작·낙엽·배설물과 같은 임산(林

産) 연료의경우에도화마(火魔)의위험을피하

는일이결코쉽지않았다. 산업문명을가능하

게 만들어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의부작용도감당하기어려운형편이다.

20세기중반에이르러서야어렵사리개발한

원전이 위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원전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

다. 그런위험을극복할수있도록해주는기술

력과 사회적 의지를 갖춘 선진 사회에서 원전

은축복이될수있다. 물론쉬운일은아니다.

원전의 안전 운전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과 함

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복잡한 제도

를 확실하게 운영하는 행정적·사회적 제도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기술력과 행정력과 사

회적 의지를 갖추지 못한 개도국에게 원전은

위험한기술이될수밖에없다는뜻이다.

그러나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위험을극복한원전은온실가스와미세

먼지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된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이될수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라

는끔찍한경험을잊을수없는일본이원전의

안전운전에대한제도를강화하고, 가동을중

단시켜 놓았던 원전을 재가동한 것도 그런 이

유 때문이다. 원전을 포기해서는 충분한 전력

을생산할수없다는절박한현실에직면한대

만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1957년, 전

세계에서최초로상업용원전을가동했지만신

재생의 매력에 원전을 포기했던 영국도 어쩔

수없이원전건설을시도하고있다.

法治의포기가문제다

탈원전은 1천명이넘는역사상최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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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졸속으로 만

든 공약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다. 아무

리 함량 미달의 캠프라고 하더라도 영화 속의

픽션과현실세계의논픽션조차구분하지못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탈원전’은 모든

대선주자가강조하던공통의공약이었던것도

사실이다. 

2011년의후쿠시마원전사고의공포가직접

적인동기를제공했다. 사실우리만놀라서탈

원전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끔찍한 사고를

직접 경험했던 일본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수

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현했었다. 원전을가장적극적으로활용하고

있는프랑스도예외가아니었다. 엎친데덮친

다고 2012년 순환정전이후에불거졌던고약

한원전부품비리가우리의상황을더욱악화

시켜버렸다. 모든 대선 주자가 탈원전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

었다는뜻이다.

결국 문제는‘탈원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설프게 만들어진‘공약’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무작정국가‘정책’으로밀어붙인것이문

제였다.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가 우리 사회의

엄중한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조차 탈원전을 제대로 논의해본

적이 없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지시’로

시작되었다. 국무총리훈령으로급조된공론화

위원회가훈령에명시된범위를완전히벗어나

‘원전 축소’를 정부에 권고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한수원이사회의행태는그야말로무정부상

태에서나가능한것이었다. 한수원은대한민국

의법과제도에명시된절차에따라정부가결

정된정책을수행해야하는공기업인한국전력

의 자회사일 뿐이다. 그런 한수원의 이사회가

원전의건설과폐로에관련된사안을독자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률은 어디

에서도찾을수가없다.  국회가제정했던원자

력진흥법(1958)·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0)·에너지법(2006)·전기사업법(1962)

등을 통째로 무시해버린 탈법적·불법적 행태

였다.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약속

은헌신짝이돼버린것이다.

국회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탈원전과

관련되어 국회가 지금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은단한건도없다. 본격적인논의를해본

적도없다. 어설픈대선공약에불과한탈원전

을국가정책으로착각해서과속으로밀어붙이

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책임

이고의무다. 국민생활을불편하고, 위험하고,

오염시키고, 산업을무기력하게만드는탈원전

은단한번도대한민국정부의공식적인정책

으로채택된적이없다. 이제라도국회가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부에게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일깨워줄책임이국회에있다는사실

을잊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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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 돼지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가국호를대한민국으로정하고민주공화정을선포한

지백주년이되는해이자노사정협의체인국제노동기구(ILO)

가 출범한지백주년을맞게되는뜻깊은해이다. 대내외적으

로도2016년촛불혁명과최근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경제산

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987년 민주화 투쟁

과직선제개헌이절차적민주주의의확립과정이라면2016~17

년촛불혁명은1997년 IMF 경제위기가빚어놓은사회적양극

화와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실질적민주주의에대한국민열

망의표현이라고할수있다. 

촛불혁명이부여한시대정신은‘나라다운나라’만드는것

촛불 혁명의 시대정신은 바로’이게 나라냐’라는 구호 속에

함축되어있다. 촛불혁명으로등장한문재인정부에부여된역

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은 바로‘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라고할수있다. ‘나라다운나라’는경제민주화에기초한공정

경제(Fair Economy), 특권과 반칙, 차별 없는 공정사회(Fair

Society), 그리고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존중받는 공정노동

(Fair Labor)에기반을둔사회라고할수있다. 이러한촛불혁

명의시대정신에기초한문재인정부의핵심국정목표가바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사

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의 정규직 전환, 체불임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

새정치패러다임의모색과정책방향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李 鍾 璇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부소장

1월헌정8-77수  2018.12.24 13:6  페이지50   MAC-3       



금제로와임금격차해소, 미조직노동자권리

보장, 노동이사제도입, 노동인권교육의무화

등을제시하고있다. 

노동개혁, 가다-서다반복으로큰성과없어

‘나라다운나라’를만들어달라는민주시민

들의정치적요구에비추어볼때지난 2년동

안문재인정부의개혁과정은갈지자(zig-zag)

행보와 가다-서다(stop and go) 방식의 반복

으로제대로된정책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문재인정부는2018년한해동안52시간노동

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2018.2.28),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률 개정(2018.5.28),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결정(2018.7.14), 탄력근

무제기간연장합의(2018.11.5)와양대노총의

반발, 민주노총총파업투쟁(2018.11.21.), 민주

노총 없는 경제

사회노동위원회

공 식 출 범

(2018.11.22), 광

주형 일자리 사

업 잠정합의안

(2018. 12.5) 통

과 및 협정서 체

결 실패(2018.

12. 6) 등 말 그

대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

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이렇다할성과를

내지못하고있는가운데, 각종경제지표의악

화와지지율하락으로사면초가에몰리는형국

이되고있다. 

당장양대노총등노동계는문재인정부가노

동존중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노동

개혁조치가미흡할뿐만아니라최근청와대와

여야정당간탄력근무제기간연장합의를두고

문재인정부의개혁의지가크게후퇴하고있다

고비판하고있다. 경총등경제계와야당도문

재인정부의잘못된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국

내기업의성장잠재력이약화하고있고, 노동계

에치우친개혁정책으로향후경제여건이더나

빠지고있다며공격의고삐를죄고있다. 

실제로지난 1년동안공공부문비정규직노

동의 정규직 전환, 두 자릿수 최저임금의 인상

2019. 1 51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서울중구소재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체‘장일남컬렉션’을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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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제조업

경기악화와제조업감소로고용창출은지속해

서줄어드는양상을보여주었다. 가장큰문제점

은역시청년일자리문제라고할수있다. 청년

실업률은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체감실업률은이보다더높은23%대를보여

주고있다. 청년일자리문제는출산율과도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계청 발표자료

(2018.11.28)에따르면2017년합계출산율이역

대최저치인1.05명을기록한데이어2018년에

는이보다더떨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

한, 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불구

하고새로운일자리부족으로사회불평등구조

와소득격차는좀처럼나아지지않고있다.

잘못된정책프레임과낡은정치패러다임의지속

문재인정부가지난 2년많은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소기의정책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

는데에는잘못된정책프레임과낡은정치패러

다임의지속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한사

회에서정치와개혁의성패는주요사회행위자

가어떻게정책프레임을설정하는가에달려있

다. 프레이밍(Framing)이란개인, 집단또는사

회가어떻게현실을인식하고구성하고소통하

는지에대한일련의이론적관점으로서, 정책이

슈에대한프레이밍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

라하나의정책이성공할수있고실패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예컨대2018년한해동안최저

임금인상과소득주도성장을둘러싼여야, 그리

고노동계와경제계사이의논쟁은국내경제위

기의모든근원이최저임금인상에서비롯되었

다는잘못된정책프레임에갇힘으로써정작노

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개혁의동력이되어야

할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개혁에반대함으로써저임금노동자와대립

하는’을과을의전쟁’으로귀결되었다. 

소득주도성장전략이라는큰정책구도속에

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

께최저임금을줄수없을만큼취약한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 제도개선 등 경제

구조개혁작업을동시적으로추진하여야했음

에도불구하고경제구조및재벌개혁은지금까

지손도대지못하고있는실정에있다. 최저임

금산입범위관련법률안개정과정에서보여준

민간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이힘들경우공공부문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새로운일자리를더욱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초고령화시대에접어듦에따라건강, 요양등사회적공공서비스일자리에대한

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기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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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 합의 결정

도비판받아마땅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내

에서 양대 노총과 경총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를 둘러싸고 막판 내부 잠정합의안의 도출 가

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舊정치 패러다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부 잠정합의안

보다훨씬못한개정안을통과시킴으로써관련

사회적 행위자들의 대화 노력과 합의 결과를

무효화시켰기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전략을둘러싼여야간논쟁도

매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기는 마찬가지였

다. 소득주도성장 개념이 나온 사회경제적 배

경에는기존수출주도경제성장전략이일정한

한계에봉착해있다는점, 국내소비둔화로제

조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사회 양극화와 소

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

로서 임금인상과 소득 격차 해소가 주요 정책

대안으로부상하였다는점등을들수있다. 요

컨대소득주도성장전략은최저임금인상을통

한가계소득증가, 국내내수소비진작과기업

가동률 제고, 그리고 생산증가의 경기 선순환

구조를확립하기위한정책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재소득주도성장전략이제대로작

동하지않고있다. 국내제조업의위기로민간

부문의일자리는더늘어나지않고있으며, 대

기업과중견기업의괜찮은제조업일자리는국

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

아지역으로빠져나가고있다. 반면해외로나

가지 않는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3D업종의

한계산업으로서 저임금의 외국 노동자들로 채

워져 운영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가심각한것은대기업생산공장의해외이주

로괜찮은국내일자리가줄고있고그나마있

는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마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

기때문에청년들이이들중소기업에취업하기

를꺼리고있기때문이다. 

만약일본의경우처럼국내대기업과중소기

업간의임금격차가그리크지않다면국내청

년노동자들이굳이중소기업의일자리를마다

할이유가없을것이다. 하지만대기업과중소기

업의임금격차를줄이는방법도현재의대기업

과중소기업간의원하청관계및불합리한경제

구조를바꾸는선행적개혁작업없이는불가능

할것이다. 여기서분명한것은국내인건비상

승에따른동남아시아등해외로의공장이전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일수있지만결국괜찮은국내일자리가

사라지고청년실업자를양산함으로써사회전

체적으로볼때사회적부담과비용이점차늘어

나는비합리적선택이될수있는점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과정책방향

따라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같은주요사회행위자들의개별적합리성과사

회 전체의 합리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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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점이매우중요한정책사안이라고할수

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행위자

간의사회적대화가매우중요한것은바로이

러한이유때문이라고할수있다. 개별적합리

성과사회적합리성이조화를이루기위해서는

동반성장 또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경우처럼대기업과중소기업간성장의

과실을나누어가질수있는’이익공유제’의도

입은동반성장의대표적예라고할수있다. 지

금처럼중소기업들이최저임금상승에따라기

존의일자리를줄이는방식이아니라대기업과

중소기업간원하청관계제도개선및이익공유

체제구축으로중소기업의체질을강화하고대

기업과의임금격차를줄임으로써청년들이중

소기업에서일할수있는경제구조를만들어나

가야한다. 정부 차원에서도국내의괜찮은일

자리가지속해서해외로빠져나가는것을제도

적으로막아야한다. 이와 함께중소기업경쟁

력강화를통한강소기업육성정책으로고임금,

내수소비, 고생산성으로 이어지는 하이 로드

(High road) 경제전략을추구할필요가있다. 

또한, 현재와같은제조업위기상황과경제

패러다임 하에서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

처럼민간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이힘들경우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

리를더욱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초고령화

시대에접어듦에따라건강, 요양등사회적공

공서비스일자리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세금을 사

용해 불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시각에

서벗어나우리사회에꼭필요한사회공공서

비스일자리를늘린다는사회적인식전환과적

극적홍보가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

대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에도 더 많은 정책적 관

심을기울여나가야한다

근로시간52시간단축과탄력근무제기간연

장문제도반드시사회적대화를통해그해결책

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근로시간 52시간단축

은일과생활의균형을통한삶의질향상과노

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

정책효과를얻고자한것이었다. 기업들은노동

시간단축에따른인력수요를새로운노동자충

원이아닌단위시간당노동강도강화를통해해

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ICT

업종이나계절적으로많은노동자가필요로하

는업체들의경우탄력근무제기간의연장을요

구하고있다. 하지만근로시간 52시간단축과

정에서이미공휴일중복할증임금을양보한노

동계로서는또다시실질적임금하락효과를낳

게될탄력근무제기간연장시도에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있다. 무엇보다시행된지6개월도채

안된근로기간52시간단축법안을탄력근무제

기간연장을위해다시개정하려는시도는일자

리창출효과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여야

간합의라고할수있다. 촛불정신에서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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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새로운정치패러다임은이같은기존정치

패러다임속에서의밀실회의와야합의정치가

아니라주요사회행위자의사회적대화와합의

에기초한정치라고할수있다.

ILO 기본협약비준과노동선진국으로의도약

끝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

기본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ILO 출범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

하여결사의자유(87호)와단결권및단체교섭

협약(98호), 그리고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와 105호)을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아

야한다. 우리나라는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

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주요

OECD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2018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서도 우리

나라의‘노동권권리(workers’rights)’순위는

같은아시아국가인필리핀(92위), 인도네시아

(101위)보다도 낮은 108위로 나타나고 있다.

ILO 8개 기 본 협 약 (fundamental

conventions) 중 한국은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98호), 그리고강제노

동 관련 협약(29호와 105호)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유일한OECD 국가이다. ILO의8개협약

은협약을비준하지않아도회원국이라면반드

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비준이요구되고있다.

현재ILO 기본협약비준을둘러싸고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해법이

모색되고있다. 양대노총등노동계와경총, 정

부와정치권등에서 ILO 기본협약에대한비준

의필요성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하고있지만,

정치지형상국회의비준동의전망은밝지않

다. 당장야당인자유한국당의경우, ILO 기본협

약비준을위한법개정의필요성에는동의하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합의안을

가져와야비준동의에나선다는태도를취하고

있다. 하지만경제계를대표하는경총은현재공

익위원들의최소합의안도출에도불구하고선

뜻노동계와합의에나설태세가아니다. 그럼에

도불구하고, ILO 기본협약내용은이미국회가

비준동의한7개의FTA 법안을통해국내구속

력을지니고있으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BD), UN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s)에

도ILO 기본협약내용및비준요구사항이들어

가있다는점에서국내법개정을이유로ILO 기

본협약에대한비준을더늦출이유는없다.    

요컨대 2019년은대한민국수립 100주년이

자 국제 노사정 기구인 ILO가 출범한 지 100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노동존중사회 실

현을위한백년시민으로서사회적대화를통

한 새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과 실천, 그리고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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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의경제발전은산업화및도시화의원인이자결과이

며, 이는 저밀도, 저수익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가 고밀도,

고수익용도로전환되는토지이용구조의변화를수반한다. 이러한

토지이용의변화는지가상승을초래하게마련인데, 지가가너무빠

르게오르면여러가지심각한사회경제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60년대이후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도시형

토지수요가급증하였으며, 여기에투기적인수요가가세하여간헐적

인토지가격폭등을경험하여왔다. 이후토지문제는정책담당자뿐

아니라모든국민의관심사가되었다. 80년대이후에는소득증가와

더불어좀더나은주거환경을누리려는국민들의욕구가커졌고, 주

택가격급등과저소득층의주거불안정문제가대두되었다.

부동산문제의본질과발생원인, 대응방법에대해서는매우상이

한주장이나올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부동산정책을일견해

보면, 부동산문제의본질과원인에대해암묵적인가정을하고있

다. 즉, 주택과토지에대한투기때문에가격이너무빨리오르므

로세제를비롯한각종조치들로시장에개입하여야자원배분의효

율과계층간형평이제고된다는것이다. 왜부동산정책이이런전

제하에수립되었는가는아마도정책형성과정의독특한패턴에서

답을찾을수있을것이다.

60년대하반기이후부동산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

면서부동산가격급등에대해긴급대책의성격을가진대책들이빈

번하게 발표되었다. 이러한 대책들은 불법, 탈법적인 거래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제재를가하는등기존제도의엄정한집행을강조

하는한편세제및여타부동산제도의형성에중요한계기가되었

다. 현행부동산제도의많은요소들이부동산가격급등기에발표

근본적인부동산세제개혁의필요성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손 재 영
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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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긴급대책의일환으로시작되었다. 긴급

대책들은그특성상문제의근본적인해결보다

는현상의시급한종결을지향한다. 따라서문

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투기와 가격 상

승간의 피상적인 인과관계 인식이 수용, 고착

되었다. 

부동산세제의기본틀도과거긴급대책들의

유산이라고할수있는데, 그첫단추가1967년

도입된 부동산투기억제세였다. 이 세제는“경

제의고도성장에수반되는급격한도시화의진

척에 따라 도시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

으며 부동산에 투기가 성행하게 되어, 토지이

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투자

를 유도하고 비정상적인 자본이득을 발생시킨

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부동산투기억제

세는이후양도소득세로발전되었을뿐아니라

명시적인시장개입을의도하는부동산세제중

최초라는데의의가있다. 

부동산투기억제세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부

동산조세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로, 투기

를 억제하는 반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한다. 둘째

로, 일정한기준을적용하여투기용토지를선

별하고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믿

음을가지고있다. 주관적인투기행위를객관

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는 전제는 다른 부동산

세제및규제들의토대를이룬다. 셋째로, 부동

산 시장의 등락에 따라 조세를 높이고 낮춤으

로써 대응하는 것은 세제를 경기 조절 수단으

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마치 금리나 재정지

출 등의 수단으로 거시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

는시각을반영한다. 

이후의 여러부동산 관련긴급대책들은부동

산투기억제세의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예컨대1974년의1.14 조치, 1978년의8.8 조치로

부터최근의9.13대책에이르기까지수많은부동

산대책들에서조세는단골메뉴였다. 부동산시

장의등락에따라서는투기억제뿐아니라경기부

양을위한수단으로서도세제가활용되었다. 

50년에가까운긴시간이걸쳐모든부동산

조세들이 열심히 투기 억제를 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여전히토지와주택의가격이간헐적으

로 급등하고, 서민의 주거난이 해소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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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황은과연기존접근법이옳은가하

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의 부동산

조세는 과표 산정, 거래 및 소유관계 포착, 조

세행정 투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누수가 있었

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작았지만, 이제는 조세

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부동산조세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력도커졌다. 따라서부동산조세의효과와부

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

금 분위기에서는 이 글의 제목처럼“근본적인

조세 개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부담을 올릴

것인가를고민해야할것같지만, 다음과같은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해보면 세제 강화만이 능

사가아님을알수있다.

첫째로, 김대중정부때의짧은규제완화시

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억제를지향했다. 투기는그자체로서불

법적이거나 비도덕적 또는 반사회적인 것이며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었

기때문이다. 그런데, 거래또는소유자의주관

적 의도를 배제하고는 투기자, 투기 부동산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 문

제를 피해가기 위해 부동산 제도들은 관찰 가

능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각종의 부동산과 그

매입 또는 소유 주체에 대해 투기용 부동산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토지시장이 과열일 경

우공한지, 유휴지등에제재를가하는데주력

하고, 주택시장이 급등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주는식의접근이다. 이런방식의시

장개입이 지난 5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왔다.

더나쁘게는투기를억제하려는정책들이토지

및주택의취득, 사용, 매각을제약하여경제적

효율성과형평성의상실을초래한다. 

예를들어, 현정부가집중적으로제재를가

하는 다주택 보유의 경우를 보자. 다주택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이다. 수

십채집을가진사람도사는데필요한집은한

채뿐이고 나머지는 임대 놓는다. 이들 덕분에

국민의 약 40%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

공부문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과수백조원의예산이필요할것이다. 정

부예산에기대지않고공급되는그많은임대

주택을없애고, 정부가그역할을대신할실익

은없다. 다주택자를적대시하는시각은“네가

가지면내가가지지못한다”는단순논리에근

거하지만, 주택시장은훨씬복잡한인과관계구

조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제도 틀 속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이익을

볼수있다. 다주택자들은주택을투자대상으로

삼아자신의이해를도모하는가운데, 주택건설

수요자, 임대주택 공급자, 그리고 주택경기 조

절자로서기능한다.  이기심을추구하는행위가

자기도모르게공동의선을달성하는좋은예이

다. 여기에정부가개입할때효율과형평차원

에서어떤개선이있는지의문이다. 

둘째로, 일부에서는우리나라부동산세금이

워낙낮으니좀올려도된다고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부동산조세부담은이미세계적으로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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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준이다. 2016년 OECD 35개국의GDP 대

비부동산세수의비중을비교해보면한국이일

곱번째로높다. 잘알려진바와같이우리나라

의보유세비중은비교적낮고거래세(취득세)의

비중은세계 1위이다. 보유세가낮다고해도중

위권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우리나라보

다높은보유세부담을하지만,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등은더낮다. 미국등을기준으로해서

보유세부담이시가의1% 정도가되도록올려야

한다는주장은세계에서가장높은보유세부담

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래세도

1등, 보유세도1등을할이유를찾기는힘들다. 

셋째로, 부동산조세가부동산경기변동을조

절하는좋은수단인지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

이론적으로보면부동산세부담의증가는일회적

인부동산가격하락을가져온다. 그러나그이후

의부동산가격은세금과무관하게결정되며그

때그때의 수급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미국의많은대도시들이오래전부터실효

세율1% 이상의보유세를부과하고있으나, 2000

년대초중반에주택가격이급등했고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사태의파국을맞았다. 반면에, 보유

세부담이매우낮은독일이같은시기의세계적

인부동산가격거품을비껴갔다. 이사례는보유

세에지나친기대를하지말아야함을보여준다. 

단기적인 가격 동향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세부담 증가의 장기적 효과이다. 주택은 투자

를 통해 공급이 늘어나는 재화인데, 주택투자

는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손실을 줄 수도 있

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에 투자해서 국가의

주택재고를늘리는데기여한사람들을지원하

고격려하기위해많은나라에서각종세제혜

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투자를

많이하는사람들 (특히다주택자)에게불이익

을주면헨리조지(Henry George)가우려했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즉, 주택 투자가 감소

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의“수효도 줄어들고 모

양도 누추해질 수”(그래서 주택가격이나 임대

료가오를수) 있는것이다.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공급대책이

효과적인처방이다. 여러연구결과를종합하면

적어도2030년까지는토지와주택의실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늘어나는

수요를공공부문의선제적인공급계획과관리

없이는감당하기어렵다는것이그간의경험이

다. 장기적인토지및주택수급계획아래토

지개발과주택건설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투기억제위주의부동산세제가가진암묵적

전제들에대한검토는“근본적인세제개편”의

내용은 세부담 강화보다는 제도의 합리화여야

함을말해준다. 특히, 소수의투기의심자만집

중적으로추궁하는것보다는모든토지와주택

에대해서정해진만큼의세금을예외없이거

두는중립적체제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교

과서적인“좋은 조세”를 지향해서, 세율은 낮

추고 과세 베이스를 넓히는 고전적인 세제 개

편전략을되새겨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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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기심화

우리의출생아수가급감하고있다. 2018년에 32만 명수준이

고최근의출산율수준이지속된다면조만간30만명밑으로떨어

질가능성이높다. 100만명씩태어나던1970년대초반만해도생

각할수없는출생아숫자다. 이는북한의출생아숫자보다낮을

것으로보인다. UN의북한인구추정(2015년)에의하면북한출생

아는약30만명중반수준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인구가두배

정도되지만, 합계출산율(이후출산율)을보면우리는 1.0명수준

이고, 북한은2.0명가까이되기때문이다. 

출산율 측면에서 추세를 보면 얼마나 빨리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지알수있다. 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이었는데, 1983년

에는 2.06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밑으로 떨어졌고, 2002년

에는 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수준(1.3명) 이하로 낮아졌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간우리나라출생아수는 60~80만

명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 49.7만명으로내려가면서 2016

년까지15년간40만명대를기록하였다. 2017년에는출생아수가

35.8만명이고출산율이역대최저인 1.05명이되었다. 2018년은

출생아가 32만명수준이고출산율이더낮아져 1.0명이하로내

려갈것으로추정된다. 올해에는출생아수가 30만명밑으로내

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과거 100만 명 태어날

때와비교하면 30% 수준밖에되지않는다. 출산율측면에서봐

도OECD 평균 1.68명(2016년기준)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출

산율이 1.0명이하로내려간국가는도시국가인싱가포르를제외

국가존립의문제,

저출산위기와대응방향

특집/2019년 대한민국의당면과제(경제·사회)

이 강 호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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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렵다. 

전체인구도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저

출산심화로2032년부터감소하기시작한다고

통계청(2016년)은 추정하고 있다. 생산가능인

구(15~64세)는2016년3,763만명을정점으로

2017년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 또한, 2017년

에는 유소년 인구(0~14세)가 고령인구(65세

이상)보다 작아지기 시작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연령별 인구구조 측면에서 봐도

40~50대 베이비붐세대가가장큰비중을차

지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를 받쳐주고 있

기 때문에 내재된 문제가 표출되지 않고 있지

만, 1958년생들이 60세가 되면서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일자리문제등사회적문제를야기

하고있다.

그럼이러한저출산원인은무엇일까? 세가

지로대별할수있는데, 주출산여성감소, 결혼

과출산을기피하는의식변화, 의식변화에맞

지않는제도와관행이라고할수있다. 

