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민
국

헌
정
회

 

2

0

2

0

4

통
권

4
5
4
호

(

(

월

간

헌

정

月
刊

한중관계재조명특집

중국몽의실체를
제대로보아야한다

새정치질서를위한대안

“국가와국민위한
영혼있는정치하시라”

코로나19 팬데믹위협
어떻게대처할것인가

 

2020

 

420204

4월헌정표지(381x257)  2020.3.24 2:28 PM  페이지1   Cheil-868 



12

헌정 72년이지났다. 6.25전쟁등아무리숱

한 혼란을 겪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아무리 뽑고 뽑아봐야 싸움질이나 계속할 국

회”로낙인찍힌채로더이상가서는안된다. 국

민의기대가사라져버린, 국민의대표를계속뽑

아야하는, 국민의피할수없는피해는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더 이상 국민을 인질로 묶

어놓고 희망 없는 정치인들만의 잔치를 계속하

는것은국민에대한중대한미필적고의의범죄

임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반드시 위

와같은모순을타파하고새로운민주헌법개정

에앞장설용기있는선량들의선출을간절하게

기다려야하겠다.

현재의헌법구조의문제점

현행 헌법은 정부수립 이후 거듭되어온 독재

권력의장기집권으로부터시작되었고이피해를

극복하려고 도입된 특수한 헌법구조이다. 그래

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가 대통령 5년 단임제

도이다. 수많은헌법학자들이나중견정치인들

은오래전부터“이제는정상적인제도개선을통

해서정상적인민주주의의토대를세우자.”는주

장과연구가있어왔다. 대통령단임제만문제라

고보는건아니다. 미국식도아니고프랑스식도

아닌 우리만의 특수한 헌법 체계이므로 이제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개헌을 통하여 미래의 민

주화를열어가자는뜻이다.

또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인해양원제

가사라진이후, 오직단원제만으로지속해오는

잘못된 국회 형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헌정회는이러한문제의연구와문

張永達

헌정회부회장

제13대우석대총장
14·15·16·17대의원
열린우리당최고위원·원내대표

21대국회는민주헌법개정이
역사적사명!
여·야상시적인싸움국회로는국리민복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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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기의일선에서서 21대국회가개헌에앞장

서도록선도해야할의무가있는것이다. 군사정

권이나 권위주의에 의한 후진국이 아니고서야

극단적인대립의단원제국가가어디에있는가!

여·야가난투극을벌이기딱좋은국회단원제

헌법을그대로두어서는안되는것아닌가!

사례연구를위한제언

미국은 2백여의UN 가입회원국중에대표적

인대통령제국가이다. 얼마전에미국의하원에

서는다수의석을가진야당의주도로트럼프대

통령의 탄핵을 의결했고 이어서 상원의 다수의

석을가진공화당은탄핵안을부결하였다. 그리

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

이고 하원의장인 펠로시의 악수 제안을 무시해

버렸다. 야당으로선참을수없는수모이고모욕

이었다. 이어서순식간에벌어진사건이이어졌

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세계의 언론이 주시하

는속에서손으로북북찢어버리는야당대표펠

로시의장의모습이있었다. 악수제의를무시해

버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

의집단몸싸움이라도벌어질사건이었다. 그러

나조용했다. 반대로의사당의대통령면전에서

트럼프대통령의연설문을찢어버리는데도집권

공화당의원들은멱살잡이나몸싸움으로번지지

않고넘어갔다. 

우리의 경우였다면 과연 무사했을까! 그러면

우리의 경우하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 비결

은상·하양원제의국회구조와상시적으로집

권세력과 소통이 가능한 장치와 제도들이 도처

에배치되어있다는사실이다. 미국의상원의장

은부통령이자동으로맡게되어있다. 상·하양

원제와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도 마치

내각책임제와도유사한상원의장의제도가어떻

게 작동하여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극복하는

가를우리국회가심도있게연구하여헌법개정

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훨씬 어려운 필리핀도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하

고있다.

죽기살기로밀리지않기위한무한의투쟁이불가피한제도를개정

하지아니하고는우리국회가국민의국회로되기는참으로지난한

일이다. 싸울수밖에없는국회제도를방치하면서싸우지만말라고

비난하면어떻게국민이바라는국회가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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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국회에서국민의신뢰받는국회로의개헌

우리국회를보는국민의불신은일찍이분노

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더 이상 방치하면 박치

기멱살잡이는습관처럼이어질것이고국회는

국민의무관심과분노가쌓이면서무서운저항

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단원제국회는단번의의결로모든것의마지막

결정이 되어버리는 제도이다. 아무리 중대 사

안이라해도다수에의해통과되면그것으로끝

이다. 법원은 억울하면 세 번까지 재판을 받는

다. 완충과 보완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처음의

재판에불복하면항소의기회가있으나우리국

회는완충작용이없다. 따라서죽기살기로밀

리지않기위한무한의투쟁이불가피한제도를

개정하지아니하고는우리국회가국민의국회

로 되기는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싸울 수밖에

없는 국회제도를 방치하면서 싸우지만 말라고

비난하면어떻게국민이바라는국회가가능하

겠는가!

현재의국회예산으로양원제운영가능하다!

우리들대한민국헌정회는헌법을올바르게가

꾸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하지

못하면항상“국고를축내는정치경로당”이라는

힐난에서벗어나기가어렵게된다. 이러함에우

리헌정회는 21대국회가왜올바른개헌에나서

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국회와더불어민주주