첫째, 출산 핵심 연령대인 주출산여성

(25~39세)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

628만 명이었으나, 2018년 519만 명으로

17.4%나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485만명으

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이들이출산한아이수는전체출생아

중에서 91.7%나된다. 이는 1980년대초반강

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한

결과다. 이들이 모두 주출산여성 세대이기 때

문에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세대 전의

인구정책영향이이제저출산의후유증으로나

타나고있다. 

둘째,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의 변화

이다. 결혼과 출산이 행복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장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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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1.0미만은세계유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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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사회진출하고싶은욕구의장애물로생각

하는경향이강해졌다. 통계청조사에의하면,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에 64.7%였

으나, 2018년에는48.1%로16.6% 포인트나낮

아졌다.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0년에6.5명에서2017년에5.2명으로급속

히악화되고있다. 또한, 초혼부부중에서자녀

가없는비율이 36.3%나 된다. 결혼도기피하

지만, 결혼을하더라도자녀출산은하지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행복이

고즐거움일수있는충분한지원과대책이필

요한시점이다. 

셋째, 의식의변화에맞지않는제도와관행

에 의한 제약이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가치관및의식이변하고있다. 직장에

서는일생활균형여건미흡, 여성중심육아휴

직, 끊임없는회식문화등으로어려움을호소

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여성의 독박육아와 가

사노동등주로여성들의불만이큰편이다. 사

회에서는 핵가족화 등에 의한 부부 중심의 가

족관으로기존가족및집안중심의행사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포괄적이

어서 사회의 모든 관행과 제도와 관련되므로

전 방위적으로 의식 변화에 맞게 수정해 나가

야할것이다. 

저출산과국가위기 : 2002년생의충격

저출산으로인해그간사회적구조를이뤄왔

던틀이무너지고있다. 고령화와함께저출산

현상이심화됨에따라생산가능인구대비고령

인구비율인노년부양비가 2015년에 17.5에서

2035년에 47.9로급증하게된다. 젊은층의급

감으로 사회를 받치는 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대학 입학생 부족 문

2002년생49만명의충격…2000년생보다15만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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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군 입대 자원 부족 문제, 생산가능인구 감

소 문제, 국가재정 조달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위기로다가오고있다.

밀물이밀려오는바닷가에서어느새물이차

서신발이젖는경우를경험했을것이다. 부지

불식간에저출산의파고는우리사회를덮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

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다

가왔는지알수있다. 고 2학년생은 2002년생

으로서출생아가최초로 50만 명미만으로떨

어진 49.7만 명 세대이다. 2000년에 64만 명

이 태어났는데, 불과 2년 만에 14.3만 명이나

적게태어난것이다. 그이후출생아수는15년

동안40만명대였고, 2017년에35.8만명이된

이후 30만 명대출생아숫자도위태로운상황

이다. 2018년 출생아 숫자는 3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으로도저출산현상은개선되기보

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

가 된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의미래를통해우리사회의위기를짚어보도

록하자.

먼저, 이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0년에

는 2018년에비해 14.3만 명이나줄어들어심

각한 대학 신입생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2017년 대학정원(전문대학 포함) 49.3만 명과

대학진학률 68.9%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고등학생2학년이입시를치르는2020년

에는 대학진학 학생이 34.2만 명에 불과하게

된다. 약 15만명정도의대학입학생이부족하

게된다. 그것도너그럽게예측해서나온결과

다. 이는입학생이3천명인대학50개가없어

져야 하는 숫자이다. 그간 초중고등학교의 경

우는정부지원에의해학교폐교나학생수감

소를감당할수있었으나, 대학교의경우는사

정이다르다. 학생수감소에대응해야하는위

기를맞이하게된것이다. 대학이대규모구조

조정을하지않는다면, 학생없는대학이넘쳐

나게될것이다. 대학의교수, 교직원, 강사등

고등실업자가양산될것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군대에 입

대할 시기인 2022년에는 군 입대 병력자원이

심각하게부족하게될것이다. 보통대학1학년

을마치고군대를간다는점을감안하면, 2022

년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고 2학년생은

당시 출생아가 49.7만 명이고, 이중 남자는

26.0만명이다. 군병력이2018년현재61.8만

명이다. 향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군

(2018년 7월국방개혁2.0 발표)한다고하더라

도군병력자원이부족하게된다. 현재고 1~2

학년 남학생 거의 전원이 군대에 간다고 하더

라도 50만명이안될것이다. 군 복무기간(육

군)도 2020년부터 18개월로 단축되므로 더욱

내년부터대학신입생부족…2022년엔병력자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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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군구조의근본적인변화를생각해야할

때인것이다. 

또한, 올해고2학년생이본격적으로사회에

진출할시기인 2025년을전망해보면지금일

본에서겪고있는것과같은젊은층의구인난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017년 대비

5% 감소한 3,575만 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2025년은 고령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100만 명 이상이 태

어난 1960년생이고령인구에진입하는시기이

다. 반면, 이시기에현재고2학년생은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측면

에서도 퇴직인구보다 훨씬 적게 된다. 현재는

젊은층의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은시기에젊은인력공급부족이예상되

므로 경제활력 유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경제적으로 쇠락기인 잃어버린

20년(1991~2010)의원인에대해여러가지분

석이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의한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가

능인구는 1996년부터감소하였고, 전체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령화도 가

속화되어 1994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

상), 200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조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와비슷한측면을갖고있

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

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향후 14년 후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심각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징표들이다. 

저출산극복을위한대응방향

국가존립위기로다가오고있는저출산을극

복하기위해서는국가의역량을모두동원해야

할것이다. 서서히다가오는밀물처럼어느순

간에 우리 사회가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할수도있기때문이다. 정부도저출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 위

원회를2005년에구성하고, 3차례의 5년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있다. 2018년 12월에는 출산장려정책에

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을발표하였다. 기존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제를정합성, 중요성, 시

의성 등을 기준으로 역량집중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분류하여재구조화하였다. 이번로드맵

은향후저출산·고령화정책의방향성을주고

향후검토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대로가면대한민국사회구조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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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

로드맵에서저출산극복을위해패러다임전환

방향을제시하고있다. 결혼과출산이보다행

복하고 삶의 질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위해서는지속적으로저출산관련투

자를 확대하고, 젊은이들의 의식변화에 맞지

않는제도와관행을바꿔야한다. 다시말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와 제도

개선을필요로한다.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도 GDP 대비 가족지출비

중을 현재 1.1% 수준에서 향후 OECD 평균수

준인 2.2%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이러한정부의계획이충실히실현

되어야한다.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발생

하는비용을 줄여줘서출산하더라도비용부담

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

비, 초등돌봄지원, 난임시술지원등을강화해

서 출산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한

다. 이와더불어주거비및교육비부담이없도

록해야한다. 이러한정책은일시에해결할수

없으므로재원의제약하에서사업간우선순위

를두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다른한편,

2018년 9월부터 하위소득 90% 이하 가구의

0~5세아동에게월10만원씩아동수당을지급

하기시작했다. 2019년도에는이를확대하여1

월부터6세미만모든아동에게지급하고, 9월

부터는만 7세미만초등학교취학전모든아

동에게 확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0.96조 원에서 2019

년 2.96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간 정부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친 5년 단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면서

2018년까지저출산예산으로 152.7조원을사

용하였다. 2018년에는 26.3조 원이고향후아

동수당지급등에따라더크게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 예산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적극적 지출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가칭 저출산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화

해야한다. 젊은이들의의식이크게바뀌었다.

이들의의식에맞는사회구조를만들기위해서

는많은제도개선이이뤄져야한다. 먼저여성

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이정착되어야한다. 이를위해근

로기준법개정에따른주 52시간제정착이중

요하다. 이를바탕으로남성육아휴직제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보편화

된다면부부가아이를키울수있는여건이될

것이다. 다음으로모든아동이차별없이보호

받을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 한부모지

저출산극복위해국가역량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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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화, 출생시등록하도록하는출생등록제

와특정한경우출산비밀이보장되는보호출산

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가족돌봄에서 부부돌봄으로 바뀜

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

축해야한다. 현재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가

장취약분야이다. 영유아기에는어린이집과유

치원을 통해 돌봄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입학

후 공적돌봄 시스템이 없어 퇴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

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초등 방과

후돌봄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

스를제공할계획이다. 향후부담없는초등돌

봄구조를만들것이다. 

인구구조변화대응을위한사회구조개편

저출산이당연시되는뉴노멀(New Normal)

상황이되었다. 출생아수는줄고고령화는가

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것

이다.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다. 이제 10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가 퇴직

을하고30만명대의아이들이태어나고있다.

인구가계속증가하는것을전제로체계화되었

던 사회구조로 인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광

범위한문제를낳고있다. 출생아수가3분의1

로 줄어든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를

온전히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인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단기적으로 고등학교 2학

년생들이 직면한 과제만 봐도 대학구조 개혁,

젊은노동인구공급부족등해결과제들이산

적해있다. 

첫째, 대학진학 학생의 부족에 의한 대학구

조조정대응문제이다. 기본적으로대학정원보

다대학에진학할수있는학생수가줄어들고

대학진학률도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현재 대학운영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가없다. 대학정원을채워줄수있는대상을

발굴해야한다. 고등학교졸업후바로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는 대학 입학정원을 충원할

수없으므로중장년층의인생2모작교육을제

공하는방법등을강구해야한다. 요즘은평생

직장이없어지고중간에전직하는경우가많으

므로전직을위한중장년층의인생2모작교육

이 필요하다. 대학이 전직에 필요한 전직교육

을하고, 전직준비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중장년층 대학진학생은 대학정원 등에서 자유

롭게운영되도록한다면좀더활성화될수있

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

라도 경제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출생아수30만명도위협받는현실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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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

대책으로 그 속도는 줄일 수 있어도 감소추세

는막을수없다. 생산가능인구감소속도가너

무 빨라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큰사회적비용을지급하게될것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고용참여 증

대, 정년연장을통한고령자노동시장참여확

대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AI), 로

봇 등을 활용한 여건조성을 통해 노동의 생산

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이와더불어외국인

인력정책도내국인기피분야충원뿐만아니라

고급인력을유치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개방

적 인력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

고본다. 

셋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생산가

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2015년에 17.5명에서 2065년에

는88.6명으로커질것으로통계청은추정하고

있다. 복지및의료지출을늘려야할고령인구

는늘어나는데, 재정을부담할젊은세대는줄

어들어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 등 고령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재정부담

주체를늘려야하고, 지출을효율화해야할것

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재정계산을 통해 국

민연금 개편방안을 2018년 말에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2042년부터수지가적자로돌

아서고, 2057년에는기금이소진될것으로추

정되었다. 따라서정부는덜내고덜받을것인

지, 더 내고더받을것인지등에대해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결정하고자

하고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국가존립

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저출산 대책뿐 아니라

저출산대응을위한사회구조개편에대한대

책을 보다 전사회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반세

기전에는 100만명이상씩태어났던것에비

해 이제는 출생아 수 30만 명이 위협받고 있

다. 급격한저출산으로인해사회적비용이급

상승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적노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저출산을극복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투자 확대와 젊

은층의식변화에부응하는제도개선을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최근 아동수당 도입 등 재정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OECD 평균수준

(GDP 대비 2.2%) 정도는늘어야한다는의견

이 많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추세에 적응하

기위해서대학, 경제 등사회의각분야별로

구조개혁이필요한시점이다. 밝은미래를가

꾸는 것은 현세대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대학구조조정등대비책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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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중국하얼빈역에안중근의사기념

관이 열렸다. 의외의 일이요 놀랄만한 일이었

다. 남의나라영웅을기리는기념관을세우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그만큼 세상은

변해가고있다는증좌다. 중국은한국이2006

년부터안의사의의거기념표지석만이라도설

치해 달라는 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왔

던적이있어서다. 

한국의민간기업인한분이자비(自費)로 같

은해에하얼빈중심가에안의사의동상을건

립한적이있었다. 중국은이동상에대해서도

그 철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의거

100주년을 맞아 한국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던역사가어느사이에변해중국주도

로기념관이건립되기에이른것이다. 

일본의눈치를보면서의거표지석설치에도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물론

작금의일본과의껄끄러운관계도한몫을했다

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변화와 안중

근 의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소 존경심도 그

에못지않게한몫을했을것이라여겨진다. 

보도에 의하면 안 의사의 기념관 건립 기념

식에서 이 공사를 주관했던 흑룡강 성의 부성

장 쑨야오(孫堯)는 이렇게 기념사를 하였다고

한다. “한세기의긴역사동안안의사를추모

하고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곳에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인류가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

중히여기며과거를반성하며미래를바라보는

계기가되었으면한다”라고.  

아울러 공사를 책임졌던 하얼빈 문화신문

출판국부국장인 쉬허동(徐鶴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말했다고한다. “중국에는특정외국인

을 위한 기념관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안의사의기념관개관을계기로각국이

역사를 제대로 보고 인류평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인사말을한사람들은모두중앙부처의

책임있는지위에있는사람도아니다. 그럼에

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에 우리는 놀

편집인칼럼

대(大)한국인안중근과중국인

金 重 緯

헌정회홍보편찬위원회의장겸

영토문제연구특별위원장

12∼15대의원

前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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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않을수없다. 그들두분의연설에서보

여준 핵심 언어는 안중근 의사를 의사로 평가

하였다는 사실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기억, 그리고과거사에대한일본측의반성과

인류 평화의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 의사의 기념관 건립소식을 듣고 일본 관

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안

의사는“테러리스트일 뿐이다”라고 볼멘소리

를한것과는너무나대조적이기때문이다. 한

마디로중국인민이나우리는현대의대(對)일

역사 인식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도말할수있을것이다.

이부분에서는하얼빈에서안중근의사가이

토(伊藤博文)을사살하고나서밝힌“이토의죄

상15개조”를보면더욱확실하게알수있다. 

안 의사는 이토를 이렇게 지목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를 지휘한 죄, 1905년 한일을사

늑약을강제로체결토록한죄, 1907년정미 7

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같은 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죄, 동년 8월 순종의 이름으로 한국

군을 강제 해산시킨 죄, 그리고 한국통감으로

부임하고나서한국민을괴롭히면서저지른온

갖 범죄 사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고발하였

다. 뿐만아니라마지막교수형을당할때까지

집필에여념이없었던그의“동양평화론”은중

국인의 마음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십수 억의

중국국민을핍박한일본의죄상을낱낱이고발

하면서여순을동양평화의중심지로하여현재

의EU와같은동맹체제를구상하기까지하였

으니말이다. 

그러니이토에대한중국인들의마음이어찌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청일전쟁으로 굴욕을

중국하얼빈역의안중근의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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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청(淸)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이“섬

나라 후배인 이등박문”으로부터 갖은 조롱을

받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고 하는 자탄

의소리도우리는들어알고있으니말이다. 

젊은 나이에 이홍장의 눈에 들어 조선땅에

파견와서는갖은행패를다부린원세개(袁世

凱.위안스카이)까지도 안 의사의 의거와 순국

을 찬양 애도하는 시를 한편 남겼다. “평생에

할일을단숨에끝냈네/죽을곳에서살기를도

모하면 장부가 아니지/삼한 사람으로 태어나

만방에 명성을 드높였네/백년을 사는 이 누가

있을까 죽어 천년을 살리라/(平生營事只今畢/

死地圖生 非丈夫/身在三韓名萬國/生無百世死

千秋.)  

중국의 국부(國父) 손문(孫文)이 안 의사의

순국을못내아쉬워하면서송축시한편을남

겼다.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쳤

나니/백년을살사람누가있을까죽어서천추

에드높이리/약한나라죄인이요강한나라재

상이라/그래도처지를바꿔놓으니이토도죄

인일세/(功蓋三韓名萬國/生無百歲死千秋/弱

國罪人强國相/繼然易地亦藤候(안중근의사숭

모회)”

그뿐이겠는가? 당대의중국지성이요문필가

인양계초(梁啓超)가 안의사를찬양흠모하는

시(詩)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은 지금도 많

은사람들의옷깃을여미게한다. “폭풍이야수

마냥울부짖고/싯누런흙모래대지를휩쓸때/

흑룡강연안에눈보라휘날리고/북극의엄동설

한살을에는데/그사나이지척에서발포하니/

정계의거물이피를쏟았네/대사(大事) 끝내고

웃음소리 터지니/장하다 그 모습 해와 달마냥

빛나네/내가이세상에살아있는한/사마천이

안자(晏子)를 추모하듯 그대를 공경하고/내가

이세상을떠나면/내무덤의사의무덤과나란

히있게되리.”

주은래(周恩來)는“중일갑오전쟁후일본제

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중·조(中朝)인민의

공동투쟁은 본세기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

토를격살한때부터시작되었다고천명하였다.

훗날 주은래의 부인이 된 덩잉차오(鄧潁超)는

어린 나이인 1910년에 공연된 ”안중근과 이토

“라는창작극에서안중근역을한배우로활동

하기도했다는기록도있다. 

장개석(蔣介石) 총통은안중근을위해“장렬

천추(壯烈千秋)”라는 휘호를 남겼고 청말(淸

末)의 사상가였던 장태염(章太炎)은“아시아

제일의 의협남아(亞細亞第一義俠)”라는 휘호

를썼다. 그러면서그는이토의죽음을비아냥

거리는“조 이등박문(弔 伊藤博文)“이라는 시

한편도 남겼다. 이등박문은 백정과 같은 인물

로 제아무리 세도를 부려본들 도랑을 떠난 미

꾸라지 신세가 제격이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

이었다.    

중국 사람들의 이 마음 안중근 의사의 기념

관과함께영원하기를기원해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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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녕이 그림을 잘 그리다 : 이녕은 전주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그림으로 이름이 났

다. 고려 인종 때 추밀사 이자덕을 따라 송

나라에 갔는데 송 휘종이 한림대조 왕가훈

이덕지등에게명하여이녕으로부터그림을

배우라하였다. 또, 이녕에게명하여본국의

예성강도를 그리라 하였다. 이녕이 그림을

완성하여올리니휘종이감탄하고칭찬하여

술과음식비단등을내렸다. 이녕은어려서

내전숭반이준이에게사사하였는데, 이준이

는그림잘그리는이를질투하여후진을추

천하거나 용인하는 일이 적었다. 인종이 이

준이를 불러 이녕이 그린 산수화를 보이니

이준이가놀라말하길“이그림이만일다른

나라에 있다면 신은 천냥을 주고라도 반드

시이그림을사겠습니다”하였다. 송나라상

인이그림을헌상했는데인종은이를중국의

귀한명품으로생각하고기뻐하여이녕을불

러서자랑했더니이녕이말하길“이것은신

이그린것입니다”하였다. 인종이믿지않았

다. 이녕이 배접한 뒷부분을 뜯어보니 과연

그성명이있었다. 왕은더욱그를사랑하였

다. 이녕의아들광필도그림으로의종의총

애를 받았다. 명종이 문신에게 명하여 소상

팔경에관한부를짓게하고곧그것을그림

으로그리게하였다. <고려사열전35>

李寧善畵 : 李寧全州人,少以畵知名,高

麗仁宗朝,隨樞密使李資德如宋,徽宗命翰

林待詔王可訓,陳德之等從寧學畵,且勅寧,

畵本國禮成江圖,旣進,徽宗嘆賞,賜酒食錦

綺.寧少師內殿崇班李俊異,俊異妬後進有

能畵者,少推許,仁宗召俊異示寧所畵山水,

俊異愕然曰 [此畵如在異國,臣必以千金購

之.] 又宋商獻圖畵,仁宗以爲中華奇品,悅

之.召寧誇示,寧曰[是臣筆也.]仁宗不信,寧

取圖?粧背,果有姓名,王益愛幸.寧子光弼,

亦以畵見寵於毅宗,明宗命文臣賦瀟湘八

景,仍寫爲圖.

■이자덕李資德 : 고려인종때의벼슬아

치. 이자연의손자.

■한림대조 翰林待詔 : 송나라 한림원에

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관료. 대조는 학술 글씨 문학 그림 등

다양한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내전숭반內殿崇班: 고려7품에해당하

는관직

■탁장배 : 은 쪼개다, 粧은 서

화류를 배접하여 표구하는 것. 배접한

표구뒤쪽을쪼개보았다는뜻.

■소상팔경瀟湘八景 : 중국 호남성에있

는소상강의여덟풍경. 

원문으로읽는한국사(3회)

남의떡큰줄만알고제안의보물을못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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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초,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

에세계최초5G 이동통신단말기(삼성5G 모

바일핫스팟)를공급했다. 5G 전용스마트폰의

스펙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년

3월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세계최초로시작될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5G 이동통신의 기술과 서비스에 관

한것이고5G가실제로도입되었을때에, 이동

통신 환경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어떤 변

화가생길지에관한기대혹은예측을해본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5G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이동통신기술 역사를 간략

히 소개하고 5G 기술 자체를 소개한다. 또한

왜5G가필요한지를설명한다. 관련국제표준

화움직임을소개한다. 이새로운기술을기반

으로도입될예측가능한 5G 서비스를간략히

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본고의결론이될 5G

서비스가 미칠 다양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언

급할 예정이며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예

측해본다.

이동통신기술의발전역사

이동통신기술은지난 20~30년에걸쳐발전

해왔다. 1G에서 최근 4G까지 10년에 한 번씩

진화를해왔다고보면얼추맞을것이다. 처음

에는음성서비스만제공하다가, 문자메시지와

음성, 그리고이동인터넷서비스로발전하였고,

점차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고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3G 도입 후, 애플

의 아이폰 혹은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 혁명을 가져왔다. 현재의 스마

트폰은모바일통신의하드웨어적기술과상관

없이이동통신서비스혁명을소프트웨어와디

스플레이에서 가져왔다. 국내에서는 AMPS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1G),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G), WCDMA (Wideband CDMA, 3G), LTE

(Long Term Evolution, 4G)를거쳐서지금까

지크게발전해왔다.

시사초점

세계 최초상용화 5G 이동통신

어떻게변화하고어떻게대처해야하나

朴 承 權

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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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 이동통신 기술은 1980년대에 완성되었

다. 아날로그 통신기술을 활용하였고, 크기도

벽돌만하다고 하여‘벽돌폰’이라는 별명도 가

지고있다. 아날로그통신기술이라도청이가

능했고, 오로지 저 품질의 음성통신 서비스밖

에는되지않았다. 

2G는 1990년도말에완성되었고, 최초의디

지털시스템이다. 최대통신속도가64 kbps 수

준이어서 음성과 단문메시지 서비스가 추가되

었고, 음성에보안기능이들어가서도청이거

의불가능했다. 당시유럽과미국은2G 디지털

기술로 시분할 방식(TDMA)을 활용하고 있었

고 CDMA방식인 IS95라는 기술이 최초로 미

국 퀄컴사(Qaulcomm)에서 제시되었다. 한국

이선진국에서입증된TDMA방식을선택한것

이아니라, 논란이많았고기술이입증되지않

았던CDMA를세계최초로도입함으로써정책

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기존 CDMA 핸드폰 제조업체가 당시에 전 세

계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핸드폰 제조사가 커

다란 기회를 맞이하였다. 또한 정말 다행스럽

게도 IS95의 성능은 기존의 TDMA보다 우수

하다는것이실증이되어, 한국이뒤늦게시작

한이동통신장비및기술이전세계로보급되

는황금기를맞이하였다. 

3G는 2000년 10월에시작되었다. CDMA는

광대역 WCDMA와 비동기식 CDMA 등이 나

왔고, 다수의 아류가 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128 kbps에서2 Mbps급까지의서비스가가능

했다. 속도는 현재 4G나 5G 이동통신 기술에

비해비교적늦었지만인터넷사이트에접속할

수있었고, 지금의스마트폰에비해상당히제

한된데이터서비스가가능했다. 

4G 이동통신시스템은 2010년에 개발되었

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3G에 비해 훨씬 빠른

100 Mbps가 가능하였다. 따라서데이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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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니라 큰 파일이나 동영상을 빠르게

내려받고올리고할수있게된것이다. 4G부

터 데이터 전송을 인터넷 체계로 가능해졌고

데이터와음성을하나의인터넷체계로통합하

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현재의 스마트폰 개념

은나와있지않았다. 애플사의아이폰은2007

년도에 최초로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2009년

11월말에KT를통하여국내에최초로아이폰

3GS가 출시되었다. 아이폰의 앱(App) 시장과

화면터치를통한사용자인터페이스는그야말

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통신 하드

웨어와데이터전송기술에집중하고있을때,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

화는경천동지그자체였던것이었다. 

5G는 다른 현대적 기술이 많이 추가되지만

기본적으로 4G의전송속도를 10배정도향상

시킨 것이다. 4G에서 가능했던 100 Mbps에

서 5G에서는 1Gbps 속도가 가능해진다. 5G

의상용화는 2019년 3월에시작되므로, 그서

비스 발전은 아직 정확히 알 수

가없다. 

대표적기술및주파수

5G 이동통신의 대표적 새로운

요소기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데이터전송률을크게개선하

기 위한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

는 Massive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

다수의 채널을 묶어서 전송속도를 높이는

Channel Bundling 기술, 대역폭효율을개선

하는Cognitive Radio 기술, 그리고상향과하

향 대역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In-bend

Full Duplex 기술 등이다. 5G에서 하나의 기

지국이커버할수있는셀의크기가4G의그것

에비해 10분의 1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

다. 따라서 5G에서전국을커버하려면기지국

의수가훨씬더많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내5G 이동통신을위한주파수할당및배

정은 이미 2018년 6월에 완료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다. 총계 3조6천억원의 사용료

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10년간 5G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용이고

10년후다시계약을해야한다. 

5G 이동통신의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재촉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미국의 시스코사가 발

표한“Cisco VNI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2015~2020”자료를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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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을 통한 데이터 교통량 변화 통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누적성장을기록했고, 이러한추이는 2020년

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동영상이

전체데이터교통량중차지하는비중이 2014

년부터 2020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유사한 예측은 다수의 보

고자료에일치하고있다. 스웨덴의에릭슨내

부보고서에의하면, 2009년에서2014년간의

전송된 전체 데이터양이 25 엑사바이트이고,

2015년에서2020년까지570 엑사바이트일것

이라고예측했다. 즉같은기간에22배증가할

것으로예측한것이다. 다시말해서, 이러한수

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4G 이동통

신 기술로는 곧 한계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시말해서5G 기술도입의타당성

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5G 표준화는 현재 3GPP (3rd Generation

Global Partnership)와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에서추진중이

다. 5G로 인정받고 있는 릴리스 (Release)가

14이상인데, 릴리스 16이 2019년 말경에완성

될것으로보이고, 현재는릴리스 15의표준화

가 2018년 6월에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

내 5G 표준기술은릴리스 15에 기반을둘것

으로보인다. 

5G 이동통신의기술능력은다음과같다. 기

지국당 데이터 교통량은 최대 1000배 수준으

로늘릴수있다. 기지국수가 10배이상늘어

나므로, 총 교통량은 1만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는것이다. 동시에연결할수있는단말장치

의개수도 4G에비해 10배~100배더늘릴수

있다. 이 경우, IoT(Internet of Things)와 같

은 가정 내 수많은 장치들과 동시에 핸드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지연도 5배 이상

줄어들수있어1/1000초수준이될것이다. 이

경우, 정밀한산업기계및무인자동차와같이

시간지연에 매우 민감한 응용에 적용될 수 있

을것이다. 사용자당통신속도는10배에서100

배늘릴수있다. 이러한능력을통하여5G 핸

드폰은 HD(High Definition)급 혹은

UHD(Ultra High Definition)급 비디오의 실

시간수신및송신이가능해질것이다. 또한단

말기의 전기소모량을 현재의 10분의 1수준으

로 낮출 수 있다. 이는 결국 IoT 혹은 M2M

(Machine to Machine) 소형단말기의수명이

훨씬더길어질수있다는의미가되는것이다. 

미래서비스전망

5G 기술에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서는핸드폰(eMBB, enhanced Mobile Broad

Band)이 개 선 되 어 야 할 것 이 고 ,

URLLC(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s), 그리고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기술이 하

나의5G 망으로제공되어야하는데, 이들모두

가 동시에 국내에 도입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URLLC와 mMTC는 동시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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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필요는없을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이동통신을 도입하기

위하여첫해에수조원에달하는비용이발생할

것으로예측을하고있는데, 투자대비수익발

생서비스를현재갈구하는상황이다. 가장많

이예측되고있는미래서비스는다음과같다. 

첫 번째로 IoT 관련서비스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5G 기술은다수의 IoT 단말기와동

시에통신을할수있으므로, 사용자가퇴근해

서집에도착했을때, 집안에있는전등이나에

어컨 혹은 히터, 커튼, 오디오 비디오 장치 등

이 사용자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

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간적 행태

변화를 핸드폰이 학습해 두었다가 가정 내 다

수의 장치를 시간대별로 구동할 수 있을 것으

로판단된다. 

두번째로 5G 통신을통하여다양한산업용

장치와자동차등의시간민감형제어를할수

있게된다. 예를들어자동차의경우자율차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자동차 및 인프라로부터

많은정보를수신해야하고, 자동차자체내에

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차에 매우

적은시간지연으로전송해야한다. 현재의4G

통신으로 지연 속도가 5/1000~10/1000초 정

도 걸리므로, 이러한 사용에 부적합했었는데,

5G 기술로 지연시간이 1/1000초 수준으로 낮

아지게 되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기술 후

보자로크게부각된것이다. 전국에서현재움

직이는자동차가광대역의데이터를서로주고

받는다면 이것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자율주

행차가커다란캐시카우 (Cash Cow)가될수

있을것이라전망된다. 이러한것과유사한것

이 드론(Drone) 서비스일 것이다. 드론 또한

고화질로 공중촬영이 가능한데, 5G로 고화질

영상데이터를전송가능할것이다. 

세번째로 5G의광대역능력으로, 광대역이

필요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AR(Augmented

한국은2019년3월경부터세계최초로국가적규모로5G 이동통신서비스를도입하게될것이다.

전세계가사실은한국의5G 이동통신서비스의성공여부를조심스럽게살펴보고있다. 

국내에서5G 이동통신이사용자복지, 새로운서비스창출, 

그리고이동통신사업자입장에서도잘안착이될수있다면, 

전세계적으로조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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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이나 VR(Virtual Reality) 등에도 활

용될수있을것이라보인다. 

네 번째로 개인화된 방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G 핸드폰으로4K UHD 급촬영이가

능할 것이고, 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면,

5G 핸드폰하나로도웬만한방송국과같은역

할을하게될것이다. 현재 이미 4G 핸드폰으

로도HD급촬영과콘텐트를인터넷에올릴수

있다. 5G 핸드폰은UHD급으로촬영과동시에

실시간으로전세계에보낼수있게된다. 하물

며HD급방송촬영및실시간전송은더욱용

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유튜브

(Youtube)나 아프리카TV 등으로 일인방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것

이 더욱 고화질로 정말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가능하게되는것이다. 

본고에서 5G이동통신의 기술과 관련 역사

그리고서비스전망등을짧게살펴보았다. 아

직까지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새

로운 수많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 틀림없다.

이들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와 이동통신사업

자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욱편리하고좋은세상이될것이틀림없다.

이동통신사업자는 IoT 및 자율주행차 등에서

데이터 교통량이 발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

다. 미디어환경만을살펴본다면, 고품질개인

방송이매우용이해질것이틀림없다. 5G 이동

통신 사용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1인

UHD급 실시간 방송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질것이다. 기존방송사는 5G 서비스가

도입됨에따라1인방송및유튜브등의인터넷

동영상서비스로시청률을더욱잃어버리게될

가능성도있다. 

최근에는중국산기지국장치를국내에서도

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소위 말해서 뒷문(Back

Door)를 통하여통신장비데이터를해킹해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보안에 대

한담보를중국에내줄수는없지않겠느냐하

는것이다. 뒷문즉Back Door는제조사가특

별한로그인절차를거쳐서통신장비에접속할

수있게하는것인데, 보통통신장비의원격유

지보수를위해서통신장비제조사가만들어놓

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무서운사실은이

렇게만들어진Back Door를장비사용자가찾

아내기가 어렵고 막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적성

국 즉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내린것같다. 국내에서도유사한움직

임이일어나고있는것같다.  

한국은 2019년 3월경부터세계최초로국가

적규모로 5G 이동통신서비스를도입하게될

것이다. 전세계가사실은한국의5G 이동통신

서비스의성공여부를조심스럽게살펴보고있

다. 국내에서 5G 이동통신이 사용자 복지, 새

로운 서비스 창출,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 입

장에서도잘안착이될수있다면, 전세계적으

로조속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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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현재의국제적상황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21일을 세계 치

매의 날로 정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인

구고령화추세로2050년세계치매환자수가

현재수준(약 5000만명)의 3배이상으로증가

하여, 약 1억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

고있다.

WHO에따르면치매환자관리에드는사회

적비용은연간8180억달러(약916조원)에육

박한다고 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넘는금액이다. 2030년에는이비용이2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2조 달러(약 2240조

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면주요국들의치매대응책은어떠한가?

2009년‘국가치매전략’을시행한영국은치

매 문제를 세계 최초로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해적극대응하고있다. 치매치료제개발투자

와 동시에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

고, 치매환자와간병인의여건을개선하기위

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치매협회는 런던을

2022년까지‘치매 친화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세우고있다.

미국도 2012년시행된‘국가알츠하이머프

로젝트법(NAPA)’에따라2025년까지치매예

방과 치료 방법을 찾는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

웠다. 올해예산에연구비로 19억달러(약 2조

1280억 원)를 책정했으며 내년에는 4억 달러

더늘어난23억달러(약2조5800억원)의예산

이배정될예정이다. 

일본은 지역사회 곳곳에 치매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치매총괄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지역사회 시설과 사회보장체계가 연결된

형태다.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의료시설이나 치

매카페에서발병사실을조기에발견해센터와

연계하면적절한돌봄서비스가환자에게제공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세미나/기조연설

세계적치매정책의현재와미래지향적트렌드

李 相 羲

헌정회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의장

11·12·15·16대의원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金義在)는 11월 30일 헌정회 회의실에서‘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의 기조연설, 문일수 둥국대 의대 교수,

서권일 동아대 생명공학과 교수, 김동현 동아대 의약생명공학과 교수, 유명철 경희대 의과대 석좌교수 등

의발제와토론이있었다. 이날발제내용을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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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센터에서는병의진행단계에따라상이

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정한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호헤베

이크이란마을을치매특구로조성하였다. 치매

환자 150여 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의 목표는

환자들이‘발병 이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

게하는것이다. 이마을에선환자들이먹고자

는것은물론이고쇼핑및요리등일상생활의

전반을 스스로 해결한다. 보호자의 간병 부담

을 줄이면서 치매 진행 속도까지 늦추는 묘안

이다. 이치매마을운영원칙은치매환자의일

상생활수행능력은최대화하고간병인의개입

은최소화하는것이다.

앞으로의예상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비슷한 UN의 WBO

(World Brain Organization)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에는 치매전쟁의 연합전선 구

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적 치매진단예방 치

료의 가상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치매

관련 Web이나 Mental Game 육성법도 제정

될것이다.

치매진단후제대로된서비스를받도록하

기위해일반의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영국은 2010, 2011년 기준으로 42%였던치

매진단율이2015년2월에는59%, 2016년 1월

에는 67.2% 증가로치매치료강화정책을펴

고있다.

2014년2월보건부장관이치매진단후서비

스지원에대한구체적내용을제시했다. 맞춤

정보, 치매상담가, 전문간호사가제공하는상

담및지속적인전문간호등의서비스제공이

그것이다. 또같은해 5월에는일반의및기타

년도 주요내용

2007 영국감사원치매관련보고서를통해국가적치매관리대책필요성을제기

2009
‘Living well with Dementia Strategy' 제1차 국가치매관리계획발표

생애주기에기반한치매돌봄경로(Care Pathway)

2012
'Prime Minister' Challenge on Dementia' 공표

-데이비드캐머런총리가치매진단및보호서비스개선, 치매 친화적지역사회조성과연구촉진에초점

2014
Care Art 2014 제정

- 돌봄서비스이용자의복지뿐만아니라보호자의권익과복지증진에초점

2015
제3차계획발표

-치매위험감소, 치매진단, 치료 및돌봄지원, 치매 친화적지역사회의확대와연구강화에초점

2016
The Well pathway for Dementia 5개년 이행계획발표

-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가 제3차 국가계획추진중

영국의주요치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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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진료인력지원을위한온라인치매로드

맵도추진했다. 

2015년 5월부터모든사람에게일반의를지

정했다. 일반의가치매환자와가족보호자지

원의주도적역할을하도록지시한것이다. 일

반의는 개별화된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

고실행할수있도록했다. 

치매극복을위한국가치매연구개발추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치매관리비용

은 13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1%에이르고있고, 2017년6월조사에따르

면 국민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치매를꼽았다.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

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 친화적인

기반구축을시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협력하여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국가치매연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

간치매연구는체계적인계획없이산발적으

로이뤄져국민이체감할만한성과를거두지

못했다. 기존연구개발의미비점을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전국가적인 연구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

도록‘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

다. 위원회는국내치매연구개발의최고권위

자, 업계 대표 및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

했다. 

위원회에는‘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

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

형 돌봄분과’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

했다. 이를 통해 ▲치매의 예방 ▲진단 ▲치

료 ▲돌봄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세부

연구개발계획을마련할계획이다. 위원회가

마련할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

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

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돌봄기술개발과치

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무게를 둘 계

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혈액검사등을통한

조기진단과원인규명을통한치매치료제개

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

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으로 2018년 2월 5~6일 이틀간 치매연구개

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향후 10년간(2020~2029)의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세

부과제(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 기획안에 반영

하고자마련되었다.

최근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

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

며, 그결과는2019년3월경에나올것으로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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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개발이좌초될위기에있다. 화이

자는존슨앤존슨과공동개발중이던치매치료제

연구를 2012년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여 3상

임상단계까지 갔지만 올해 초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치료제를개발하지않겠다고공식발

표했다. 일라이일리, 액소반트, 머크와같은세

계굴지의회사들이치매치료제개발에실패하

고있다. 현재까지치매는치료제가없다. 현재

사용되는치매관련약은‘치료제’가아니라‘인

지기능 개선제’이다. 치매의 근본 원인인 뇌세

포사망은막지못한다. 아직뇌세포의

사망을막거나역으로뇌세포의건강을

회복시키는치료제는없다.

치매유발유전자억제제의문제점

현재 치매는 세포밖에 Aβ아밀로이

드응집과세포속Tau 엉킴이주원인

으로알려져있으며, 이들의생성을방

지하기위한방향으로연구가되어왔다.

인지기능을 증가시키는 AChE 억제제와 마

찬가지로현재까지개발이시도된약제들은거

의 대부분 효소활성 억제제이다. 아밀로이드

응집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α- /β-/γ-

secretase 억제제, Tau 단백질의응집을방지

하기위한억제제가여기에속한다. 하지만하

나의단백질은한가지기능만하지않는다. 예

로서, Aβ응집을 유발하는 BACE1 유전자(β-

secretase 생성)는 근육방추의 기능과 신경축

삭의말이집형성에중요한역할을한다. 결국

BACE1 억제제는Aβ의생성은줄일수있지만

다른중요한부작용을유발한다.  

Tau는 세포내 미세소관(microtubule: 고속

도로역할을한다)을안정화시키는단백질인데

인산화되면 미세소관에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엉켜 응집된다. 이러한 Tau 응집은 세포내 물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세미나/발제(1)

치매치료약물개발의현황과미래

문 일 수

동국대의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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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통을 마비시켜 신경세포의 사망을 초래하

고이는치매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 따라서

Tau를 인산화시키는 효소인 GSK-3β억제제

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GSK-3β는 Tau 인산화뿐아니라다른

40가지이상의단백질들을인산화한다. GSK-

3β를억제하였을때세포내에서일어나는혼동

을짐작할수있다.

뇌신경세포의속성과예방적측면

뇌신경세포는임신3개월째거의대부분생성

되고그이후는죽어간다. 사실얼마나질서정연

하게잘죽느냐하는것은정상뇌발달과기능에

매우중요하다. 정상적인뇌기능을하기위하여

살아남은신경세포는숙주(사람본인)와평생을

함께한다. 오랜세월을살아가기때문에신경세

포는손상을받을수밖에없다. 그것은정상적인

노화과정인데, 다만여러가지요인으로손상이

더심해지면조기신경세포사가일어나고이는

치매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 

퇴행성 뇌질환(예, 치매)을 비롯한 당뇨, 심

장질환 등 다수 만성질환의 공통된 병인은 세

포내 질병 유발성 변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응

집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 세포속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하는 환

경을피할수없고, 한편으로는이것이정상적

인노화과정이다. 다만노화로인하여변성단

백질들의 생성속도는 증가하는데 이를 제거하

는 효율은 역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변성 단백

질의 축적이 가속된다.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단백질이변성되지만다행히이를제거하는세

포내기전은단한가지단백질정찰계(protein

surveillance system)이다. 변성된 단백질들

은초기단계에는chaperone system에의하여

정상화되던가 proteasome system에 의하여

분해된다. 하지만더많은변성단백질이생겨

축적되면 응집되는데 이 응집물은 자가포식소

체(autophagosome)를 형성하고 용해소체

(lysosome)에융합되어처리된다. 따라서단백

질 정찰계의‘활성화’는 특정 단백질의‘억제

제’개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치매예방 방안

의한가지예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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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진입및치매환자증가

최근의료기술의발달에따라평균수명이대

폭연장되었으며세계적으로고령화사회로진

입함으로 인해 노인인구 및 치매질환 환자가

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치매치료제개발동향

가장대표적인치매로알츠하이머병을들수

있으나 현재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할 수 있

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제약협

회에따르면, 미국에서개발에따른시간과비

용은약 15~20년및 10억달러이상이필요할

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들약물의지속적인복용은다양한인체부

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있는약물은완벽한치료효과를기대

하기어렵기때문에부작용이거의없는건강기

능식품을장기복용하여치매예방및증세를완

화하고자하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건강기능식품소비동향

전세계적으로합성원료에대한기피심리로

인해천연물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연

령대, 성별, 질병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이92%의성장률로매출액순위로2위에진입하

였으며, 앞으로도더욱많은개별인정형건강기

능식품연구개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 치매환자의 진료비는 타 질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기억력 개선(인지기능

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은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세미나/발제(2)

치매 건강기능식품의현황과미래

서 권 일

동아대생명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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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는 구기자 추출물, 녹

차 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 비파엽추출물, 천마등복합추

출물, EPA 및DHA 함유유지, 원지추출분말,

은행잎추출물, 테이난등복합추출물, 피브로

인 효소 가수분해물, 홍삼 농축액, 당귀 추출

복합물이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캡슐형 영

양제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식품가공과 효

능이더욱뛰어난소재의개발에대한필요성

이꾸준히요구된다.

기대효과

근원적치료제가개발되지않은상황에서퇴

행성뇌질환의미래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

되는건강기능식품개발을통해국내경제활성

및수출증진효과를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점차확대되는고령화사회에서국가적의료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치열해지는

R&D 특허경쟁에서국내천연자원의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치매예방및치료와관련된새로운

연구방향을제시할수있다. 

혹시치매? 

다음사항을체크해보자

□같은얘기를반복해서하거나, 반복해서묻는다

□사람이나물건의이름이이전보다잘나오지않는다

□물건 놓은 데를 까먹거나 일 마무리를 까먹는 게

이전보다눈에띄게늘었다

□수도나가스를잠그는것을종종잊는다

□산보등의일과를하지않게됐다

□시간이나장소감각이애매해졌다

□이전에있었던흥미와관심이없어졌다

□차림새에대해이전보다별로신경을쓰지않는다

□계절이나장소에맞지않는복장을하고있다

□지불할때고액지폐를낸다

이상 체크 리스트 상당수에 해당하면 가족들과 상의

하되 본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병원 진찰을 받아

보도록한다. 

<시게타마사히로繁田雅弘일본도쿄자혜회의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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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서는 현대의학에서의 치매와 정확히

일치하는질환명이없다. 대신의미가다른치

애 , 매병 , 건망(健忘), 전광(癲狂) 등

과 같은 신경정신질환들이 노인에게서 발병하

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묶어

현대한의학에서는치매의원인을크게두가지

로보고있다. 하나는수해(髓海)가충만하지못

하여생기는신경정신질환으로수해(髓海)는해

부학적으로 뇌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기울

(氣鬱)이 오래되어 기혈운행(氣血運行)이 순조

롭지못하여생긴담음(痰飮)에의해치매가발

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학에서의 알츠하

이머병보다는혈관성치매의원인과가깝다. 

국제저널을통한보고및의약품으로의개발은

주로일본연구자들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

정이다. 하지만이러한시도조차도의약품으로의

개발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실제로하위단계

의임상연구에서효과가있다고밝혀진처방들이

고위 단계의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따라서한방에서의치매질환관리에있

어서도질환발병이후치료보다는발병전예방

으로그대응방향을설정하는것이옳다는임상

및기초연구자들의의견이존재한다. 따라서치

매예방을목적으로한처방및한약재의개발이

필요하다.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세미나/발제(3)

한의·한약학적관점에서본치매

김 동 현

동아대의약생명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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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치료하는 최대의 목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을막는것이다. 이를위해정해져있

는것이진단기준과강압목표다. 최근국제적

으로그수치가엄격해지고있다.

혈압은 전신을 도는 혈액이 혈관의 벽을 밀

치는압력을말한다. 혈액은심장이수축과확

장을 반복하여 전신의 혈관을 돈다. 혈압이라

는것은혈액이흐를때혈관의벽을미는압력

을말한다. 혈압에는최고와최저가있다. 최고

혈압은심장이수축해서전신에혈액이보내지

는순간의혈압으로, 수축기혈압이라고한다.

이때 혈관의 벽에는 최고로 강한 압력이 가해

진다. 최저혈압은심장이확장해서혈액이돌

아오는 때의 혈압으로 확장기 혈압이라고 한

다. 이 때 혈관의 벽에 가해지는 압력은 가장

약해진다.

▼혈압은혈액의양과혈관의저항으로결정

심장에서보내진혈액의양이많으면혈관의벽

을 미는 압력이 강해지므로 혈압이 올라간다.

또, 혈관이수축해서혈관의저항이커지면혈

액이흐르기어려워져혈압이올라간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 일본에서는 진찰실

에서 측정한 최고혈압이 140㎜/Hg이상, 또는

최저혈압이 90㎜/Hg이상의 상태가 계속되면

고혈압이라고 진단된다. 이 진단 기준에 의해

혈압을 낮추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병위

험을줄일수있기때문에세계적으로이수치

가사용된다. 최근연구에서혈압을더욱더내

리면리스크도더억제할수있다는점이밝혀

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최근 진단

기준과 강압목표가 점점 더 엄격한 수치로 변

경되고있다. 일본에서는향후어떻게해야하

는가에대해현재검토가진행되고있다.

국제적으로고혈압진단기준점점엄격해져

고혈압의무서운점은자각증상이없는데결

국뇌졸중이나심근경색등으로이어진다는점

이다. 고혈압은자각증상이거의없고, 일상생

활에 영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방치하면생명에관계되는병을일으키기때문

에‘침묵의살인자’라고불린다.

▼가장 많은 것은 뇌졸중 고혈압의영향이

해외건강정보(1)

얼마부터가고혈압이며
얼마까지내려야하는가

●●●다음 글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발행하는‘오늘의 건강’2018년 12월호에 실린 신세대의 고혈

압대책(일본고혈압학회이사土橋卓也도바시타쿠야) 기사에서발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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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것은 뇌졸중이다. 뇌졸중에는 뇌의

혈관이파괴되는뇌출혈, 뇌의혈관이막히는

뇌경색, 뇌의 두꺼운혈관에생기는뇌동맥류

(瘤 혹이라는 뜻)라는 혹이 파괴되어 큰 출혈

이 일어나는 지주막하출혈(여기서 지주 蜘蛛

는 거미라는 뜻으로, 가는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

져 있는 모양에서 유

래)이 있다. 모두다

생명에 관계되거나

거동불가 중질환의

원인이된다.

▼그 밖의 병 고혈

압은협심증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과도깊게

관계돼있다. 심장에혈액을공급하는관(冠)동

맥이좁아지는게협십증, 막히는것이심근경

색이다. 심부전은심장의움직임이서서히저하

되는병이다. 또, 부정맥은심장의수축리듬에

이상이생기는병으로, 그중에서도고령자에게

많은 심방 세동(細動)은 중증 뇌경색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은 신장(腎臟)병의 원인도 된다.

또, 오줌을 만들어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신장의움직임이저하하면혈압이점점더상승

하는악순환이일어난다. 고혈압은치매에도관

계가있다고한다. 특히뇌졸중이원인으로일

어나는혈관성치매와깊게관련이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는 장기일수록 위험

고혈압의영향이큰것이뇌심장신장이다. 이

들 장기의혈관에는공통점이있다. 예를 들어

팔의동맥은끝으로가면서점점가늘어지므로

혈액이혈관의벽을누르는압력도천천히저하

된다. 이에비해뇌의경우는직경3~6㎜의동

맥으로부터천통지(穿通枝구멍뚫린모양으로

관통된 가지라는 뜻)라고 하는 0.1㎜이하의 가

는혈관으로갑자기분기

된다. 심장은직경 2.5

㎝정도의 매우 두꺼

운 대동맥으로부터

2~3㎜의 관동맥으

로 분기된다. 신장

도직경3~5㎜의신

동맥으로부터갑자기

가늘어져 0.01㎜전후의 혈관으로 만들어진 조

직(사구체絲球體실타래)이된다. 이들장기에

는 두꺼운 혈관의 벽에 가해지던 압력이 별로

낮아지지않은상태로좁은혈관벽에가해지기

때문에고혈압에의한형향을받기쉽다.

▼고협압의 원인 유전, 환경, 연령으로 대

별된다

11.. 유유전전적적 요요인인 :: 양친이나형제자매에 고혈

압이있는경우는고혈압이일어나기쉽다.

22.. 환환경경적적요요인인 :: 식사나운동등의생활습관

을말한다. 이는유전적요인과는달리자기

가바꿀수있다. 그중에도특히중요한것이

소금섭취다. 인간의몸에는체내의염분농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

금을 과다 섭취해 체내의 염분이 증가하면

염분농도를조절하기위해체내의수분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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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혈액의양이증가한다. 그때여분의소

금과수분을콩팥으로부터배설하지만, 콩팥

의 움직임이 불충분해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혈액의양이늘어나는상태가계속돼

혈압이상승한다. 또, 늘어난혈액을무리하

게 배설하려하기 때문에 혈압이 한층 더 높

아진다. 특히일본에서는‘식염감수성’이높

아 소금을 취하면 혈압이 오르기 쉬운 사람

이많다는사실이밝혀졌다.

33.. 연연령령 ::고혈압은최대의원인이연령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는 60대의 60% 이

상, 70대의 70~80%가 고혈압으로 나타났

다. 젊은시절에는혈관에탄력이있어기세

좋게 흐르는 혈액을 혈관 벽이 유연하게 받

아들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경

화되어 기세 좋게 흐르는 혈액이 경화된 혈

관벽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른

다. 고혈압의진단은간단하다. 혈압을내리

는약도보급돼있다. 그런데도고혈압환자

들은 고혈압을 충분히 내리지 못한다. 이것

은국제적으로큰문제가되어있다. 이를극

복하기위해서는생활습관개선과약에의한

치료에좀더적극적으로임할필요가있다.

고혈압의최대적은소금

또, 비만이 있으면 내장지방의 지방세포가

이런저런물질을분비해혈압을조절하는자율

신경계나 호르몬의 움직임을 어지럽힌다. 그

결과혈관이수축하거나염분이체내에쌓이면

혈압이올라간다. 또, 과식하면염분의섭취량

도당연히늘어난다.

운동은 여분의 염분이 신장으로부터 배설되

는것을돕는다. 운동부족은혈압을올리는원

인이다. 또, 스트레스로긴장하거나불안을느

끼면혈관이수축해혈압이올라간다.

술은 마신 직후에는 혈관이 확장해 혈압이

내려가지만 술이 깨면 거꾸로 올라가기 쉽다.

장기간의대량음주도고혈압을초래한다.

담배는 한 개피를 피우면 혈압이 15분 정도

상승하는것으로돼있다. 또끽연자체가뇌졸

중이나심근경색의발병리스크를올린다.

▼고혈압 약, 환자의 의문과 의사의 느낌

고혈압은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적극적이지않은환자가많다. 약에대

한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

도록해보자.

고혈압의 약물요법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

든가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는 약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치료는 생활습관의 개선으

로부터시작된다. 생활습관개선을3개월정도

시도해도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경우

약을 사용한다. 다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병 리스크가 높을 때는 초기부터 약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혈압이

160 이상, 나아가 180 이상으로 특히 높을 경

우, 당뇨병, 메타볼릭신드롬(대사증후군, 심혈

관질환), 만성신장병이있는경우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발병시키는경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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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종류 고혈압약은혈관을확장시키거

나혈액의양을감소시키는등으로혈압을내린

다. 주로다음과같은약이사용된다. △칼슘길항

(拮抗) 약-혈관벽에직접작용해혈관을넓힌다.

△ARB/ACE 저해약- 혈압을올리는호르몬의

작용을억제해혈관을넓혀준다. △이뇨(利尿) 약

- 신장으로부터의염분배설을쉽게해주고혈액

의양을줄인다. △β차단약- 심장으로부터보내

지는혈액의양을줄인다.고혈압의치료에는이

러한약이널리사용된다. 그러나전국의관련의

사약1000여명을대상으로행해진앙케트조사

에서는 약 85%의 의사가 고혈압의 약물요법을

행할때에곤란한점이있다고회답하고있다. 그

배경에는약에대한환자의불안과의문이있다.

여기서부터는많은환자들이느끼는불안과의문

에대해답해나가보도록한다.

▼환자의소리 1 “약을계속먹는것이싫다”

약을먹는것을부정적으로받아들일게아니라

약을먹어혈압을콘트롤하는것으로장수할수

있게된다고전향적으로생각하면좋을것이다.

정상의혈압을유지하기위해많은환자가약을

계속먹는다. 다만, 고혈압약은반드시일생동

안계속먹지않으면안되는것은아니다. 혈압

이별로높지않은경우나당뇨병등의합병증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의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예를들어염분을많이섭취했으나이를줄여혈

압이내린경우는약을끊는경우가있다. 고도

비만이있는사람이감량이나감염을해서혈압

이내린경우도약을끊는경우가있다. 또, 계절

이나생활습관등에맞춰약의종류와양을조절

하는경우도종종있다. 예를들어여름에혈압

이내리는사람은여름철에는약의종류와양을

줄이고, 겨울이되면원래대로하는등이다.

요즘고혈압약은부작용거의없어

▼환자의 소리 2 “약의 부작용이 걱정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적

고안정성이높다는것이확인돼있다. 중요한

부작용이나타나는경우는없으므로그다지걱

정할필요는없다. 약을먹으면‘일어설때어

지럼증’이일어나는경우가있다. 이는부작용

이 아니라 약의 효과가 과해 혈압이 지나치게

내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특히 입욕

이나음주후, 식후에는혈압이내려가기쉽고,

‘일어설때어지럼증’이일어나기쉽다.

고령자의경우는‘일어설때어지럼증’이일

어나면넘어져골절이되는위험이있다. ‘일어

설 때 어지럼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의사에

게말해야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약의양을

조절한다든지먹는시간을바꾸든지한다. ‘일

어설때어지럼증’을막기위해특히75세이상

의환자나체력이저하된고령환자에게는일반

성인이먹는양의반정도로처방한다. 약의양

을세세하게조절하면서 1~3개월정도에걸쳐

혈압을천천히내리는것이다.

▼환자의 소리 3 “혈압이 내렸으므로 약을

자기스스로조절해도되지않나요”혈압은항

상변동하기때문에혈압이내리는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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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이유로자기판단으로약을끊거나양을줄

이거나하면혈압의상승으로연결된다. 그러므

로약은의사의지시대로먹어야한다. 약을먹지

않을경우반드시의사에게이를말해야한다. 약

을먹지않았기때문에혈압이오른것인지먹었

는데도오른것인지파악하는것은의사가치료

방침을검토하는데있어절대로중요하다.

▼환자의소리 4 “약은언제먹으면좋은가”

고혈압약은일반적으로 1일 1회조식후에먹

는타입이주류다. 혈압은하루중활동하고있

는때는가장높게오르기쉽기때문에아침에

약을먹어두는것으로활동중의혈압을양호

하게콘트롤하기위해서다.

아침에 한번 먹는 약은 효과가 다음날 아침

까지 지속한다.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는

아침과밤2회로나눠먹는다든가밤에먹는다

든가하는식으로조정한다. 일의사정등으로

아침에 제대로 챙겨먹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확

실히복용가능한시간대에먹도록한다. 이러

한조정은의사와상담을거쳐행해야한다.

한방약감초고혈압유발가능성

▼환자의 소리 5 “약은 될수록 늘리고 싶지

않다”고혈압환자의대다수는2∼3종류의약

을먹고있다. 약의양을늘리기보다작용이다

른 약을 병용하는 것이 혈압을 확실히 내리는

길이요, 부작용을줄이는길이기때문이다. 복

수의약을처방받은경우고혈압이중하기때

문이아니라보다효과적으로부작용없는방법

을취하기때문이다. 최근에는작용이다른2종

류의 약을 하나의 정제에 넣은 복합제도 늘었

다. 복합제를사용하는것으로복용을깜박하는

일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또 비용도 2종류의

약보다는저렴하다. 다만개개의약의양을세

세하게조절하는것은불가능하다.

▼환자의 소리 6 “약을 먹어도 혈압이 내리

지 않는다”많은경우2~3종류의약을사용하

면 혈압이 내린다. 그래도 혈압이 별로 내리지

않는경우생활습관의개선이불충분하다든가2

차성고혈압또는다른약의영향등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활습관의 개선으로는 감염,

비만대책이불충분하다든지하면약이듣기어

렵다. 감염을 철저히 이행하면 혈압은 내린다.

특히염분을과다섭취하면ARB나ACE 저해약

의효과를방해한다. 2차성고혈압은다른병이

원인이되어일어나는고혈압이다. 주요한원인

으로는원발성(原發性) 알도스테론증, 수면시무

호흡증후군, 신장병등이있다. 원발성알도스테

론증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부신에서 만들

어지는나트륨축적호르몬이과잉분비되는병

이다. 중증고혈압이되기쉽고뇌졸중이나심근

경색을발생시키기쉽다. 한방약에사용되는감

초는체내에염분을축적시켜혈압을올리는경

우가있다. 또, 진통제로쓰이는비스테로이드

성항염증약은혈압을상승시켜일부고혈압약

의효과를약화시킨다고보고되고있다. 이들약

을오래사용하면혈압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

으므로사용할경우의사에게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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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는 아직

미국식 민주정

치에서 잘 알려진‘건국아버지’

라는 미국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다. 필자(李榮一 11·12·

15 의원)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을 단점이나 흠결 중심으로만

보는 접근 대신에 공헌이나 업

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 공과 과를 동시에 살펴나감으로

써국가지도자를보는국민적시각을바꿔나가

겠다는기대에서이책을쓰게되었다. 

이승만은 해방된 조국이 유엔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를통해대한민국을세움으로써자칫소

련의위성국으로전락할지모를위기상황을극

복했고북한의6.25남침에서나라를지켰고나

아가한미방위조약을체결, 한반도에서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더

욱이 한국발전의 기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궤도를 깔아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은큰업적이다.

박정희는 중동이나 남미의 독재자들과는 달

리자기권력을사적치부의수단으로삼지않

고 국력배양에 사용했다는 점

에서평가받는다. 그는집권내

내개발독재라는말이잘어울

리는 통치를 자행했지만 당시

후진국가로서의한국이자유와

민주만으로는 이룩하기 힘든

국력배양을 통해 한국의 국가

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

를쌓아올린점이높이평가받

는다.  전두환은민의에맞서군을동원하는계

엄정치대신에민의에순응, 단임약속을끝까

지지키다가백담사유배와내란죄로옥살이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단임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1인 장기

집권의폐단을막고단임제를정착시키는데기

여한점도크게평가받아야한다.

한국에서지주가다수인국회에서농지개혁

법이어렵지않게통과될수있었던것은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소작농을 거느린 인

촌 김성수 선생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솔선

지지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예상외로 빨리 통과되었음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미워할수없는우리들의대통령’

功過동시에살펴국민적시각개선기대

회원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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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4국과실록

대다수정치학자들은거의예외없이21세기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부응하는새로운리더십

모델을찾고자하면서해방이후의대통령들만

분석대상으로삼고있다. 이는‘학문의자폐화

(自閉化)’를재촉하는길이다. 해방이후에등장

한역대‘선출된왕’의잘못된DNA를끄집어내

새로운‘롤모델’을찾아내고자한다면응당조

선조역대군왕의행보에서그실마리를찾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및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 속한 동아4국에서

일찍부터실록(實錄)이등장한이유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실록을 체계적으로

편찬하기시작했다. 그게바로『고려실록』이다.

고려조는역대군왕의실록을 2부씩만들어궁

궐에 1부, 해인사에 1부를비치해두었다. 여러

차례병란의위기를넘긴『고려실록』은조선조

에들어와경복궁춘추관에 1부가보관돼있었

으나임진왜란때모두소실되고말았다. 불행

중다행으로정사『고려사』는세조때찍어낸주

자본(鑄字本)과 이를 복각한 목판본(木版本)의

형태로21세기현재까지전해지고있다. 

조선조는 역대 군왕의 실록을 만들 때마다

늘4∼5부를만들어두었다. 고려조역대군왕

의실록이요나라의침공및홍건적의난등으

로인해자주소실된전례를감안한것이다. 조

선조는건국직후춘추관(春秋館)을 설립해소

속된사관(史官)들로하여금군왕을따라다니

인문학산책

외왕내제(外王內帝)와 외시내묘(外諡內廟)

申 東 埈

21세기정경연구소장

필자학오(學五) 신동준소장은서울대정치학과, 동대학원에서수학했다. 고교시절부터태동고전연구소

에서한학자임창순선생께고전등을배웠으며동양정치사상에관심이많았다. 필자는동경대동양문화

연구소객원연구원으로활동했으며‘춘추전국시대정치사상비교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 그 후조선

일보, 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를거쳐현재‘월간조선’‘주간동아’‘주간경향’‘이코노믹리뷰’등다양한매

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중이다. 저서로‘역사는 반복된다’‘관자평전’‘리더라면 한비자처럼, 참모라면

마키아벨리처럼’‘조조리더십평전’外 140여권을출간했다.‘憲政’은한국사를포함해중국, 일본등동

아시아와관련한역사를 12회에걸쳐연재한다. <편집자>  

1월헌정78-144수  2018.12.24 13:9  페이지92   MAC-3       



2019. 1 93

면서 군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케

했다. 태조이성계(李成桂)부터철종이변( )

때까지의역사를편년체로기록한『조선왕조실

록』은지난 1997년 유네스코에의해세계기록

유산으로지정됐다. 

동아4국은 오래전부터 역대 왕조의 사적을

실록형태로남기기위해애썼다. 일본은『덕천

실기( )』와『명치천황실록(明治天皇實

錄)』등을 남겼고 베트남은『대남실록(大南寔

錄)』을 남겼다. 중국은 가장 먼저 실록을 펴낸

역사를지니고있다. 남북조시대남조양(梁)나

라때『천자문』을펴낸바있는역사가주흥사

(周興嗣)가 양무제(梁武帝)의 사적을 기록한

『양황제실록(梁皇帝實錄)』이 동아4국 최초의

실록이다. 

당나라이후사관을시켜역사를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중국은 청

나라말기광서제때역대왕조의실록을대대

적으로수집한바있다. 그러나이미원나라이

전의 실록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다. 가까스로

당나라말기한유(韓愈)가편제한『순종실록(順

宗實錄)』과 북송 초기에 나온『태종실록

( )』잔본( ) 20권만손에넣을수

있었다. 다만중국도『명실록』과『청실록』만큼

은『조선왕조실록』처럼 21세기 현재까지 완벽

한형태로보관하고있다. 

그러나『명실록』과『청실록』은양과질두측

면에서『조선왕조실록』과비교가되지않는다.

『명실록』은183책1,600만자, 『청실록』은60책

2,400만자가량이다. 『조선왕조실록』은888책

4,965만자이다. 『명실록』과『청실록』을 합친

것보다 900만자나 많다. 『조선왕조실록』을 차

례대로 쌓아 올리면 대략 아파트 9층 높이에

달한다. 

질적인면에서도비교가되지않는다. 『조선

왕조실록』에는정사뿐만아니라국왕과신하들

의인물정보, 외교와군사관계, 의례의진행,

천문관측과천재지변기록, 법령과전례자료,

호구와부세내역, 요역의통계자료, 지방정보

와민간동향, 상소와비답등모든사안이자

세히기록돼있다. 조선조전시기를아우르는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런 식으로 한 왕조의 모든 사안을 꼼꼼하면서

도정확하게기록한사서는지구상에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조 역대 군왕의 사

적이매우정밀하게기록돼있다. 주목할것은

이들가운데자신의사적과관련한사초(史草)

를 읽어본사람은단 1명도없다는점이다. 흔

히 연산군이 사화(史禍)로도 불리는 무오사화

조선왕조실록(태조,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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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士禍) 때자신의사초를본것으로알려져

있으나이는사실과다르다. 그는본인의사초가

아닌증조부인세조에관한사초를보았을뿐이

다. 그내용또한문제가된부분만신하인이극

돈이발췌해베껴온초략(抄略)에불과했다.

묘호(廟號)와시호(諡號)

동아4국의 역대 군왕은 사후에 묘호(廟號)

또는 시호(諡號)로 불렸다. 묘호는 붕어한 뒤

종묘인태묘(太廟)에 위패를모시고제사를지

낼때사용됐다. 시호는군주에게만올린묘호

와달리군신(君臣) 모두에게사후에생전에이

룬공을감안해붙여졌다. 

묘호는은나라때종묘에위패가모셔진군주

에게올리기위해최초로등장했다. 31명의은나

라군왕가운데오직3명만이묘호를받았다. 3

대군주인태갑(太甲)이태종(太宗), 10대군주인

태무(太戊)가 중종(中宗), 23대 군주인 무정(武

丁)이고종(高宗)의묘호를받았다. 주나라는시

호만올리고따로묘호를바치지않았다. 진시황

은천하를통일한후후대의군신(君臣)이선대

군주의행적을살펴묘호와시호를정하는것을

옳지않다고여긴나머지묘호와시호를모두폐

기했다. 대신스스로시황(始皇)을칭한뒤자신

의후대는차례대로2세, 3세, 4세등을칭하도

록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진시황의 급서로

진나라가패망하면서곧바로사라졌다.

사상 두 번째로 천하를 통일한 한고제(漢高

帝) 유방(劉邦)은이와정반대로은나라의묘호

제도와 주나라의 시호 제도를 모두 받아들였

다. 그 결과유방은태조(太祖), 문경지치(文景

之治)의 성세를 연 한문제(漢文帝)는 태종(太

宗), 사방을 정벌해 국위를 크게 떨친 한무제

(漢武帝)는세종(世宗) 등의묘호를받았다. 

주목할 것은 한나라 역시 처음부터 묘호 제

도가완벽히정비된게아니라는점이다. 사마

천이『사기』에 한고제(漢高帝) 유방을 한고조

(漢高祖)로 기록한 게 그렇다. 유방의 묘호는

말할 것도 없이‘태조’이고, 시호는 고황제(高

皇帝)이다. 청나라강희제(康熙帝)의묘호가성

조(聖祖), 시호가 인황제(仁皇帝)인 것과 닮았

다. 중국은명나라이래 1명의황제에게 1개의

연호를사용하는이른바일제일호(一帝一號)의

관행을지켰다. 

많은사람들이유방을‘한고조’로칭하고있

으나이는잘못이다. 유방은묘호가‘태조’, 시

호가‘고황제’인까닭에‘고조’로칭해서는안

된다. 사마천이『사기』에서유방을‘고조’로잘

못 칭하는 바람에 21세기 현재까지 그대로 이

어지고있는셈이다. 

한나라는전한과후한을막론하고묘호를과

도하게남발한바있다. 전한때이에대한지

적이일자한원제(漢元帝)의고종(高宗)과한성

제(漢成帝)의 통종(統宗), 한애제(漢哀帝)의 원

종(元宗) 묘호가 나중에 삭제됐다. 후한 때도

동탁정권에가담한채옹(蔡邕)의 건의를받아

들여 후한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의 세조(世

祖), 후한의 기틀을 다진 한명제(漢明帝)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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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顯宗), 덕치를 실현한 한장제(漢章帝)의 숙

종(肅宗) 묘호를제외한여타황제의묘호를모

두삭제했다. 

당나라이후에는모든군주의위패를태묘에

봉안하면서묘호를올리는게일반화됐다. 당나

라를세운당고조이연(李淵)은자신의4대조상

에게모두묘호와시호를올린뒤태묘에모셨

다. 이때 황제국의종묘 제도인이른바‘7묘제

(七廟制)’가확립됐다. 이미붕어한황제를시호

대신묘호로부르는관행도이때생겨났다.

원래‘7묘제’하에서는 황제만 사후에 묘호

를보유할수있었고, 제후국의군주는‘5묘제’

하에서시호만쓰도록돼있었다. 그것도중국

에시호를청하는청시(請諡)를행한뒤에야비

로소사용했다. 그러나한국의경우는이미삼

국시대부터묘호와비슷한호칭을사용하기시

작했다. 중국에‘청시’의예를행한적도없다.

대표적인예로고구려의6대군주인태조를들

수 있다. 그는 서기 146년에 아우인 차대왕에

게 보위를 넘긴 뒤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스스

로‘태조대왕’을 칭했다. 신라는 29대 군주인

무열왕 때 신하들이‘태종’의 호칭을 올렸다.

백제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의 초석을 쌓았다는

취지에서 봉헌한 것이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

는 종묘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까닭에‘태조’

와‘태종’등의 호칭은 엄밀히 말하면 묘호가

아닌존호(尊號)에해당한다. 

고려는중원이 5대10국 등으로혼란에빠지

자베트남처럼밖으로는국왕으로낮추지만안

으로는 황제를 칭하는 이른바‘외왕내제(外王

內帝)’제도를채택했다. 초창기부터독자적인

묘호와 연호를 쓰면서 왕이 스스로를 칭할 때

는 짐(朕), 신하들이 왕을 칭할 때는 폐하(陛

下), 왕의아들은태자(太子)로칭한게그렇다.

이후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묘호와 연호를

쓰지못하다가조선조가들어서면서다시묘호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조는 고려 때처럼

안으로만묘호를쓰고밖으로는중국이하사한

시호를사용하는이른바‘외시내묘(外諡內廟)’

의편법을구사했다. 

정유재란당시지원군으로온명나라의병부

주사 정응태(丁應泰)는 만력제(萬曆帝)에게 조

선이 감히 대국의 고유한 관습인 묘호 제도를

따라한다며조선정부를문책할것을주청하는

표문을올렸다. 그러나이는명나라내부의분

란으로인해이내흐지부지됐다.

시호는군주와신하가공히받을수있었던까

닭에사대부들은시호에매우민감했다. 문관의

경우는‘문(文)’의시자(諡字)가들어간것을최

상으로쳤다. 성리학을집대성한주희가문공(文

公)의시호를받은게대표적이다. 조선조에서도

퇴계이황과율곡이이가각각문순(文純)과문

성(文成)의 시호를 받았다. 무관의 경우는‘충

(忠)’의시자가들어간것을최상으로쳤다. 조선

조에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이외에도‘충무

공’의 시호를 받은 사람이 모두 8명이나 된다.

속히부국강병을이뤄‘외왕내제’와‘외시내묘’

의한계를벗어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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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본풀이/ 당금애기신화

‘제석본풀이’라불리는‘당금애기’신화는천신

(天神) 시준(世尊)님과해동국(海東國) 당금애기의

만남과결합을통하여세아들을얻음으로써, 당

금애기는 아이를 점지해 주고 순산하게 하며 병

없이키워내는신력(神力)을 지닌여신(女神) ‘삼

신할머니’가 되고, 당금애기의 세쌍둥이 아들은

인간의 수명·자손·운명· 농업을 관장하는 제

석신(帝釋神)이 되는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

화이다. 이 신화는 전국적 전승유형의 서사무가

(敍事巫歌)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자료만 해

도60종이넘는다. 제석본풀이는여러편의전승

자료이다보니그내용이나구성면에서서로많

은차이가있다. 주인공의이름만하더라도‘당금

애기’외에 제석님 딸애기, 서장애기, 상남아기,

시준애기, 자지명애기 등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이름과상관없이‘순결한모성’의표상으로서기

본성격은같다고볼수있다. 본호에서는당금애

기전승자료60여편중에서가장원형에가깝다

고생각되는동해안지역자료를소개한다.

제석본풀이/ 동해안지방의무가(巫歌) 

시준(世尊)님의근본

시준님 근본이 어디인가 하면 하늘나라다. 시

준님은 하늘나라에 살다가 인간세상 서쪽 나라

개비랑국 태자의 몸으로 환생하여 태어났다. 부

모가 늦은 나이에 그를 얻어 보배같이 아꼈으나

세월이 무상한지라 시준님이 십여 세 때에 부모

님이세상을떠나니외톨이고아가되고말았다.

그래도 나라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모시려 하였

으나, 그는이미속세에뜻을잃은뒤라부친옥

새를 깊숙이 감춰두고 황금산 깊은 산중에 꼭꼭

파묻혀 세월을 보내면서 도를 닦으니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리하여 시준님은 장삼을 걸

쳐입고바랑을걸머진채사람사는마을로나오

는데, 검고얽고찡긴얼굴에귀밑으로때가얼기

설기흘렀다. 그러나등뒤에보일듯말듯북두

칠성이응하고두어깨에해와달이응하였다.

시준님, 당금애기를만나다

시준님이넓은세상을두루찾아다니던중, 발

인문학산책

한국 고대신화를찾아서(4) 

蔡 賢 秉

시조시인, 서예가

(사)한국시조협회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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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머나먼 동쪽 나라 해동조선에 다다랐다.

산천의 수려하므로 성인이 여럿 태어날 땅이었

다. 그 땅에누가있었던가. 이름도아름다운당

금애기가 있었다. 해동(海東)의 제일 부자 만년

장재비가아들을아홉낳은다음, 명산대천에정

성껏빌어서얻은귀한딸이었다. 금이야옥이야

사랑하며딸을기르니, 천상선녀의화신인듯맑

은자태와고운마음씨가아름답기그지없었다.

이이야기를전해들은시준님이열두대문겹겹

이두른당금애기집을찾아갔다. 집앞에다다르니

세길담장이사방을둘러싸고우뚝솟은 솟을대문

이꽁꽁닫혀있다. 하늘을나는새와땅을기는쥐

도감히들어갈틈이없을정도였다.

마침당금애기아버지어머니는산천유람을떠

나고아홉오라비는나랏일을돌보러떠나집에있

는 이는 당금애기와 몸종 금단춘과 명산군뿐이었

다. 이때에난데없는염불소리가들렸다.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명산군이시주승의기색을엿보는데염불을외

던시준님이열리지않는문을향해주문을외기시

작하자철통같은대문이와그랑창창소리를내며

활짝열렸다. 깜짝놀란명산군이잽싸게안으로뛰

어들며이문저문을꼭꼭잠가보았지만시준님의

신통력을당할수없었다. 열두대문이스르렁툭탁

열리고나니당금애기거처하는별당앞이다.

“서천 서역 땅 금불암 화주승이 당금애기님께

시주를청하나이다.”

얼굴이 빨개진 당금애기가 가슴이 콩콩 뛰어

어쩔줄모르다가고개를살짝숙이고합장한채

앵두처럼붉은입을열어하는말이,

“스님, 때를 잘못 맞추셨습니다. 부모님과 오

라버니들이 잠시 집을 떠나 곳간이 꼭꼭 잠겼으

니시주동냥을드릴수없습니다.”

“그일일랑걱정마오.”

시준님이짚고있던쇠지팡이를하늘로치켜들

고 왼발로 땅을 세 번 구르니 꼭꼭 닫혔던 곳간

문이스르렁덜컹열렸다. 당금애기가놀란마음

을겨우진정시키면서말하였다.

“스님, 어떤쌀로드릴까요? 아버지드시던쌀

을드릴까요?”

“그쌀은누린내가나서받을수없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던 쌀은 비린내가 나서 못 받

겠습니다.”

“오라버니가 먹던 쌀은 땀내가 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당금애기님드시던쌀로손수서말서되서

홉을퍼주오.”

당금애기는 하는 수 없이 곳간으로 들어가 자

기쌀독에서깨끗한쌀서말서되서홉을떠다

젓가락으로쌀알을줍는당금애기

1월헌정78-144수  2018.12.24 13:9  페이지97   MAC-3       



98

가 동냥자루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런데 자루

에 들어간 쌀이 땅바닥으로 주르륵 쏟아지고 말

았다.

“어찌 밑 빠진 자루를 가지고 동냥을 다닌단

말씀입니까?”

당금애기는얼른동냥자루를기운후, 빗자루를

찾아들고땅에쏟아진쌀을쓸어모으려했다.

“부처님께 올릴 쌀을 험하게 다루면 안 됩니

다. 싸리나무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지요.”

당금애기는 묘한 떨림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후원에올라싸리나무를꺾어다가젓가락을만들

어땅에떨어진쌀을주워담기시작했다. 발그레

한얼굴에땀방울이송송맺히는줄도모르고열

심히 주어 담다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

어졌다.

“스님, 다 됐습니다. 날이 저무니 어서 바삐

길을나서세요.”

“듣던말과다르군요. 이렇게저문날에어디

로가란말씀입니까? 유수같이흐르는밤에하룻

밤만묵어가게해주오.”

시준님과당금애기, 결합하다

당금애기가 하릴없이 방을 내주려는데 아버지

자던방을주자하니누린내가나서못잔다하고,

어머니자던방은비린내가나서못잔다하며, 오

라비자던방은땀내가나서못잔다고한다. 

여여보보아아가가씨씨요요그그말말씀씀을을마마옵옵시시고고

아아가가씨씨자자는는방방에에이이몰몰병병풍풍거거래래병병풍풍쌍쌍쌍쌍

이이둘둘러러쳐쳐놓놓고고

아아가가씨씨는는병병풍풍안안에에잠잠을을자자시시고고

소소승승은은병병풍풍밖밖에에잠잠을을자자겠겠습습니니다다..

눈이동그래졌다가도끝내거절을못하고자기

방윗목을내주는당금애기, 시준님이자리에누워

춘포장삼벗어덮고잠을청하다가슬쩍병풍아

래를훔쳐보니당금애기가그린듯앉아서수를놓

는데밤을꼬박새울양이다. 시준님이그모습을

바라보다가슬쩍주문을외우니당금애기는강물

처럼졸음이밀려와깊은잠에빠져들고말았다.

당당금금아아가가씨씨원원같같은은방방안안에에누누워워있있는는데데

얼얼굴굴은은돋돋아아오오르르는는반반달달이이요요

어어찌찌곱곱게게도도어어여여쁘쁘게게맵맵짜짜게게잘잘도도생생겼겼는는지지

백백옥옥같같은은젖젖통통을을내내놓놓고고누누웠웠으으니니

시시준준님님이이난난데데없없이이상상사사병병이이일일어어난난다다..

얼얼굴굴이이붉붉으으락락희희락락붉붉으으락락

시시준준님님도도술술을을피피우우더더니니만만

난난데데없없이이왕왕거거미미가가되되어어가가지지고고

병병풍풍으으로로굼굼실실굼굼실실넘넘어어간간다다..

아아가가씨씨머머리리맡맡에에쪼쪼그그리리고고앉앉더더니니

아아가가씨씨를를폭폭으으로로내내려려다다보보고고있있더더니니만만

아아가가씨씨 자자는는데데 단단침침 이이불불 속속으으로로 굼굼실실굼굼실실

기기어어들들어어가가더더니니

아아가가씨씨가가는는허허리리를를아아드드답답싹싹끌끌어어안안고고

죽죽을을지지살살지지,, 살살지지죽죽을을지지

바바꿈꿈줄줄여여끌끌안안고고입입을을쪽쪽쪽쪽맞맞춘춘다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당금애기는 새벽 닭

울음소리에깜짝놀라벌떡일어나앉았다. 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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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너무놀랍고생생했다. 주위를살펴본당금

애기는다시한번깜짝놀랐다. 자기가덮고자던

비단이불은간곳이없고화주승이입었던춘포장

삼이제몸을덮고있는것이아닌가. 이에당금애

기는어쩔줄을모르며발만동동굴렀다. 이윽고

날이새자자리를떨치고일어난시준님은눈빛으

로저를잡는당금애기를외면한채떠나려했다.

해몽이나해달라고붙잡는당금애기의청에‘귀한

아이를낳을꿈이니아이들을낳거든부디잘키우

라’는한마디말만남기고아무일도없었던듯이

길을나서는것이었다.

잉태한당금애기, 온갖시련을겪다

어머니아버지가돌아오고아홉오라비들이돌

아왔다. 반가움보다두려움이앞을가렸다. 몸에

이상한변화가생긴터였다. 갑자기밥에서비린

내가나고물에서흙내가나서도무지먹을수가

없고개살구나능금같이신것만자꾸먹고싶었

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당금애기가애써그기색을감추려했

지만,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가족을 끝까지 속일

수는없었다. 해산날이다가오던어느날당금애

기는오라비들한테부른배를들키고말았다. 오

라비들은노발대발하고부모는대경실색하였다.

“우리가너를보배처럼꽃처럼사랑했는데어

찌이렇게우리를배반한단말이냐? 하늘이무너

지고땅이꺼져도이처럼슬프지는않으리라. 너

는더이상내딸이아니다!”

아버지의말이떨어지기무섭게아홉오라비가

달려들어당금애기를훌쩍채가지고뒷산으로향했

다. 그들이제동생을 뒷산돌구멍속에매몰차게

밀어넣으니당금애기는깜깜한어둠속으로미끄

러져들어갔다. 오라비들이집으로향해돌아가는

데마른하늘에서난데없는천둥번개가치더니사

방이어두워지면서흙비와돌비가쏟아지기시작했

다. 흙비돌비가몇날며칠을한없이쏟아지자발

을동동구르던어머니는비가개자마자뒷산으로

뛰어올라갔다. 돌구멍앞에다다라안을들여다보

니죽었는지살았는지아무소리도들리지않았다. 

당금애기, 아들세쌍둥이를낳아기르다

딸이 죽었구나 싶어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돌

구멍속에서작은소리가들렸다. 귀를기울여보

니 아기 울음소리였다. 어머니는 칡넝쿨을 붙잡

고구멍속으로기어내려가니, 당금애기품안에

는아이가하나, 둘, 셋이안겨어미젖가슴을헤

치면서칭얼대고있었다.

“이 여린 몸으로 어찌 혼자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단 말이냐! 가자. 집으로 가자꾸나. 하늘이

쌍둥이삼형제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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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살렸는데누가너를해칠까?”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온 당금애기는 후원 별

당에서세아이를키우기시작했다. 처녀몸으로

세아이를키우자니그답답함이야오죽할까. 두

아이에게젖을주면한아이가울었다. 그보다더

힘든 것은 주위의 손가락질이었다. 아이들은 쑥

쑥자라났지만, 그들을맞이한건아비모를자식

이라는설운이름이었다. 어느날참기힘든모욕

을당한삼형제는어머니앞에무너져울음을터

뜨렸다.

“어머니! 우리는왜아버지가없습니까? 서러

워죽고싶습니다.”

“울지말거라. 다말해주마.”

당금애기는가슴속깊이묻어두었던하룻날하

룻밤의기막힌일을세아들에게풀어놓았다. 그

리고품안에고이고이간직했던박씨세알을꺼

냈다.

“너희아버지가남기신증표다.”

박씨를받은삼형제는곧바로뒤뜰에심었다.

박씨는하룻밤사이에싹이돋더니덩굴이자라

나담너머로출렁출렁뻗어가기시작했다.

당금애기와삼형제, 시준님을찾아가다

삼형제는 가마에 어머니를 태우고, 박 덩굴을

쫓아서길을나섰다. 셀수없이물을건너고산을

넘어서삼형제가다다른곳은머나먼서쪽나라의

낯선땅이었다. 박 덩굴은황금빛으로빛나는산

으로접어들더니골짜기속으로깊이깊이스며갔

다. 덩굴이멈춘곳은조그만암자앞이었다. 안에

서불경을외는소리가들리는데당금애기가가만

히들어보니목소리가낯설지않다.

“내가왔습니다. 동쪽나라당금애기가아이들

을데리고당신을보러왔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낯설다. 검고 얽고 땟물이 흐르기는커녕

이목구비가그린것같고살결이백옥같아티한

점없다. 놀란당금애기가눈을감았다떠서다시

보니얼굴은다르되눈빛은그대로다.

“아버지! 우리아버지맞지요?”

달려드는삼형제에게시준님은얼굴빛을엄하

게하면서말했다.

“너희들이내자식이라면뒷동산에올라가죽

은 지 삼년 된 소뼈를 살려내어 거꾸로 타고 와

라.”

삼형제가 소뼈를 주워 모아 살려내고 거꾸로

타고오니, 이번에는

“짚으로닭을만들어살아움직이게해라.”

삼형제가 짚으로 닭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어

살아움직이게하니, 

쌍둥이삼형제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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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부족하다. 손가락의피를내어이그릇

에담아봐라.”

삼형제가 피를 내어 그릇에 흘리니 시준님도

피를내어그릇에흘렸다. 그러자네사람의피가

구름처럼몽실몽실싸여져똘똘뭉쳐졌다.

“그래, 너희들은내자식이분명하다.”

삼형제, 이름을짓다

삼형제는 세상에 난 뒤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름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름을지어주세요.”

“그래. 큰아이이름부터지어보자. 푸른띠하

였으니청산이라하자.”

그러자당금애기가나서서말했다.

“청산은 삼사월이나 청산이지 구시월에도 청

산이리까. 몹쓸 이름입니다. 맏이로 태어났으니

맏형자에부처불형불(兄佛)이라합시다.”

“그렇게하지요. 둘째아이는누른띠하였으

니황산이어떠리까?”

“황산은 구시월에나 황산이지 동지섣달에도

황산이리까. 그이름도못쓰겠습니다. 둘째아이

니두재자써서재불(再佛)이라합시다.”

“막내의이름이백산(白山)은어떠합니까?”

“동지섣달이나 백산이지 오뉴월에도 백산이

있으리까. 그아이는셋째아이니삼불(三佛)이라

지읍시다.”

“그이름좋습니다. 형불, 재불, 삼불. 세부처

가꼭되겠습니다.”

당금애기삼신할머니가되고, 삼형제

제석신이되어인세(人世)를관장하다

그렇게해서쌍둥이삼형제는삼불제석, ‘제석

신’이되었다. 세상사람들을구원하고복을나누

어주는것이제석신의일이다. 그리고그어머니

당금애기는 어떤 신이 되었는가? ‘삼신’이 되었

다. 집집마다아이를점지하여순산하도록도와주

고병없이잘자라게돌보아주는생명신(生命神),

삼신할머니말이다. 이로써시준님은어질고착하

며어여쁜당금애기를만나이세상에대한귀하

디귀한소명을무사히마쳤다.  

[출전] 신동흔. 살아있는우리신화. 한겨레출판(주). 2006

천상의사랑이던, 지상의사랑이던, 사랑은아름

답고위대한가보다. 어찌보면사랑은신이인간에

게준가장큰축복이아닐수없다. 순결과동정의

표상인당금애기가세속과절연된열두대문안‘죄

업의무풍지대’에서성장하여, 어느날갑자기거

짓말처럼신성(神聖)이다가옴을감지하고, 그것이

검고얽고땟국물이잘잘흐르는모습임에도불구

하고두려운가운데가슴졸이며‘신성한결연‘을

받아들였으니이로부터우리들의재복과풍요를관

장하는’제석신‘이탄생했으며, 스스로는우리들의

자애로운여신(女神)인’삼신할머니‘가되어이세

상사람들의생명의빛이되었다. 삶에있어성(性)

은금기(禁忌)의극점(極點)에서벌어진강렬하고도

진솔한유혹이며, 자신의존재를확인시켜분신(分

身)을이어가게해주는생명의성스러운근원이아

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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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전 의원(15·16·17대 의원)은 기억에 남는

작은역사를말해달라는주문에대해2010년새마을운

동중앙회장을맡고있던당시신각수외교통상부1차관

과나눴던대화내용이무엇보다인상에남는다며입을

열었다. 당시 신각수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온 길

이었다. 아프리카에서체험한새마을운동의영향이너

무도‘감격스러웠기에’이를새마을운동중앙회에전달

하고싶었다는것.

신각수가 술회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제가

아프리카를갔다가콩고의새마을운동지도자들을만났

습니다. 아프리카는아시다시피시간약속개념이희미

하지 않습니까? 느긋하게 다 모인 연후에 가야지 하고

기다렸는데시간이되니‘다모였다’고연락이오는겁

니다. 웬일인가하고갔더니, 콩고의새마을운동지도자

들이새마을운동모자와조끼를입고전부앉아있는겁

니다. 이사람들에게물어봤더니‘아침5시에일어나청

소하고 7시에 체조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맞춰서 했던

게 새마을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하는겁니다. 참‘찡’했습니다.”

남기고싶은헌정사한장면③ / 이재창(15·16·17대 의원)

대한민국헌정회회원들은모두가대한민국역사의장면장면을직접체험한이력을갖고있다. 역사에 기

록되지않은비화도있을터이고, 왜곡된기록도있을터이다. 월간헌정은현역정치부기자가헌정회회

원을 인터뷰하여 후대에 전하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을 취재, 기록하는‘남기고 싶은 헌정사 한 장면’기획

을마련했다. ‘‘매매월월 11인인 11회회’’를원칙으로하여시리즈로게재할예정이다. 이번호에는그세번째로헌정회

이재창원로위원(15·16·17대 국회의원) 편을게재한다.  <편집자>

관료시절 맺은 새마을운동과의 인연

李 在 昌
헌정회원로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前환경처장관

前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15·16·1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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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는“새마을운동의힘이이렇게큰줄처

음 알았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회장님께 알려드

리려고왔다”고했다. 당시이재창은 2009년중

앙회장에취임해새마을운동을현대화시키기위

해 4가지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참이었

다. 그 중 하나가 글로벌코리아 운동으로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몽골등상대적으로발전이안

된 국가들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12월14일헌정회관에서기자와만난이재창은

이런일화를소개하면서“그런곳에가보면뭐라

그럴까요. 감개무량합니다. 새마을운동 연수를

마치면저희가초록색배경에노란색싹이그려

진조끼를줍니다. 새마을기(旗)하고. 그러면그

사람들은그걸입고열심히일을해요. 마치우리

나라의 새마을운동 초창기 마냥…. 꽉꽉 막혀서

못살던데도로를닦고농산물을내다팔아소득

을올리고있습니다. 라오스같은데는말할것도

없고아프리카여러군데에서큰변화를일으키

고있어요.”

새마을운동은 이재창의 인생 자체

와 맞닿아 있는 듯하다. 이재창은

1964년 행정고시 2회에 합격하며 공

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제는 물론 사

법·행정 등에서 시스템이라고 할 만

한게없던시기다. 경복고등학교, 서

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엘리트였던

그는 내무부와 지방행정을 오가며 지

금의대한민국이있게하는데힘을썼

다. 그시절새마을운동은‘톱다운’방식으로보

급된측면이컸다. 내무관료로서이재창은자연스

럽게새마을운동과인연을맺었고, 그것이국회의

원을거쳐정치에서은퇴한뒤까지이어지고있는

상황이다.

이재창은3선정치인이면서도정치보다는오히

려 관료 재직시의 추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듯했

다. 인터뷰하는동안관료시절겪었던, 열악한대

한민국의상황과관련된일화를주로얘기했다. 

1990년 9월 10일서울과경기등중부권일대

에폭우가쏟아졌을때, 그가경기도지사로서겪

은체험담하나. 당시내린비는 1925년이래가

장높은한강수위를기록할정도로어마어마한

비였다. 관선경기도지사로부임한지얼마되지

않았을무렵이다. 

“비가많이오니까퇴청을못하고도지사실에서

자고있었어요. 갑자기고양군수에게서전화가왔

습니다. 일산둑이곧터질것같다는얘기였어요.

당시둑이터지면피해를볼마을이많았어요. 고민

을했습니다. 주민들을어떻게대피시켜야할지….”

이한동·박찬종의원과함께신한국당파주시지구당대회(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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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머리를스치고지나간것은민방위재해경

보였다. “경기북부쪽은의정부에민방위컨트롤

타워가있었습니다. 의정부에‘일산둑이터져일

산, 능곡, 고양일대가잠길지모르니사이렌을울

려라’고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을안전히대피시킬

수있었습니다. 인명피해를막을수있었죠.”

당시는재해경보가일상화됐을때가아니었다고

한다. 이재창이순간적으로판단할수있었던것은

1982년내무부민방위본부장으로일한경험덕이

었다. 1980년대당시엔전국적으로사이렌이울리

는시스템을갖추지못했다고한다. 민방위본부장

을맡았던그는전자기술로앞서나갔던금성사에

의뢰했지만어렵겠다는답변을받았다. 무작정세

운상가를돌아다니는도중한기술자로부터아이디

어를얻었다고했다. 그래서전국에울리는시스템

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 그는그때“행정은여러

분야를경험하는게중요하다고느꼈다”고말했다. 

이재창은 수해 제방 복구 작업 도중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당시 재해복구는‘원상복구’가 원

칙이었는데수해현장을방문한노태우전대통

령에게도로겸제방으로일산둑을‘항구복구’하

자고주장한것이다. 

“노전대통령이피해현장에가니까정주영전

현대명예회장이거기나와있더라고요. 회색모

자에회색점퍼를입은정전회장이중장비를끌

고와서응급복구를진두지휘했어요. 노 전대통

령이정전회장에게물어봤어요, ‘그거복구하는

데말이야, 도로를겸해서하는게어떻겠느냐’고.

정전회장이‘좋은아이디어다, 이용도가높겠다’

고말했습니다. 청와대에간노전대통령이국방

부에지시를했어요. 국방부건설장비로밤낮없

이 공사해서 1년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

그쪽지역에는한번도수해가없었어요. 그게지

금의‘자유로’예요.”

도지사로서 재난 경험은 의정활동에서 법령

정비로이어졌다. 16대국회의원시절이던2003

년그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 그는재

난이발생했을때지휘체계에혼선이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

령 소속 하에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두는 개정

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난관리의 컨트

롤타워역할을하게하는것이었다. 세월호참사

가발생하기 10년전이미컨트롤타워의중요성

을환기한것이다. 

행정의경험이입법으로이어진예는또있다.

2004년 이재창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

는반환공여지발전을위한여러지원의법적근

거를마련하는것이었다. 

이재창이 고향인 파주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있을당시다. 의정부를지역구로두고있

던문희상의원(현국회의장), 양주·동두천이지

역구였던 정성호 의원(현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법안에 참여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

면서시끄러울당시다. 미군이주둔하게되면그

지역 경제는 미군에 예속되는데 갑작스레 이전

이 결정되면서 지역경제 황폐화가 우려되는 상

황이었다. 정부의대책이필요한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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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은국회의원동안건설교통위원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등을거쳐16대국회때는정무위

원장을지냈다. 그는스스로를‘깐깐했던사람’으

로기억한다. 법안소위등을하면서자구하나, 토

씨하나그냥지나치는법이없었기때문이다. 

“정부입법은법제처거치고해서좀나아요. 정

부에서절차밟기가번거로울땐의원을통해서의

원입법을하거든요. 의원입법이나오면같은의원

이 한 거 따지기도 거북스럽습니다. 그걸 노리는

건데. 따져줘야죠. 국회의원 생활 고되게 했습니

다. 전문위원들도때에따라서는불편했는지모르

지만, 그런사람이꼭있어야됩니다. 그래야전문

위원도열심히검토해서의견도내고합니다.”

법안을 엄격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

다. “행정부에있을때법안의점하나, 토씨하나

에따라서해석이다르기때문에엄청난어려움을

겪을수있어요. 내가경험을했기때문에법안소

위에들어갈때는법안철저히다읽어보고내의

견을갖고들어갔습니다. 사실부처나다른의원

들은곤혹스러울수도있어요. 그렇지만우리손

을떠나면어디서손을볼데가있습니까. 토씨하

나 때문에 행정부에서 집행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경우도있거든요.”

이재창은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5번이나참여

한예산심사전문가이기도했다. 그는“국회의원

12년하는동안에예결특위를 8번, 참 많이도했

다. 계수조정소위도 5번 정도, 그 쪽에는 훤하다

할정도”라며“결국재정건전성하고효율적인예

산운영을심사하는건데정말고되게의정생활을

했다”라고회고했다. 그러면서“매년의정평가단

체에서평가를하는데상임위최우수의원으로상

도받고그런보람이있었다”고덧붙였다.

이재창은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한나라당소속으로끝맺었다. 1964년박

정희 정권 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3년 2

월문민정부출범직전마쳤다. 군사정권아래에

서 공직생활을 거친 뒤 보수정당에서 의정활동

을한셈이다.

“나는보수적인사람입니다. 그게평생공무원

을하면서담아온체질이고성향입니다. 민주화투

사들의삶도의미가있지요. 그렇지만바탕이허약

하면투쟁하는상대가약한데무슨보람이있겠습

니까. 보수의잘못된점도많이있었습니다. 그렇

지만나는나라를발전시키는데큰역할을했다는

자부심과소신을갖고살아왔습니다.”

국회의원시절이재창의원이질의하고있다

金度亨아주경제신문기자

(인터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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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한해가될터인데, 올해는‘3.1독립선언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

므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행사와일정에치이다보면정치권은어영

부영세월만지나게될가능성이크다. 그러다

선거가임박하면각정당은후보들공천하기바

쁠 터이고 정치지망생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

면서정신없이돌아가게될것이다.

이런환경에서공천된후보를향하여유권자

인국민은최선을선택하기보다는차악의선량

을뽑는데만족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거대

한양당정치로선택의대안을찾기어렵기때문

이다. 그래서한국정치는아무런감동없이원

내다수당이형성될것이며, 그런 국회에대하

여국민들은존경은커녕무슨일만터지면무조

건무능한국회탓을하게되고, 국회의원은화

풀이나조롱의대상이될뿐이다. 

문재인정부는이제3년째들어섰다. 벌써인

기가하강국면현상이여기저기서보여지고있

다. 초기에는박수를치던적폐청산도이제국

민들이피로감을느끼기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개선노력도 없이

인기가약간상승하고있다. 벌써 두전직대통

령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잊어버린 채 다가올

선거판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믿고 오만해지는

듯하다. 한젊은야당의원이“혁신없는지지율

상승은독”이라고무서운말을했다. 정곡을찌

른발언이었다. 

지금 물밑에서는 보수대연합이 논의되고 있

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보수대연합이

숫자놀음외에무슨의미가있을까. 진정한보

수세력의대동단결을추구한다면보수적가치

를먼저찾아야한다. 한국정치의중요한한축

인보수세력은스스로지켜야할보수적가치

가무엇인지다시정리하고지켜야할것과버

려야할것을가려서국민에게제시할때가되

었다. 보수가 건강해지면 진보는 긴장하게 될

것이고 자연 보혁(保革) 경쟁하는 속에서 국민

에게최선의선택의기회를주게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보수적가치란무엇인가.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면 요새는 김대중,

회원원고

진짜 보수대통합을바라고있다

李 鍾 贊

국립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

11·12·13·14대의원

前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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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사진이걸렸지만얼마전만해도신익

희와 조병옥의 사진이 걸렸었다. 누가 뭐래도

그분들은보수라면보수지진보는아니다. 그러

니까 민주당의 원조는 보수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시대의변천에따라약간의진보로진

화했을뿐이다.

그렇다고서유럽식의사회민주주의정당까지

갔느냐고한다면펄쩍뛰고부인할것이다. 아

직도조봉암의진보당정도도당의역사에반영

된바없다. 기본적으로보수색이다. 

자유한국당, 그전신을거슬러올라가면최종

도착지는이승만과박정희를벗어나지못할것

이다. 이분들은해방정국과그이후정치상황에

서한민당이나민주당과는궤를같이하지않으

면서또다른보수세력을형성해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당신들이 보수냐고 묻는다면 확실하

게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에서

지적하듯이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도노골적

으로자신들이보수라고말하기보다는중도실

용주의라고애매하게주장했다. 

이처럼한국의정당은한반도의분단과냉전

상황속에서성장하면서확실한자기좌표를제

시하지않았다. 보수나진보어느쪽도자기색

깔을분명하게드러내지못하고애매하게유권

자를 혼란시키면서 야누스적으로 행동해왔다.

선거 때가 되면 유니폼 색깔을 서로 선점하여

유권자의눈을속이고있을뿐이다. 대개 서유

럽식전통에따르면붉은색은진보적인데가장

보수적인 자유한국당이 붉은색을 선점하여 점

수를땄다. 그리고‘경제민주화’란단어를뺏어

가서 승리를 쟁취했다. 실제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정치공학적 선거전술이

다. 이런 전술에 능한 기술자를 대전략가라도

된것처럼각당에서선거에이용하고자스카우

트전이벌어졌었다. 

이제는그런연극무대같은정치를청산할때

비대위에참석차이동하는자유한국당지도부(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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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됐다. 이제는정치가연극이아님을분명하

게국민에게말하고자기의색깔을보여줄때가

됐다. 이제더이상주저하지말고보수는분명

한보수의가치를당당하게말해야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수적 가치란 무엇인가.

첫첫째째 보수란무어니해도자국이익을먼저주

장한다. 흔히민족주의적이어야한다고말하는

사람도있지만이는너무지나친표현이고자주

적자국이익우선주의라표현함이적당할것같

다.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그것은 분명 보수

적 가치 1호의 표현이다. 유럽에서 난민유입을

반대하는정당은대개가보수우익정당이다. 그

런데우리나라에서는반대로가고있다. 민족문

학을 주장한 문인들은 오히려 진보계 인사고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좌파라 하

고있다. 그리고보수를자칭하는사람들이태

극기를앞세워시위하는것은이해하지만예외

없이성조기를같이들고있다. 물론안보가흔

들릴까봐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성조기를

들었다고넓은마음으로양해할수있지만심지

어이스라엘기까지들고나오면아연하지않을

수없다. 보수의가치와는거리가멀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한 인사들이 해방이후 반

공주의를앞세워친미로옷을갈아입고한국의

보수세력을형성한것아니냐는주장이있다.

그런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투쟁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려하지않는경향이있다. 심지어대한민

국정부수립이우리의자주적인노력의결과가

아니라외세에의해주어진결과라고말하는사

람이보수주류를자칭하기도한다. 이쯤 되면

이들이지키려는보수적가치는외세의존아니

냐는비판을받기십상이다. 이는 우리의자주

적 국가이익을 지키는, 진짜 보수는 아니라고

본다.    

둘둘째째 자유민주주의를지켜야한다. 자유는

민주주의의산물이고, 민주주의는자유를보장

하고 수호한다. 민주주의에 어떤 덧칠을 하는

것은위장된민주주의라고단정한다. 인민민주

주의, 신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등등은 자유

를 억압하는 가장된 민주주의 산물들이다. 이

를거부하고자유민주주의를지키려는것이보

수적 가치다. 우리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천부적인권과국민주권을지키고자여

러번격동을겪었다. 인내천(人乃天)을주장한

동학농민혁명, 만민공동회, 대동단결선언, 기

미년독립선언 모두가 궁극적으로 자유 민권사

상에근거를둔자유민주주의를쟁취한피나는

역사의 기록들이었다. 이를 지키는 것이 보수

적가치다. 

셋셋째째 자유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를수립한초기에는어려

운국민경제를발전시키려는국민의희망이컸

지만당시이승만을위시한지도자들은시장경

제를왜곡시킨다는이유로경제발전계획수립

조차기피한적이있었다. 얼마 후미국에서도

후진국경제론이 제기되고 일정기간 압축 성장

을위해서계획경제가불가피하다는이론이등

장한연후에서야경제부흥계획이라는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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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계획이수립된바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

계획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하지만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계획은 구시대의 유물

이되고말았다. 진보쪽에서는아직도이런국

가개입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많다. 국민의평등권이나복지를위해서

정부의역할이커지고국민의경제적자유가제

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

개입이너무커지면시장이죽게된다.

진보는큰정부를주장하고, 보수는작은정

부를주장한다. 자유한국당에서문재인정부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국가주의적 개입을 한다고

비난하는것은보수적가치라는측면에서적절

하다. 

또한자유시장경제는기업의자유를무한히

확대시키고자한다. 이에반하여국민의평등권

과노동조합의역할을크게하는것은진보주의

의본령이기도하다. 여기에보수와진보가서

로격론을벌이는것은자연스럽고바람직한일

이다. 영국의보수당은친기업이고노동당은친

노조라는지적에대하여누구도이의를제기하

지않는다. 다만선거를통해집권한정부가어

떻게양당의정책을조화시켜나가느냐가전정

한정치다. 이런 측면에서한국의보수는보혁

논쟁에앞장서주기를기대한다.  

넷넷째째 보수의가치는높은도덕과헌신을강

조한다. 노블레스오블리주란말은보수적가치

를의미한다. 가진자, 책임있는자가솔선수범

하라는뜻이다. 공동체가위난을당할때지도

자가앞장서야한다는것이다. 언필칭보수정권

이라면서군을기피하는각료가가장많았다는

쓰라린경험, 다시재현되지않아야한다. 공익

을수임한자는절대로사익을추구하지말라는

도덕률이 보수적 가치다.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적폐청산은이번으로끝나야한다. 지금

보수 세력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진짜

보수적가치를추구하지않고권력만누리고자

자파세력만 확보하려는 숫자놀음에 대한 국민

의지탄으로봐야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가치는 정의로운 법치

주의에있다. 지금사회는시위와집단행동으로

지극히혼란스럽다. 그가운데폭력이자행되어

도공권력이무력화되어방관하고있다. 보수라

는말속에는절제된법치로서사회를안정시키

는의미가내포되어있다. 

보수주의를말하는최고의대가, 에드먼드버

그는“혁명의사상은종교적색채를띠게될것

이고, 이런 광신적믿음에서개인의자유를억

압하는독재정치가나올수있다”고프랑스혁

명이후의혼란된사회상에대하여경고하였다.

급진적인혁명이아니라절제된질서속에서개

혁을지향하라는뜻이다. 이게보수적가치다. 

한국의보수적가치가국민의전폭적인지지

를얻을때진보도발전하게된다. 보수정당에박

수를보내는것은동시에진보정당에축하를보내

는것이나같다. 진정한한국보수세력이보수적

가치를지키고자대통합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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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실패다’‘나이는숫자에불과하다’‘나

는할수있다. 나는해내고야만다’내가마라톤

을 달리면서 무수히 되새겼던 문구이다.

42.195km를달리다보면정신적·육체적한계에

부딪치게된다. 그럴때마다내자신에게주문을

걸어정신을재무장하고육체를지배하여완주를

이뤄냈다. 마라톤은나를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환골탈태시켜‘청년 마라토너 유준상’으로 탈바

꿈시켰다. 여러 언론에서 나의 마라톤 시작은

2007년 4월‘2007 호남국제마라톤대회’의 5km

완주로알려졌다. 그러나실제로마라톤을처음

접한 것은‘2002년 전주국제마라톤대회’이다.

헌정회장을역임하셨던故소석이철승선배(7선

국회의원)님과함께전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달

렸다. 나와 20살차이인이철승선배님은그당

시 80세를넘기셨는데 5km를거뜬히완주했고

나는5km를매우어렵게완주했던기억이난다.

그이후로한참동안마라톤을잊고살았다.

정치인유준상

2007년 이전에는‘마라토너 유준상’보다는

‘정치인유준상’으로살아왔다. 제11대국회의원

부터14대국회의원까지내리16년동안국회의

원으로 살았다. 내 인생에 가장 역동적이었고,

흥미로운에피소드도많았다. 가끔그때를회상

해보면여러추억들이주마등처럼스쳐지나가면

서만감이교차한다. 여하튼억울한모함(?)으로

공천탈락후, 정치와결연하고일본와세다대학

교로유학을떠나그때부터는‘학자유준상’으로

살았다. 그리고국내의원외교분야 1호로건국

대학교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 정치에서한발

짝뒤로물러나국회를보니과거미처보지못

했던것들이보이기시작했다. 그때부터젊은국

회의원들에게‘공천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국민을바라보는정치가가되라’고조언을

하곤 했다. “처음으로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했을때마음을, 국회의원후보로서지역

민들에게처음인사했을때마음을, 당선증을손

에들고국회에첫등원했을때마음을잊지마

세요. 그초심과결심을잊지않는다면여러분들

은존경받는정치가가되어있을것입니다.”

내인생의마라톤

‘학자유준상’이‘마라토너유준상’으로변신

회원원고/건강

걸을 수 있다면달려라

柳 晙 相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4선국회의원

헌정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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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에는나의마라톤멘토이자대학교후배

인 맨발의 마라토너 박필전 후배의 권유가 컸

다. “마라톤을하면살이빠지면서건강이좋아

진다. 마라톤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마라톤

을 하면 인생이 변한다”등 갖은 감언이설(?)로

나를유혹했고결국 2002년에잊고있었던마

라톤을 2006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집앞공원, 그리고한강변을산보삼아뛰었다.

단순히건강관리차원에서하다보니능률도안

오르고지루해지기시작했다. 그래서마라톤대

회에 참가해보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대회를

2007년 4월‘2007 호남국제마라톤대회’를 목

표로삼았다. 목표를세우니흥미가생기고‘이

왕이면좋은기록으로완주하자’라는욕심이생

겼다. 결국 준수한 기록으로 완주했고 2002년

전주국제마라톤대회 비해 확연히 달라진 나의

체력을 느끼면서‘마라톤 풀코스 도전’이라는

새로운목표를세웠다. 5km 완주이후7개월만

인2007년11월‘제5회스포츠서울마라톤대회’

에서풀코스를완주했다. 풀코스뛰기전에모

두들큰일(?) 난다고만류했지만난포기하지않

고도전했고성공했다. 그리고2009년에‘2009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100km

완주에성공했다. 그때가내마라톤인생의황금

기였던것같다. 이어서2012년11월27일에아라

서해갑문(인천)부터 낙동강하구둑(부산)까지 자

전거가아닌두발로국토종주633km를처음으

로완주했다. 울트라마라톤100km가나의체력

의한계를시험했다면국토종주633km는나의

도전의한계를시험했다. 결국내‘체력의한계’

와‘도전의한계’를넘어섰다.

나와함께해준사람들

최근, 희수 기념‘2018 조선일보 춘천마라

톤’풀코스에출전하여완주했다. 내게는특별

하지 않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지만 지인들이

먼저 챙겨줬다. 황선용 대한트레일런협회 회

장, 권영동 마라토너, 권상근 대표, 박필전 회

장, 주봉노회장, 민기례대표, 박종덕본부장,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호남향우회, 광주고등학교동문회, 한국블록체

인기업진흥협회, 정당및언론관계자등 77명

의지인이같이뛰어주고응원해줬다.

국토종주633km를완주후기념촬영 (2012.11.27 낙동강문화관)

정치학박사학위수료식, 가족과함께(2006.2.22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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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춘천마라톤은정말힘들었다. 일기예보로

는오후 3시부터비가온다고했는데, 아침부터

시작된비는하루종일이어졌고기온마저뚝떨어

졌다. 기상을예측하지못한대회운영팀은우비

를준비하지못하여우비품귀현상이발생했다.

어떤이는큰쓰레기봉투에구멍을뚫어뒤집어썼

고, 어떤이는세탁물보관비닐에구멍을뚫어뒤

집어썼다. 나는지인의도움으로간신히우비를

구할수있었다. 우리나라3대마라톤대회인춘

천마라톤대회에서대회당일우천이예상됐음에

도불구하고우비를넉넉히준비하지못했다는점

이많은아쉬움으로남았다. 달리는내내비가쏟

아져옷과신발이젖은채로달렸다. 체온도떨어

져서근육이굳는등최악의조건이었지만결국

완주했다. 비록기록은만족스럽지않았지만악조

건에서이룬완주이기에더큰감동과보람을느

꼈다. 이글을빌어나를위해함께뛰어주고응원

해준77명의지인들에게고마움을전하고싶다.

걸을수있다면달려라

흔히들 나이가 들면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관절이나

심장, 혈관등도같이나이가들기에무리가갈

수 있다. 그러나 무리가 간다고 안 쓰게 되면

퇴화하게된다. 우리의몸은진화와적응을반

복한다. 근육도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많아지

게된다. 운동을하지않으면근육이쪼그라든

다. 나이가 들었다고 뛰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걸을수있다면뛸수있다. 뛰다보면

뛸수있는몸으로진화하고또몸이적응한다.

미리겁먹을필요가없다. 계획을세워무리하

지않고달리는연습을해야한다. 차근차근천

천히 5km, 10km를 달리다보면 내 몸이 건강

해지는것을느낄수있고, 새로운자신감과함

께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달리게 되면

혈압이나 당뇨가 좋아지고 잔병치레가 없어진

다. 내가직접경험했기에자신있게말할수있

다. 이러한달리기의순기능을미국의부시대

통령, 고어부통령등해외각국의지도자들도

익히잘알고있기에마라톤을완주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들

도할수있다. “왜? 나도해냈으니까!”

2018 춘천마라톤대회풀코스완주후지인들과함께(2018.10.28 춘천시공지천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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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尙 玟
헌정회운영위원회의장

헌정회원로위원

前헌정회사무총장

10·12대 의원

저서 : 시집『봄을기다리는마음』

『가자꽃마을로』

더워더워하며

숨통몰아치는소리

세기의뙤약볕이요동치는구나

오천년정기는어디로가고

더위에시달리던아름다운꽃이

향기마저잃고시들어가는데

시대의영웅들은저잣거리에서

광대춤추며놀고있는구나

뿌리없는나무들이잎만무성하니

다가오는한파는어찌견딜런고

역사의전통속에꽃핀세월은

방향잃고외롭게졸고있는사이

향기빠진조화앞에태평성대라니

팔천만동포들아정신차립시다!

무덥고춥던한해서산넘었으니

희망찬새해동녘밝아온다

우리모두氣받아

오천년깊은역사이어나갑시다

希 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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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목민심서』저술 200주년으로 관련

행사가여러곳에서개최되어책이름이좀더

많이 세상에 알려진 해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산의저술 500여 권에는어느것하나중요

하지않은것이없지만, 유독목민심서는참으

로훌륭한책임은말할필요도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요즘저는20년전에번역했던『흠흠신

서(欽欽新書)』를개역하는작업을하면서새롭

게꼼꼼하게읽어가다보니, 흠흠신서또한보

통 책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

다. 요즘처럼인명이천시당하고, 사람이사람

으로취급받지못하는세상에서다산의인명존

중에 대한 생각을 접하자 감격스러울 때가 한

두곳이아니었습니다.

더구나근일에재판거래다, 사법농단이다라

는말들이언론에자주등장하는때를맞아사

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재판을 얼

마나신중하고정밀하게조사하고재판해야한

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정조대왕의 위대함과

다산의뛰어난법률지식에대하여감탄의마음

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흠흠신서의 제4편「상

형추의(祥刑追議)」라는 항목은 바로 정조대왕

이 최종의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그대로 적혀

있는 글이어서, 그때 정조라는 현명한 군주가

얼마나 신중하고 자상하게 재판에 임했는가를

정확하게알아볼수있었습니다.

“그윽이생각하건대우리정조대왕이왕위에

있은지25년, 형사사건을신중하게처리하고죄

수들을불쌍하게여긴어진정치는역대모든임

금들보다월등하게잘하셔서정밀하고깊게마

음을기울였으니살리고죽임에억울함이없었

다.(…欽恤之仁 度越百王 服念精深 )”

라고 말하여 억울함 없는 재판을 했던 정조의

어진 정치를 칭찬하였습니다. 다산도『흠흠신

서』서문에서“오직하늘만이사람을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매

어있다. 그런데재판관이또그중간에서선량

한사람은편안하게살게해주고, 죄지은사람

은잡아다죽이게하는것이니, 이는하늘의권

한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회원원고

재판을 거래하고사법을농단해서야

- 재판에대한다산의교훈-

朴 錫 武

다산연구소이사장

우석대석좌교수

13·14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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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하늘의뜻을대행하는사람이기때문

에 천심(天心)과 공심(公心)으로 재판을 해야

지, 행여라도하늘의뜻이아닌사심(私心)이나

이권(利權)을위한재판을한다면천벌(天罰)을

면할수없다는것이다산의뜻이었습니다.

다산은또말합니다. “사람이하늘의권한을

대신쥐고서삼가고두려워할줄몰라털끝만한

일도세밀하게분별해서처리하지않고서, 소홀

하고흐릿하게하여살려야할사람을죽이기도

하고, 또죽여야할사람을살리기도한다. 그러

면서도 오히려 태연히 편안하게 지낸다.”라고

말하여재판을거래하고사법을농단하고도, 내

가무슨죄가있느냐고태연하게거짓말만하는

재판관들을생각하게하는대목이있습니다.

정치적목적으로자신들의권한강화를위해

재판을거래하고사법을농단한사람들은다산

의뜻에따라엄정한처벌을받아야만합니다.

다산은『흠흠신서』의 저작 목적이“억울한 사

람이 없도록 한다.( )”라고 하여 억

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서 지은 책이라고 했

습니다. 재판거래와사법농단에관여한법관들

에게묻습니다. ‘도대체당신들은어떤목표로

재판을 했느냐?’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울부

짖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구휼할 줄 모르니

이거야말로매우큰죄악이다.”라는다산의말

도새겨들어야합니다.」

윗글은 지난주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필자의‘풀어쓰는다산이야기’한편이다.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나『흠흠신서』에나오는올

바른수사와재판을통해억울한사람이없는세

다산정약용선생해배및목민심서저술 200주년을기념해우정사업본부에서발행한기념우표(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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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되어야한다는뜻에서썼던글이다. 언론보

도를보면사실이아니기를바라는바와는다르

게재판거래와사법농단이혐의가갈수록더짙

어진상태로가고있다. 정말그것이사실이라면

이게도대체나라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일어

날수있는일인가. 국가서열3위인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대법관이라는 최고

위법관들이그사건의중심에있다는보도를보

면참으로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

이제정확한수사와올바른재판을위해서다

산이『흠흠신서』에서 제시한재판의 원칙을다

시살펴보면서현재우리나라의법원의문제점

이 무엇인가도 이야기하고 싶다. 「경사요의(經

史要義)」라는항목에보면중국고대의경서(經

書)에나오는대원칙부터제시하고있다. 『서경

(書經)』의여형(呂刑)을가장많이인용하고있는

데“간사스러운사람은재판을해서는안되고

어질고착한사람이재판을해야만올바른재판

을 하게 된다( 惟良折獄 罔非在中).”

라는대목을인용하였다. 이부분에대하여송나

라의채침(蔡沈)의 풀이를예시하였다. ‘말재주

좋고변명잘하는사람은재판을제대로못하고,

오직온순하고선량하며나이들고후중하여백

성들의상처를자신의상처로여기는사람이제

대로재판을한다’고풀어서말했다. 

여기에다산자신의견해도밝혔다. “재판의

기본 도리는 정성(精誠)일 뿐이다(理獄之義 精

誠而已).”라고 말하고는 거듭거듭 생각해보면

귀신도통하게되고정성이감응하면귀신도와

서알려준다면서사건의진실이무엇이고내용

의실체가무엇인가를골똘히생각해서실체적

진실을찾아내겠다는정성이있을때에만영감

이떠올라진실을밝히게된다는뜻이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재판관의 자질문제

가중요함을알게된다. 온순하고선량한사람

이 아니고는 절대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

다는뜻이담겨있다. 이렇게보면우리나라사

법제도의맹점들이나오지않을수없다. 정말

로착하고온순한사람이야하급의재판관에서

끝나고, 말 잘하고 간사스러운 사람들만이 출

세길에밝아최고의법관의지위에오르는경

우가적지않았다. 사법시험이다로스쿨제도다

말도 많지만, 어떤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느

냐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자신들의

출세 길을 위해 거래하고 농단했다면 경전의

원칙이나 다산의 주장과는 너무나 배치된다.

다산은 말했다. “재판의 근본은 흠휼(欽恤)에

있으며 흠휼이란 사건은 공경스럽게 처리하고

죄인에대해서는애처롭게생각하는마음이있

어야한다(斷獄之本在於欽恤欽恤者敬其事而

哀其人也).”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쌍하

고 애처로운 피고인이나 원고들에게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마음대로 재판을

연기하고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집권자의 체면

이나 살려주려는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는 반

드시비판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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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度(89세) 헌정회 복지위원이 지

난11월22일헌정회에복지기금1,000

만원을기탁했다. 金위원은11월20일

복지위원회회의에서정치은퇴후생

활고를겪는헌정회원들의이야기를듣

고복지기금을쾌척했다. 

헌정회복지위원회에서는그동안회

의를통해생활고를겪는회원들을위

한자발적인복지기금모금과함께이들에게소

정의기금을전달하는방식을통해과거정치동

료였던회원간의우정을지속적으로나눠왔다.  

金위원은서울빅토리아관광호텔(舊대연각)을

일구며사업가로번창했다.  건설사업가로성공

한金위원이었지만만학의학구열은그치지않았

다. 중앙대학교국제경영대학원에서수학했고서

울대학교경영대학최고경영자과정을이수했다. 

그후 13대국회입성한金위원은자신의전

문분야인국회건설위원으로활발한활동을하

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

한 의정활동을 했다. 평화민주당 중앙위원·인

권위원과 민주악법개폐특위 위원 등 정당 활동

도적극적으로했다. 그러면서아태평화재단후

원회 부회장과 중앙위원으로서 재정적으로도

기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국민회의와 새천

년민주당중앙위원으로활동하면

서 21세기국정자문위원회 부정

부패분과위원으로도 활동했다.  

金위원은정계은퇴후에헌정

회 이사,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

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의 풍

향도놓치지않았다. 그러면서정

계 입문 전에 하던 건설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하남산업(주)과 하남종합개발

(주)로 시동을 걸며 사업가로서 재능을 발휘하

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현재 金 위원이 운영하

는대하산업(주)은 2015년 3월 5일‘납세의날’

을맞아국세청에서주는납세자의상도받을만

큼 성실 납세했다. 중앙대 총동창회 자문위원,

서울대총동창회이사로도활동하고있다.   

金 위원은 최근까지도 여의도 사무실에 출근

해 업무를 보고 오후 시간 가끔씩 헌정회 바둑

실에나와회원들과의정담을나누며반상의묘

미를 즐기기도 했다. 불교신자이기도 한 金 위

원은젊어서등산으로건강을다졌으며최근들

어서는 실내에서 스트레칭과 조금씩이라도 자

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

서로는 1992년 실천문학사에서 출간한‘아직도

못다한말들’등이있다. 

헌정회에복지기금기탁한
金榮度회원(13대의원)

2019. 1 117

대하산업(주) 회장

중앙대총동창회자문위원

서울대총동창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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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나2020(빈곤없는나라만들기 2020년까지)

운동은지난 11월 20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

세미나실에서 빈곤현장에서 빈곤퇴치를 위해 열

심히일하는목회자와실무자와보좌관비서관등

50명이참석한가운데빈곤없는나라를 2020년

까지 만들기 위하여 20대국회에 정책 제안을 위

해토론회를개최했다.

빈나2020 정책토론회는김무성의원실, 빈나

2020 운동 본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

기독교사회봉사회가 함께 공동 주최를 했다. 이

날토론회에는아동청소년복지단체인 (사)부스러

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원주·대전

회원과인천, 서울, 안산, 대전, 원주에있는지역

아동센터센터장과실무복지사들이많이참석하

여빈곤아동들을행복하게살게해달라고토론했

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받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아동들을돌보는서울과대전의민들레쉼

터원장과실무자들도함께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

회회장과사무국장도참여하여뇌병변장애아동

의상황을보고하고도움을요청했다. 빈곤한결핵

환자노숙인들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는미소꿈

터쉼터 소장과 양평 이레공동체에서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을 돕는 2명의 실무자도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빈곤한생활고로도움을요청하는사람들

에게오랫동안돈을대출한서울은평구의(사)더불

어사는사람들단체와미소금융경기화성법인이사

장도참석해빈곤퇴치를위한정책제안을했다.

특히보육원과소년원, 소년소녀가장과다문화

가정자녀와탈북민자녀들과소외계층청소년들

에게미래에대한희망을주기위하여골프를하

도록도와준할렐루야그린골프단단장과실무자

들도 참석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아동을 돕

기위해봉사하는평화교회목회자도참석해 다

양한시각의제안을했다

이주영국회부의장은인사말을통해“2005년부

터13년동안열심히빈곤없는대한민국을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빈곤현장 실무자들에게 격려

를보내고여러분들과함께빈곤한국민들의삶의

질을향상하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여국회와정

부가빈곤문제를해결하도록하겠다”고했다. 

김무성자유한국당의원은인사말을통해“지난

13년동안빈곤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빈나2020

회원원고

2020년까지빈곤없는나라만들기

姜 命 順

빈나2020운동공동대표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사장

18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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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열심히하신것을감사드리고축하합니다.

그러나대한민국의아동빈곤율7%, 취업자빈곤율

12.5%, 장애인빈곤율31.3%, 노인빈곤율46%인

것은우리나라의수치스러운일이어서우리사회의

어두움과불행의씨앗이자라지않도록저와자유

한국당구성원모두가힘을보태어빈곤퇴치가이

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빈곤

없는나라만들기기초가되기를기원하며여러분

의가정에축복이가득하기를기원한다”고했다. 

빈곤퇴치를위한20대국회정책제안발제내용

빈나2020운동 공동대표인 필자는“2020년까지

열심히빈곤없는나라를만들기를합시다. 20대

국회의원300명에게자료집배분했고빈곤현장의

목소리경청하고2020년까지입법화및빈곤퇴치

정책 지원을 바란다”고 기조발제를 했다. 필자는

기조 발제를 통해 총 70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빈곤현장에서일하는여러분들과20대국회

가꼭해결해야할일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

필자는기조문을통해 1)영국블레어총리가영

국국회와정부부처에제시한빈곤아동0%와아

동학대를 없애는 빈곤퇴치 정책 전략 보고서 참

고하기 2)2010년 8월 27일 발표한 빈곤층을 살

리는 16개 분야 100대 정책과제 현재 점검하여

이루기3)2016년에제시한국민이원하는행복한

복지제도점검하고20대국회와정부에서이루기

4)20대 국회에서이를달성하기위해아동의빈

곤예방및지원법률안, 양육비대지급법안, 청소

년가출예방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안, 노숙인

복지현안법률개정안등4개법률안을재개정해

야한다고제안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8명의 중 토론내용 요약은

다음과같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상임이사(목사)는

‘모든빈곤아동이꿈을꾸고행복하게살게해주

자’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빈곤아동 장학금 지

원과위기아동드림풀지원활동등을발표했다.

정책제안내용으로는 1)위기·학대아동의보호

지원을위한복지예산확대및복지안전망구축

제안2)아동종합실태조사실시제안3)부처별아

동관련정책조정위원회의설치 4) 2020년까지

빈곤 아동 문제 반드시 해결 5)급증하는 빈곤아

동, 한부모· 맞벌이 가정자녀 지원인프라 강화

(지역아동센터지원현실화) 등이다.

윤순영대전민들레쉼터소장은아동학대의문제

점과개선방안정책을제안했다. 원가정복귀시재

학대예방과아동학대처벌에대해보완되고개선

하자는것이다. 제안내용으로는1)지자체공무원들

이아동의가정환경조사 2)정서·방임에대한학대

시강력법적처벌을강화해야하고3)경찰과지자

체 공무원들에게 아동학대 문제 교육 필수적으로

필요4)아동학대피해아동의보호기간연장이다.    

이안열결핵관리시설미소꿈터쉼터소장은노

숙인결핵문제및복지현안과노숙인법개정안

을제안했다. 1)노숙인현장의료지원체계강화

2)노숙인 결핵 관리 시설 확대 필요 3)취약계층

결핵환자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마련 4)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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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올 및 정신 질환 등 복합 질환 결핵 노숙인에

대한 원활한 치료 시스템 강화하고 5)노숙인 복

지현안법률개정을요청했다. 무엇보다노숙인

의료체계 개선(제2조1호), 노숙인법 제4장 제16

조(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쪽방시설삭제, 노숙

인복지시설신고증수정및노숙예방과사후관리

제안), 부랑인과노숙인이원화된노숙인복지정

책을일원화후중앙정부가책임져야하고, 종사

자 배치 기준을 변경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배

치, 쪽방상담소추가배치가필요하다고했다. 

이두협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은 위기 빈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복지전달체계

정책을제안했다. 1)전국에4,135개지역아동센터

10만명이용아동가정발생악순환빈곤대물림

해결지원해야함2)지역아동센터입소아동융통

성과자율성기준을확대하고, 빈곤위기가정대

처 위한 긴급 지원 요청 3)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급여전달체계개선필요4)아동돌봄체계현재문

제개선하고새정책연구와지역아동센터의인프

라확대방안연구보완필요 5)보건복지부의가

칭“사회서비스원”전달체계에서제외된지역아동

센터를포함시켜아동미래위해전달체계를일

관성있고공평하게지원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

을수행해나갈필요가있다고했다.

백성기 빈나2020 할렐루야 그린골프단 단장

(목사)은 1999년부터 18년 동안보육원아동, 소

년원청소년, 장애우, 소년소녀가장탈북민자녀,

다문화 자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

한희망을주고골프활동지원을통해자립할수

있도록노력을했는데1)정부의지원이없거나충

분하지 않았으므로 보육원생, 새터민 청소년 장

애인 소년원생 국가유공자 손자 교육 지원을 위

한 정부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2)소외계층의 아

동청소년을위한골프진로상담및인성교육지

원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  

이창호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마이

크로크레딧을 통한 빈곤퇴치 방안을 제안했다. 1)

신용이없어도대출이가능한금융권의신용불량자

이지만마음까지신용불량자가아니므로마지막단

계인대부업에서도신용문제로대출이거절되는사

람에대한근본대책을정부가마련해야하고2)취

약계층을돕고있으니취약빈곤계층을돕기위해

서계속해서대출을하도록제안하는내용을당장

시행하여지원하기를정부에촉구한다고했다.

장동호 (사)미소금융경기화성법인이사장은미

소금융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미소금융은희

망의씨앗이라고하면서정책제안을했다. 1)미소

금융은서민금융지원시스템이므로정부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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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확대필요2)한국형마이크로크레딧미소금융의

발전방안으로가장중요한것은충분한재원확보

지속가능성담보하도록정부가이해하고활성화

해야하고3)마이크로크레딧의특성에따라특유의

관리기준과기법실행하고, 교육컨설팅및전문

인력양성이반드시필요하며사실상환자우대및

단계적지원방식의도입중요하다고했다.

김황옥평화교회목사는난민아동현황과해결

방안을제안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1)10년동안

국내체류 무국적 난민아동을 돌보는 일을 했더니

난민발생은전쟁과정치실패로서발생 2) 국회제

출된자료중에 1951년한국전쟁이후 2008년까지

미국법령과미정부에의해미국망명혹은난민인

정받은한국인이 4천658명으로나타났고한국인

해외불법체류도 26만5천명(2008년)이라고보고되

었고3)우리나라는현재국내법에서최대3회에걸

쳐난민심사신청후2년~5년간합법적으로거주할

수있으므로난민신청자 81%가난민이아닌상태

로거주하고있고4) 우리나라정부에서철저한난

민심사를통해난민지위가필요한난민이라면오

히려교육을시켜그들이원하는기간정착하는데

도움을줘야한다5)10년째돕고있는국내체류난

민아동의수는32명의아동이고20가정에서90%

가국내에서출생하여, 무국적상태20가정에아동

들의교육비로10년동안매월약100달러를후원

하였고, 특별비로병원입원시일부를부담해주는

일을해왔다. 6)이들아동들의국적문제를해결할

필요가있고한국정부는민간기관과종교기관이

협의해선정지원할필요가있다. 

빈나2020운동제4회총회결의내용

1)빈나2020운동본부디딤돌대표이셨던강지

원 변호사의 사임을 인정하고 한국기독교사

회봉사회 이사장 정명기 목사를 디딤돌 대표

로선정결의했다.  

2)빈나2020운동본부사무실도 2015년사단법

인 세계빈곤퇴치회 안산 사무실에서 이전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6길-16 (사)부스러

기사무실로이전했다.(☎ 02-365-1265)

3)빈나2020운동 회원의 회비 납부와 빈곤아

동청소년노숙인장애인들을돕기위한후원

금을 후원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239-

0350-71 통장으로보내기로했다.

4)빈나2020 2018년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20대 국회의원 300명 사무실에 배분하였고

20대 국회에서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빈곤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 제안과 4대 빈곤

관련 법률안 재개정을 조속히 하고 입법화를

이룬후빈곤퇴치정책지원을속히이루어주

기를결의했다. 

5)빈곤 현장에서 20∼40년 동안 헌신하며 돕

고 일을 한 5명에게 제2회 빈나2020운동 상

장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할렐루야 그린골

프 울타리 백성기 목사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

회 이사장 정명기 목사가 수상했다. 수상자중

불참한 부산 노숙인쉼터 이필숙 대표와 금정

희망의 집 최주호 원장, 디딤돌 전 대표 강지

원변호사에게는상장을우편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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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가고새해가왔습니다. 흔히들한해가

가면 다사다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사회에

갖가지일이넘쳐난다는이야기입니다. 새해도다

사다난할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새해라는말은있어도헌해라는말은잘쓰지않

습니다. 지나간것은되돌아볼필요가없다는말이

기도하고인간은퇴행적이아니라미래지향적인존

재라는말이기도합니다. 그러나과거란매우중요

합니다. 과거없는현재가없고현재없는미래가있

을수없듯이인간이시간을끊어과거·현재·미래

로구분해놨을뿐, 시간은연속성인것입니다. 우리

는1년을새롭게시작하는단위로삼고과거를정리

해역사라는이름으로마무리짓곤합니다.

새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나름 희망을 갖게

합니다만, 여러통계가말해주듯경제를비롯해모

든면에서밝지는않아보입니다. 그러나내일은내

일의태양이뜬다고새해에그희망을국회에걸어

봅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민주국가에선 입법·사

법·행정이라는 3권분립에의해국가를운영하게

됩니다. 서로가 견제하는 동시에 협조해나가는 체

제야말로가장이상적인통치시스템인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국회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입법기관입니다. 나라의모든법을제정하

는 곳이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며

민의의대변자로서그역할은매우심대합니다. 그

러기에국민이직접선출하여국회를구성하는것

입니다. 물론국회의원도자연인이기에완벽할수

는 없습니다. 정당도 완벽한 단체는 아닙니다. 하

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결국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고인간이운영하는기구인것입니다. 

때로는국회도순리에맞지않게국사가진행될

경우도있고, 국회의원개인의일탈로국민에게실

망을주기도합니다. 그러나동서고금을막론하고

그것들이 국회 존립을 훼손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도 국민의 공복

이라는사실을늘명심하고겸허한자세로국민을

섬기는가운데입법활동을한다면오늘날실추된

국회의위상을드높이게될것이고, 국민에게군림

하지않은국회는존경의대상이될것입니다.

法(법)자를파자하면물이흘러간다는의미입니

다. 법이란 그렇듯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말과도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회가정쟁

신년에세이

새해에는하늘을나는새를보세요

表 重 植

소설가

한국문인협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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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휘말려입법을게을리하여국민의소망을저버

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잖아도법이현실을쫓

아가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이

런저런 사유로 입법이 미뤄지거나 하면 국민생활

이갈급해져고통스러워지기마련입니다.

국회의원들은이러한국민들의마음을헤아려입

법활동에매진해야할것입니다. 그래야국록을받

는공복으로서책임과의무를다했다고국민앞에

당당히나설수가있을것입니다. 국민이새해에거

는바람은이처럼소박하기만합니다. 다만하나소

망이있다면국회로비에하늘을나는새그림을크

게걸어놓았으면하는것입니다. 백조도좋고학도

좋으니그것을보며입법을다짐을하는국회의원

들의진지하고도겸허한모습을그려봅니다. 

창공을날아가는새를보면다리를뒤로향해수

평으로접는자세입니다. 만일새가땅이나나뭇가

지에 서 있던 자세로 그냥 날아간다면 얼마 못가

추락하고말것입니다. 뻗정다리로는날아갈수가

없는법이지요. 날아가는새의모습은사람에비기

면무릎을꿇은형상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꼿

꼿한자세를견지한채의정활동을한다면마치뻗

정다리로하늘을날고자하는어리석은새가될것

입니다. 국민에게고개를숙이고겸손한마음으로

민의를 받아들여 입법에 반영한다면 국민의 사랑

을받는국회가될것입니다. 위대한국민, 위대한

국회, 위대한대한민국을위해모두가한마음으로

힘을모아야할것입니다. 

또하나국회에거는기대가있다면, 전현직국

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국

민을 위해 일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퇴

역국회의원이거나애국하는데차이가있을수가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경륜을빌어입법에기여하고, 전직국회의원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준다면 보다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현직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이름을 달거나 달았던 사람들이 하늘

이준소명을다한다면그얼마나아름답겠습니까. 

헌법기관인국회는국민의여망을잘새겨입법

을성실히해야할것입니다. 모든법이완전무결,

천의무봉일수는없습니다. 그러나가장국민의여

망에근사치를둔법을시의적절하게제정함으로

써 국민의 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헌정

의진정한의미란바로국민을위하는길이자바로

천도(天道)를행하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국민이선택한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존경의대상이되어야하며사랑을받아야하는존재

인것입니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가못합니다. 어

느땐국회의원이범법을하여옥고를치르기도하고

지탄의대상이되기도하여국회의체면을깎아내리

기도합니다. 이모두가막중한책임을진헌법기관

이라는기능을망각하고정당이기나사리사욕에빠

지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실망하거나좌절할필요

는없습니다. 옥에도티가있듯이완벽은현실세계에

서는바랄수가없습니다.  그럼에도대다수의훌륭

한국회의원들이국사를논하며성실하게국정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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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있기에우리의국회는완벽을향

해힘차게노를저어가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민주국가로굳게서게된것은제헌

의원을비롯한수많은선배국회의원들의헌신과노

고가있었기때문입니다. 국민들도잘못한것만보

고질책만할것이아니라이분들의희생과봉사를

헛되이여기지말고기억하며경의를표해야할것

입니다. 그렇다면국민의사랑을받는국회의원들은

용기백배하여의정활동에박차를가할것입니다. 

여기서공자님의말씀을되새겨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논어의위정편(爲政篇)에이러한명문이

있습니다. 덕으로인도하고예로써가지런하면백

성들은부끄러워할뿐아니라또스스로바로잡는

다[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宜格(『임영호의 인문학

서재』에서발췌인용). 이천 오백년전, 공자님의

말씀이오늘날에도가슴에와닿는것이신기하기

만합니다. 인간사회의변화나인간의본질적심성

은세월의흐름과는관계없다는뜻이기도합니다. 

시공을초월해정치인에게공자님의말씀이이시

대에도금과옥조가되는것입니다. 정치인은모름지

기덕으로국민을대하여할것입니다. 그러나덕치

(德治)는의욕만갖고는할수가없습니다. 국민을위

하는충심과견실한입법정신이선행되어야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회가 새로운 헌정기관으로 거

듭나기를염원합니다. 법의미비로인해고통받는

국민이없게해야합니다. 정의가살아숨쉬는살

기좋은사회를위해혼신의힘을다해주기를바

랍니다. 국민의아주작은소리라도신문고가울리

듯귀기울여듣는다면우리국회는선진정치를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쟁은 국민을 위한

선한싸움이될것입니다. 

새해의덕담은그저귀에듣기좋은소리일뿐입

니다. 국민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가 가려운지

병을짚어내는명의처럼덕치를한다면국회는국

민의사랑과존경을한몸에받는기관이될것입

니다. 덕치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덕장(德

將)만이 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

을혜안으로읽어내고국민을진심으로섬기는공

복이라면해낼수있는것입니다.

입헌정치는민주사회의근간입니다. 그러기에헌

정은인간이만든정치개념중에가장으뜸입니다. 헌

정질서가바로잡힐때우리사회는안정될것입니다.

바른정치가바른사회를인도하는것입니다. 새해에

는덕치로밝고맑은정치계가되었으면합니다. 이

또한한낱허언으로끝나지않았으면합니다. 우리사

회의미래는정치인들중에서도특히국회의원들에

게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바른정치를하

고자하는대다수의국회의원들이수많은난제를풀

고갖은역경을이겨낸다면여의도는단순한섬[島]이

아니라명실상부한민의의전당이될것입니다.    

새술은새부대에담듯새해라는그릇에새로운

정치를담아잘숙성시킨다면국리민복을위한향기

로운국회의사당이될것입니다. 국회는위대한기

관이고국회의원은소중한존재입니다. 국회가국민

이부여한그막중한권한을그야말로물흐르듯순

리에맞게잘행사한다면우리나라는지금보다훨씬

앞서가는국가가될것입니다. 하늘을나는새를보

며황금돼지해에국회에희망을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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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사업상으로 소주 한잔 하자는

말을많이하곤한다. 그때소주가반드시소주

만이아니고술을한잔하면서이야기를나누자

는뜻으로이해를한다.

독한술을흔히양주라고도한다. 그러면양

주(洋酒)란무슨술을이야기할까? 두산백과사

전에서는우리나라술이아니고바다를건너온

술을 양주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포도주, 맥주, 위스키 및 브랜디 등 모두가 양

주가될수가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양

주라고하면대부분위스키를지칭하기도하는

이유가 위스키 수입업자들의 마케팅 전략과도

관련이있는듯하다. 양주중에서위스키가가

장 먼저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디, 럼주,

보드카 등이 수입이 되다 보니 양주하면 위스

키, 위스키하면양주가된듯하다.

우리가사회생활을하면서마시는술의종류

를크게분류하면 1)발효주또는양조주, 2) 증

류주 및 3)혼성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발

효주에는 맥주, 와인, 막걸리 등이 있으며, 둘

째, 증류주에는 위스키, 브랜디, 럼주, 보드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증

류주를섞은술을이야기한다.

우리가술을선물로주거나받을때어떤술

이 좋은 술인지를 알고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더좋지않을까? 그래서양주중에서대표적인

술인 맥주, 와인, 위스키 및 브랜디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일상생활 중에 맥주

의 상표 중에 라거(Lager)는 어떤 맥주이며,

whisky와 whiske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브

랜디와 꼬냑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나폴레옹

코냑은 또 무엇인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와인

중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점도 같

이알아보기로한다.

맥주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맥아) 당화하고 쓴

맛과향취를부여하는첨가물원료인홉(Hop)

을넣고효모에의해발효시킨술을말한다. 맥

주는크게두종류의맥주로나눌수가있는데,

독자기고/문화

우리도 이제‘우아한술문화’를
와인, 맥주, 위스키, 브랜디…양주의상식

金 鍾 會

가천대리버럴아츠칼리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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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상면 발효맥주(Ale)이고, 다른 하나는

하면발효맥주(Lager)다.

상면 발효맥주(Ale·발효온도 10~25도)는

색이짙고알코올도수가높으며, 흑맥주, 영국

의 스타우트, 펠웰, 포터, 벨기에의 런빅크 등

이 상면 발효맥주에 속하며, 영어로 에일(Ale)

이라고한다. 하면 발효맥주(Lager·발효온도

5~10도)는 우리나라의 OB 등 지구상의 대부

분의 맥주가 라거 맥주이며, 상면 발효맥주보

다발효에 2배나시간이더걸린다. 맥주는살

균 여부에 따라 생맥주와 보통 맥주(병, 캔,

PET 맥주)로나눌수있는데맛으로는생맥주

가최고다. 그다음으로병맥주가맛이있으며,

병맥주의병마개의홈개수가21개(과학적으로

가장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장치)인데이는

영국인이 병마개를 맨 처음 발명하여 특허를

내어놓아서이사람은억만장자가되었다.

독일에서는매년 9월부터 4월까지만맥주를

생산하며, 독일맥주순수령(1516.4.26 독일 바

이에른 주의회 공포)에는 맥아, Hop, 물로만

생산해야 하며, 2016년 순수령 발표 500주년

을맞이하여대단한행사를하기도했다.

1800년대파스퇴르가 효모를 발견하여 비

열처리를 시작하여, 현재도독일에서는순수

맥주는1)맥아, 2)Hop, 3)효모, 4)물로만들어야

한다. 중세베네딕도수도원에서는사순절에음

식대신맥주로영양보충을하였기에서양에서

는 맥주를“물로 된 빵”이라고도 했다. 흔히들

호프한잔하자고이야기할때의호프는Hof(맥

주를마실수있는맥주주점)이며, 맥주원료인

Hop과는다르다.

서양에서는“맥주는사람이만들고와인은신

이만든다”는속담도있다. 독일맥주의종류에

따라서맥주잔도다양함을알면 더욱좋다. 요약

을하면맥주는Hop, 맥아및효모가잡아주는

맥주의기본적인삼각뼈대부터음미한후, 탄산

과음용온도에따라서맛이달라진다는것을이

해하면서맥주를즐기면좋겠다.

포도주(와인)

맥주하면떠오르는나라가독일이라면, 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의 보

르도 지방과 부르고뉴 지방이 비발포성 와인

(레드, 화이트 와인)의 양대 생산지이며, 샴페

인도 발포성 와인(스파클링)의 생산지로도 유

명하다. 와인 벨트에는 구천지(북반구 유럽의

위도30~50도내외지역)와신천지(북미및남

반구위도30~40도내외지역)으로나눌수가

있다. 신천지에는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

나등이유명하며, 구천지에는프랑스, 이탈리

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와인은

포도송이에서껍질, 과즙, 씨등을한데으깨어

묽은 포도액을 만들어 발효시킨다. 레드 와인

은껍질등포도의모든것을포함시켜서발효

를시키고, 화이트와인은껍질과씨를제거한

후에함께발효를시킨포도주를말한다.

포도주는크게발포성와인과비발포성와인

으로나누는데, 샴페인등과같은발포성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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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스파클링이라고하고레드, 화이트, 아이스,

로제와인등을비발포성와인이라고한다.

레드와인을만드는품종으로는 1) 까베르네

쇼비뇽(Cabernet  Sauvignon)(까쇼), 2) 멜럿

(Merlot),  3)피노누아(Pinot noir) 등이대표적

인 품종이고, 와이트 와인을 만드는 품종으로

는 1) 샤르도네(Chardonnay), 2) 소비뇽 블랑

(Sauvignon Blanc), 3) 리슬링(Riesling)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블렌딩의 예술로 여러 종류의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생산하고,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순혈

주의를 강조하여 거의 한 종류의 품종만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그래서 보르도 와인은 귀족

와인이라고 불리며, 부르고뉴 와인은 왕의 와

인이라고불리기도한다.

와인은본인이자주음미하면서스스로와인

의 맛을 느끼고 어떤 와인이 본인에게 맞는지

시간을두면서알아보는게좋다.

와인의보관법도적당한온도로와인냉장고

나지하에보관을잘해야고유의와인맛을유

지할수가있다. 와인을오픈했을때, 코르크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코르크 마개의

10% 내외만 포도주가 젖어 있으면 잘 보관된

것으로보아도무난할듯하다.

와인도 중요하지만, 와인 글라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와인 글라스의 조건으로는 크

리스탈이어야 하며, 글라스 표면이 매끈하고

두께가얇아야하며, 달걀형의볼사이즈가커

야하며, 날렵한테두리와다리가길어야한다.

와인을받을때는가능하면잔을테이블에서

들지 않고 두 손가락으로 술을 받겠다는 시그

널만 주고 술을 받으면 된다. 술을 따를 때도

1/3 정도만따르는게좋다. 와인잔을잡을때

도 가능하면 다리(Stem) 부위를 잡는 게 보기

에도좋다.

와인병은용량이750cc가일반적이고, 아이

스와인은 375cc로병이좀작으며, 너무나달

콤하므로얼음과함께마시는게더좋다. 와인

에대한공부를하려면오프라인에서는“Wine

Bible”이라는 책과 온라인상에서는

www.robertparker.com 이라는 사이트가 많

은 도움이 될 듯 하다. 세계적인 와인 감별사

(Wine Writer)인 Robert Parker의 도움을받

는것도좋을듯하다.

위스키(Whisky vs Whiskey)

위스키는 맥아, 옥수수, 보리, 귀리 등을 원

료로 사용하여 발아, 건조, 분쇄, 당화, 발효,

증류, 숙성(오크통)후 병입을 한 술을 이야기

한다.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y)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에는 몰트

위스키(Malt Whisky:맥아를원료로사용), 그

레인 위스키(Grain Whisky:옥수수, 보리, 귀

리를사용, Blended Whisky용으로주로생산,

단독 출시는 거의 없음) 및 블렌디드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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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d Whisky:몰트위스키와그레인위스

키를혼합)가있다.

위스키의 등급은 오크통에서의 숙성 기간에

따라달라진다. 오랫동안숙성을하면그맛이

더 순해지지만, 숙성 기간이 지나가면 매년

2~3%정도가원액이증발되므로가격이더비

싸게 된다. 8년 이상만 숙성을 해도 프리미엄

위스키로 인정된다. 그래서 위스키는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 산등으로표시된다. 현

재 위스키의 도수는 40도(40%)가 주종이다.

명품 위스키로는 Royal Salute, Ballatines,

Johnnie Walker, Glenfiddich, Chivas Regal

등이있다,

아메리칸 위스키(American Whiskey

Straight Whiskey) 

51% 이상 옥수수포함, 효모는순수배양된

것으로 미국의 켄터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

다. 예)Jim Beam, Jack Douglas 등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와 비(非)스

카치위스치(non-Scotch Whiskey)는 위스키

의스펠링도다르게표시해구별하고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2014년까지는 블렌디드 위스키

(Blended Whisky)의 수입이 많았지만, 2015

년부터는몰트위스키(Malt Whisky)의수입량

이더많아지고있다.

브랜디(Brandy)

브랜디는 과일의 발효액을 증류시킨 것으로

포도 브랜디. 사과 브랜디, 체리 브랜디 등이

있다.

꼬냑(Cognac)은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

산되는 포도 브랜디를 이야기하고, 알마냑

(Armagnac)은 프랑스 알마냑 지방에서 생

산되는 포도 브랜디를 말하며, 그 이외의 프

랑스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프렌치

(French) 브랜디라고 한다. 브랜디 하면 프

랑스가 연상될 정도로 특화한 프랑스 술로

알려져 있다.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

기를 재발효시켜 만든 브랜디를 마르라고도

한다.

브랜디의 등급은 VS, VSOP, Napoleon,

XO, Extra로 나누어지며, 한 등급씩 올라갈

수록 가격이 2배 이상씩 비싸진다. 명품 브랜

디를 생산하는 브랜드로는 오지에(Augier),

카뮈(Camus), 쿠르부아지에(Courboixsier),

헤네시(Hennessy), 마르텔(Martell), 레미 마

르탱(Remy Martin) 등이 있다. 루이 13세라

는 코냑은 레미 마르탱사의 엑스트라급의 특

별코냑으로가격이상당히비싼걸로알려져

있다. 현재 브랜디의 도수도 40도(40%)가 주

종이다.

사회생활을하면서술을마시는이유는좋은

식사매너로인간관계에서좋은인상을남기면

서멋있는삶을영유하는데있다. 소위폭탄주

등과 같은 과음을 부추기는 술 문화를 아름답

고 우아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술에

대한공부도병행했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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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潤 基
11대 의원

凡夢을추모하며

畏友凡夢兄

다시만날기약도없이홀연히떠나

긴세월쌓인情은허공에흩어지고

兄을보낸지어언백날

낙엽은지고귀뚜라미소리마저처량한데

공허한마음메울길없어라

묘비를부여안고눈시울이젖는다.

伽倻의정기받은洛江의용이런가

統一國是절규는義人의咆哮인저

굴절된헌정사에새장을열었다.    

온갖시련감내하고

외로운가시밭길의연한자세는

傲霜孤節의표상이어라.

그누가

人生은아침햇살이슬처럼무상타했던가.

無常속에잠재한가치는燎原의불길되어

그대생애는청사에빛날지니...

아세월은흘러도

님그리는애절한추모의情念그지없어라.

百日祭에부쳐

70년知己燕軒

이시는 2018년 7월 24일작고한범몽유성환회원(12·14대)을 추모하여이윤기회원이보내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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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김정희휘호

시는이백을좇고서체는당나라
전통이전한다

갑신정변주역김옥균휘호

매화송이눈묻어거문고위에날아앉고
버들색아지랑이술잔에잠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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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의재미난중국기행①상하이

상하이는중국이아니다

具 相 燦

18대의원

前주상하이총영사

前국회한중문화연구회회장

상하이동방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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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제기랄! 또연착이네. 상해로가는비행

기는30년전첫방문때나지금이나어김없이

연착이다.(그때는수교전이라홍콩에서중국으

로들어갔다) 어떤항공사의비행기건 정시에

도착하는법이없다.

왜냐하면비행기들도다니는길이있는데그

항로의 70%를 중국 공군이 쓰고 나머지 30%

만민항기에길을내준다. 게다가상해주변의

하늘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여객기가

유럽으로가는유럽항로와중복되어늘에어트

래픽에 걸린다. 그래서 중국행 비행기는 정시

에 출·도착이 없다. 조종사들이 비행기 속도

를조정해서시간을맞춘다.

오랜만에상해를찾은날하필이면미세먼지

와황사로인해일제강점기의을씨년스런영화

의한장면처럼음산하기까지했다. 상해는아

열대 해양성기후로 여름에는 아스팔트에 계란

을놓으면20분이면프라이를만들수있을정

도로 뜨겁다. 중국 공무원법에 따르면 섭씨40

도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공공기관은 휴관하

게되어있다. 그렇지만공산당정권출범이후

단한번도40℃를넘어관가가휴관한적이없

다고한다. 

필자가상해총영사재직시에도40℃를넘은

적이여러번있었다. 나보다먼저온미국총영

사가“40℃가 넘으면 시정부 소속 기후관측소

에서 39.5℃로 늘 발표한다”며 낄낄대며 웃었

다. 미세먼지 또한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

로알려져외국대사관들은모두미국대사관에

서발표하는수치를활용한다는뒷얘기다.

그렇지만상해는중국제1의도시이다. 물론

수도는북경이지만경제활동이나생활환경, 인

구수를종합해볼때그렇다는얘기다. 언어도

상해 말이 따로 있어 북경사람들이랑 얘기할

때통역을써야할정도다. 물론지금은북경어

가 공용어가 되어 젊은이들은 불편하지 않지

만, 노인들끼리는지금도통하지않는다. 상해

사람들은 말도 빠르지만 말할 때 수식어 없이

바로 주제로 들어간다.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

며 행동도 빠르다. 중국의 만만디로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본다. 상해여자와 결혼하려면 직장

일은물론부엌일과식사, 빨래도직접해야할

각오를 해야 한다. 중국내에서도 여권(女權)이

가장 센 지역이다.(상대적으로 상해남자들은

순해공처가가많다.) 그러나이런부분만보면

큰일난다. 

필자가 상해 총영사 시절 많은 상해 사람들

과 상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

다. 그리고서느낀것은한마디로“상해는중국

이아니다”라는것이다. 세계속의첨단도시뉴

욕이나파리로생각하면틀림없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 제국의 강압에

의해 수륙해운과 산업의 요충지 상해에 1845

년에영국과 48년미국이, 49년에는프랑스가

와이탄 지역에 중국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인 거주지역(租界)을 설치함으로써 100년

간 수직적 발전을 계속해왔고 지금은 세계 어

느 국가의 중심지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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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로탈바꿈했다. 

1990년 국가프로젝트로상해동쪽푸동개

발이시작되면서상해는중국이아니라뉴욕이

나 파리, 런던으로 변하게 된다. 그때부터“상

하이는 중국의 심장이고 다른 도시는 혈관에

불과하다”는말이나오기시작했다. 

상해는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많은 지역이

있다. 그중가장중요한상해임시정부청사를가

보면 신천지(新天地)지역에 위치한 임정청사는

개관이후관람객수가500만명에육박하고있다. 

빨간 벽돌로지어진 3층건물의임정청사는

그규모는크지않지만임정요인들의집무실과

생활공간을보고당시를설명하는비디오를시

청한 다음에는 왠지 숙연해지고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과 힘겨운 생활이 느껴진다. 그래서

맨마지막방에있는청사기금모금통이항상

넘쳐흐른다. 

모금통옆에는임정청사를다녀간역대대통

령들의사진과100불이상헌금한사람들의조

그마한명패들이끝없이붙어있다. 

총영사시절민원실에많은여행객들이전화

를해와“아니도대체상해총영사관은무얼하

고 있나”“우리선조들의 독립정신과 그 혼들을

모신청사에한국말도제대로못하는조선족들

을 안내, 설명원으로 쓰고 있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해온다. 

그러나우리여행객들이이해해야할부분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전시물은 우리 것이지만

그 장소는 엄연히 상해시 재산이며 상해시 소

관이다. 그곳에서설명하는안내원들은당연히

상해시 공무원들일뿐이다. 중국 공무원 중에

한국말을전공하는사람들을선발해배치해놓

는다. 오해없기바란다. 

숨은이야기가있다. 2층중간방에가보면당

시임시정부청사개관기념식에많은중국인들

이와서축하를했는데그방명록에보면중앙

하단에 주은래(周恩來)라는 이름이 있다. 중국

인민의영원한총리라불리는그주은래가젊은

시절에우리임시정부를뒤에서많이도와줬다

는중국학자들의주장이있다. 큰 금액은아니

지만임정에수시로식량과돈을보내줬다그런

데왠일인지한국에서평가를하지않는다는상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입구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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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사학자들의 푸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

다. “공산당이임시정부를도와줬다”는역사를

그당시는수용하기힘들어서그랬나?

또알려지지않은얘기중중국서열 7위한

정(韓正) 중앙당정치국상무위원에관한얘기

다. 필자가상해총영사재직시시장을거쳐상

해시 당서기로 재직중이었다.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가져주고자주만나준고마운분이다. 

한정(韓正) 상무위원이 젊은 시절 임정청사

가있는주완구구청장을할당시(1990~92년)

얘기다. 지금은최고번화가로변한신천지지

역의 재개발계획으로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완

전히사라질위기에처해있었다.

이때한정(韓正) 상무위원이“우리의역사가

중요하다면 한국의 역사도 역시 소중하다”며

재개발업자들과 상해시를 설득하여 다시는 그

곳이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규를

재정비해준고마운사람이다.

그래서일까? 그는상해시당서기에서중국서

열 7위의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다.(시진핑(習近平) 주석이상해시당서

기시절시장으로보필한인연이크게작용했다.)

또 중요한 곳이 있다. 루쉰공원(홍구공원)이

다. 원래는 당시에 서양 사람들의 도박장이었

다. 영국의유명한원예가에의해설계된서양

식 정원 양식의 공원이었다. 한때는 일본군의

군사기지로도사용된적이있다. 40만㎡에이

르는대규모녹지로조성된공원이다.

원래 이름은 홍구공원이었지만 중국 최고의

문학가루쉰의묘와기념관이옮겨오면서루쉰공

원으로바뀌었다. 1932년상하이천황탄생일기

념행사에서윤봉길의사의도시락폭탄으로일본

의주요요인들을암살한역사적인장소이다.

그 윤봉길 의사의 전시관이 가장 좋은 위치

에자리해있다. 윤의사의초상화와그의역사

적인 자료, 친필 편지, 당시 신문기사와 폭탄

투척 순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폭탄투척직전에가족과주변에남긴시를읽

어보면눈시울이뜨거워진다.

상해를 가보면 많은 중국 국내 관광객 때문

에 질 좋은 여행을 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몇

군데추천을한다면와이탄의밤거리와세계경

제 중심 푸동을 가 용틀임하는 중국의 기상을

느껴보아야한다. 

아편전쟁에서영국에패한뒤서양열강들은

황포강을사이로먼저서쪽을개발하기시작했

다. 갈대밭뿐이었던 와이탄지역은 100년에 걸

쳐당시뉴욕에서유행하던아르데코풍의건물

과프랑스와영국식건물, 또르네상스와스페

인식조형물이포함된다양한모양의건물들을

속속건축하면서오늘의와이탄으로발전한다. 

윤봉길의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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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국가정책의일환으로금융과무역

의미래도시건설이라는캐치프레이즈아래엄

청난 고층빌딩들을 건설하면서 푸동지역은 세

계최대의 금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세계에서두번째높은상하이타워와병따개같

이 생겨서 병따개건물로 불리우는 상하이금융

센터그리고세계적인건축상을받은진마오빌

딩등동방명주와함께볼만한곳이다. 

또명나라시절고위관리를지낸돈많은부

자아들이노부모를위해만들었다는개인정원

예원(豫園)도가까이에있다.

중국의 시골을 느낄 수 있는 수향마을도 권

한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주가각

(朱家角)도수향마을로볼수있지만오히려관

광객을위한맞춤형수향마을냄새가난다. 하

지만 통리(同里)와 시탕(西塘)은 그 규모는 작

지만옛날중국농부들의삶을느낄수있고새

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뱃사공도 볼수 있어

특별한 휴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한화로

5,000원정도주면볼수있다.)

천년의역사를품은통리(同里)와 톰크루즈

가 주연한‘미션 임파서블3’의 촬영 장소였던

시탕(西塘)은 1,800년대고요한중국시골의향

취를느낄수있다. 두 곳모두한국관광객들

에게는많이알려지지않은곳이고관광객들도

거의 없다. 하지만 상해 재직 시 찾아온 많은

지인들께복잡한관광객들이모이는유명관광

지보다 이 두 곳을 가보시라 추천했는데 한분

도 빠짐없이 좋은 곳을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

다는말을수없이들었다.

또 상해를 여행하려는 분들이 좋은 음식과

식당을소개해달라는전화를많이해온다. 외

국에서 먹는 음식은 대충 중급 이상의 식단이

면자주먹는음식이아니라서다맛있게느껴

진다. 그러나 질퍽하고 향이 강한 중국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따동(大董)’이라는 식당과

적은돈에수준높고품격있는정통프랑스요

리를먹을수있는방법을소개해본다. 따동은

정말현대화되고세련된중국음식을내놓는다.

소위 퓨전 중국음식점이다. 북경과 상해의 멋

쟁이젊은이들이제일좋아하는집이다. 

그유명한베이징덕도서양사람입맛에맞게

껍질위주로간결하게튀겨나온다. 중국요리를

프랑스요리처럼만들어내오는데정말맛있다.

예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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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장조지(Jean George)’도 가볼만

하다. 중국에서 웬 프랑스요리 하시겠지만 뉴

욕과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 셰프 장조

지가 자기 이름으로 개장한 최고급 프랑스 레

스토랑이다. 미슐랭투스타식당이다.

많은VIP들이그곳을방문하고그맛에반한다.

1인당 저녁식사는 평균 30만원이 넘는다. 좀

좋은 와인을 먹으면 50만원을 육박한다. 그러

나주춤거릴필요없다. 그의부인은한국과미

국의피를반반씩가진유명프랑스모델출신

이다. 그래서나는김치도잘먹는그를친한파

라부른다. 그장조지가필자에게슬쩍가르쳐

준 팁이 있다. 낮에 점심특선을 먹으면 된다.

5~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에피타이저와 수프

만 빠진 30~40만원 가격대의 음식이 그대로

나온다고귀띔해줬다. 특히 5만원정도의수제

햄버거는 그 가성비가 엄청나다. 우리 음식점

에서 10만원정도를줘야먹을수있는푸아그

라(거위간)가 얹어진햄버거는그맛이경이롭

기까지하다. 또한식사후그건물옥상(7F)으

로 올라가보면 상해 야경은 물론 푸동과 와이

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상해 최고의 촬영

뷰포인트도있다.

최고급음식을맛보며상해를느끼는방법도

있지만주머니사정이넉넉하지않으면예원(豫

園) 입구에 있는 남상샤오롱만두점도 찾을만하

다. 단돈3,000원정도면중국최고의샤오롱빠

오(작은물만두)를맛볼수있다. 

각국의 관광소개책과 CNN, ABC등 유명한

방송에도빠지지않고나오는맛집이다. 이조그

만만둣집이유명세를타는것은일단엄청싸고

맛있기도하지만만두한입을깨물면그속에서

터져나오는한모금의육즙때문이다. 돼지고기

와새우로다진그향이예사롭지않다.

찾기도쉽다. 예원(豫園) 입구에사람들이유

독길게줄을서있는곳만찾으면된다. 그줄

서기의끝지점이남상샤오롱만둣집이다. 1~2

시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불편함이 있지

만 많은 동·서양 관광객들이 끝내 기다렸다

먹고간다.

오늘날해외로나가는한국사람 4명중 1명이

중국을간다고한다. 필자가상해총영사관총영

사로있을때연간비자100만건을달성해한·

중 양국의 매스컴 세례를 받은 바 있다. 비자

100만건은15년전대한민국전체비자발급수

와 같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가

됐다. 그렇지만여러가지정치적상황으로그렇

게가까이지내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거대한 중국의 작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1년

간연재하면서조금이나마양국관계증진에기

여하려한다.  우전수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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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廣廣場場廣廣場場

평택해군 2함대방문천안함46용사기념비참배

文文喜喜相相((1144,,1166,,1177,,1188,,1199,,2200)) 국회의장은 12월 13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 기념비를 참배했다. 해군

장교 출신인 文 의장은“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안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범김구생애와사상’특강

金金炯炯旿旿((1144,,1155,,1166,,1177,,1188)) 전 국회의장은 12월 18일 용산구 효창동의 백범김구기념관 대회

의실에서‘우리가슴에새겨야할백범김구의생애와사상’을주제로특강했다. 

“협치의롤모델만드는건설적인방안마련돼야”

丁丁世世均均((1155,,1166,,1177,,1188,,1199,,2200)) 전 국회의장은 12월 17일 김광림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원

장안성호)과공동주최로연‘한국사회의갈등현황과입법갈등해결방안’세미나에서환

영사를 했다. 丁의장은 환영사를 통해“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협치의롤모델을만드는건설적인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했다

故노회찬의원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

李李洛洛淵淵((1166,,1177,,1188,,1199)) 국무총리는 12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故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

화장을추서했다. 

한일문화친선협회창립기념식

尹尹在在明明((77,,88,,1100)) 회원은 11월 26일

대림정에서 한일문화친선협회 42

주년창립기념식을했다.

시국강연회개최

鄭鄭在在虎虎((99,,1100))민족중흥회회장(헌정회원

로위원)은12월11일서울종로소재한

국생산성본부빌딩강당에서애국시민단

체관계자들을초청, 시국강연회를개최했다. 

한국다도대학원제25기졸업식

朴朴權權欽欽((1100,,1111,,1122)) (사)한국차인연

합회(헌정회 원로위원)는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

서한국다도대학원제25기 졸업식과송년차

담회를 가졌다. 한국다도대학원 제25기 졸

업식에는 150명이 다도교수 자격증을 받았

다. 이날 송년차담회는 국악명인 南相一씨

를 한국차인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수

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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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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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중국, 동아시아평화와미래’국제컨퍼런스

柳柳晙晙相相((1111,,1122,,1133,,1144)) 한국정보기술연구

원 원장은 12월 4∼6일까지 그랜드힐

튼호텔, 프레스센터, 국회 등에서‘미

국과중국, 동아시아평화와미래’에관

한국제컨퍼런스를개최했다. 

민주평화노인회전라북도총회발대식

崔崔洛洛道道((1122,,1133,,1144)) 회원은 11월 22일

전라북도도청대강당에서(사)민주평

화노인회 전라북도총회 창립 발대식

을가졌다.

4.19혁명과민주화·산업화융합대토론회

柳柳寅寅鶴鶴((1133,,1144)) 4.19혁명공로자회회장은

12월 18일국회도서관에서4.19민주혁

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공동

으로‘4.19혁명과 민주화·산업화 융합

대토론회’를개최했다.

평화통일국민연합연차총회

吳吳景景義義((1133))

평화통일국

민연합회장

은12월6일

올림픽파크텔에서평화통일국민연합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헌정회에서 이상민 운

영위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홍희표 고문,

유경현수석부회장, 황학수부회장, 전설의무도

인신상현회장등각계대표들이참석했다.  

故정주영회장탄신103주년묘소참배

원원광광호호((1144))아산정주영회장기념사업회회장은11

월23일아산정주영회장탄신103주년묘소참

배행사를개최했다. 이날행사에유용태회장은

조화로 추모했고 황학수 부회장, 곽정현 김유진

김두섭회원등다수의각분야별기념사업회원

들이참석했다.    

‘송년의밤’행사

高高興興吉吉((1166··1177··1188)) (사)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헌정회 부회장)은 12월

14일 여의도 그래드호텔에서‘송년

의 밤’행사를 갖고 발달장애인 지도

및발전에공이큰김남윤교수(한국예술종합학

교)·남영찬 변호사 등 22명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을 비롯,

나경원·강효상·이종명·김순례의원등이참

석했다.   

국가항공산업단지의현재와미래정책간담회

金金在在庚庚((1177,,1188,,1199,,2200)) 의원실은11월30일

의원회관에서박대출의원실과공동으

로‘국가항공산업단지의현재와미래를

위한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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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삭스교수에게듣는포용적성장과한국경제

金金太太年年((1177,,1199,,2200))의원실은11월28일국

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동북아 공

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김부겸 의원

실·(재)여시재와 공동으로‘제프리 삭스

교수에게듣는포용적성장과한국경제’에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백봉신사상대상수상

((1177,,1199,,2200)) 의원

은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백봉라용균선생기

념사업회(회장문희상)에

서 주최하는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대상을수상했다. 

미래희망교육미래비전대토론회

柳柳基基洪洪((1177,,1199)) 회원은 11월 23일 서울대

학교관정도서관양두석홀에서(사)미래

희망교육 10주년을 기념해 낙성벤처밸

리미래비전대토론회를개최했다.

제2회전국일자리워크숍

李李穆穆熙熙((1177,,1199)) 대통령직

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

장은 12월 11일 서울 백

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

회 전국 일자리 워크숍

에서일자리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독도시설물점검방문

羅羅卿卿瑗瑗((1177,,1188,,1199,,2200)) 국회 독도방문단장은 11월

26일 여야 의원(어기구 더민주 의원, 박명재·

성일종·이종명·김성태·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장정숙바른미래당의원) 8명으로구성된

독도방문단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시설물

들을점검했다.  

요양보호사처우개선국회토론회

吳吳濟濟世世((1177,,1188,,1199,,2200)) 의원실은 12월 3

일 의원회관에서‘요양보호사 처우개

선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에너지를둘러싼갈등, 어떻게풀것인가’세미나

禹禹元元植植((1177,,1199,,2200)) 의원실은 11월 29일

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의원실과 공동

으로‘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차 세미나 : 에너지정책에

대한국민수용성향상언론의역할을중심으로’

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공공주택국제심포지엄: 모듈러주택활성화’세미나

朴朴順順子子((1177,,1188,,2200)) 국토교통위원장실은

11월29일의원회관에서‘공공주택국

제심포지엄 : 모듈러주택활성화’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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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인하노후소득보장강화’연금

개혁토론회

金金容容兌兌((1188,,1199,,2200)) 의원실은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사회디자인연구

소·NGO협동하는사람들과 공동

으로 의원회관에서‘국민연금 보험

료 인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빈곤계

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 토론

회’를 개최했다. 

농악의날선포기념大토론회

白白在在鉉鉉((1188,,1199,,2200)) 의원실은 11월 30일

의원회관에서‘농악의날 선포기념

大토론회’를개최했다.  

‘2018 자랑스러운인하인상’수상

李李燦燦烈烈((1188,,1199,,2200)) 국회의원은 12월 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하대 총동

창회(회장 한진우) 모임에서‘2018 자

랑스러운인하인상’을수상했다.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토론회 축사

洪洪永永杓杓((1188,,1199,,2200))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12월 4일의

원회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의기

념과계승을위한법적, 제도적과제국회토론

회’에서축사를했다. 

‘영유아디지털미디어조기노출현황

과대책’세미나

朴朴仙仙淑淑((1188,,2200)) 의원실은 12월 17일 의

원회관에서‘영유아디지털미디어조기

노출현황과대책’에대해세미나를했다.

제13회‘올해의인권상’수상

朴朴宣宣映映((1188)) 물망초재단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12월 13일국회인권포럼(대표홍일표)과 (사)아

시아인권의원연맹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3

회‘올해의 인권상’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

됐다. 朴 이사장은 국회에서 의정활동시 국군

포로, 전시납북자, 탈북자등을위한각종입법

활동과정책수립에주력했고국회의원은퇴후

에는 (사)물망초재단을 설립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알리기

등다양한인권보호및증진활동을펼쳐왔다. 

제1회전국시낭송대회개최

吳吳晨晨煥煥((1199,,2200)) 의원실은11월28일국회

헌정기념관에서‘시가 흐르는 서울(대

표김기진)’과공동으로제1회전국시

낭송대회를개최했다. 이날오의원은축

사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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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마련국회토론회

尹尹厚厚德德((1199,,2200)) 의원실은 11월 30일 의

원회관에서박정의원실·파주시·한국

관광공사와공동으로‘남북정상회담코스연계관

광자원화방안마련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탈원전18개월의자화상과에너지정책

방향’세미나

朴朴孟孟雨雨((1199,,2200)) 의원실은12월20일‘탈

원전 18개월의 자화상과 에너지정책 방

향’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개정’토론회

黃黃柱柱洪洪((1199,,22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장실은 12월 18일의원회관에서‘수

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

회’를개최했다. 

이태영박사20주기추모식

鄭鄭皓皓駿駿((1199)) 회원은 12월 17일 충무아트

홀1층컨벤션센터에서이태영박사서

거20주기추모식을가졌다.

‘개별 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확보방안’세미나

金金斗斗官官((2200))의원실은12월14일의원회

관에서 (사)환경정의와 공동으로‘개별

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 확보 방

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미래육군을선도할우수인력획득’세미나

金金炳炳基基((2200)) 의원실은 12월 19일의원회

관에서‘미래육군을선도할우수인력

획득’세미나를개최했다.

‘국가경쟁력제고글로벌SW정보시스템구축’세미나

金金聖聖洙洙((2200)) 의원실은 12월 3일 의원

회관에서 정용기·신용현 의원실과

공동으로‘국가경쟁력제고 글로벌SW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입법공청회

金金玄玄權權((2200)) 의원실은 12월 17일 의

원회관에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

했다.

여성이행복한복지농촌만들기국회토론회

徐徐參參錫錫((2200))의원실은12월3일국회도서

관강당에서김현권박완주오영훈윤

준호 의원실·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

토론회’를개최했다.

‘화성갯벌가치이해와보전방안마련’토론회

宋宋玉玉珠珠((2200)) 의원실은 12월 18일의원회

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화

성갯벌 가치 이해와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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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둥지 大吉 하시길…

李李相相培培((1155,,1166,,1177)) 자) 서울 서초구 명달로9길 57

방배아트자이101/502  H) 010-5279-5655

張張誠誠源源((1155,,1166)) 자자))서울강남구선릉로 120 개포우성

2차A 13/1007  H) 010-2306-0343

金金星星坤坤((1155,,1177,,1188,,1199)) 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7-8 301호 H) 010-3937-6233

林林亥亥圭圭((1177,,1188))자) 경기파주시문산읍당동1로67 파주

힐스테이트2차A 202/103  H) 010-5311-3665

田田麗麗玉玉((1177,,1188)) 자) 서울강남구언주로 123 개포한신

A 7/501   H) 010-3730-0855

尹尹相相逸逸((1188))자) 서울중랑구송림길13  H) 010-8783-6666

尹尹碩碩鎔鎔((1188)) 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9 강동역

신동아파밀리에A 1102/603   H) 010-5255-8947

李李春春植植((1188))자) 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면한숲로123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302/2504  H) 010-8960-6367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결결혼혼을을 축축하하합합니니다다

田田溶溶鶴鶴((1166))회원 2018년11월23일19시, 딸결혼

장소: 더라빌2층

黃黃仁仁子子((1199)) 회원 2018년12월8일17시, 딸결혼

장소: 63빌딩2층그랜드볼룸

申申東東峻峻((77)) 회원 2018년 12월 1일

별세. 경기도 용인 출생. 동아일보

정치부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7대

국회 민주공화당 선전부장·대변

인. 사단법인한국갤럽통계연구소이사장, 동삼

무역(주) 사장, 한국금향열처리(주) 사장, (주)한

국웰테크회장, 로타리코리아편집장등을역임

했다. 향년86세. 

李李憲憲琦琦((1111)) 회원 2018년 12월 17

일별세. 고려대경제학과졸업, 동

대학원 석사. 단국대 대학원 경제

학박사. 동국대교수. 11대 국회때

민주정의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보사분과위

원으로활동. 보사부차관, 노동부장관, 산업인

력공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

장, 한국주택은행 이사장, 한국제약협회 이사

장, 한·이스라엘친선협회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80세. 

宋宋鉉鉉燮燮((1122,,1133,,1155)) 회원 2018년 12월

5일 별세. 성균관대 정치학과 졸

업. 고려대 경영대학원·일본 게이

오대학 대학원 정치학과 수학.

12·13·15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원·상임고문·전국노인위원장. 재경전북도민

회 회장,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대한하키협회

장, 헌정회부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82세. 

헌정12월호P.80∼81 게재된헌정회워크숍가운데이영권

의원님의발언내용중‘손대’를‘선대’로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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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는 데

일본국가사회의 사회악, 특히 어린학생

(초·중·고)을학교에안심하고보내기힘

든학부모사회에서제기된척결대상이다.

이런현상은아들딸하나만낳아야하는중

국에서도지금큰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

다. 우리나라의왕따현상은일본, 중국보다

더 지독하다. 왕따를 주도하는“일진회”라

는 폭력조직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

고 또 어른 조직폭력단체의 산하조직으로

되어가고있어서학교당국이나치안당국에

서도골머리를썩고있다.

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郭尙勳(初代), 白樂濬(2代), 尹致暎(3·4·5代), 洪滄燮(6代), 金周仁(7·8代), 金元萬(9代), 金向洙(10代), 蔡汶植(11代),

柳致松(12代), 張坰淳(13代), 宋邦鏞(14代), 李哲承(15代), 梁正圭(16·17代), 睦堯相(17代 補選,18代), 辛卿植(19代)

‘憲政’은열려있는言論空間입니다.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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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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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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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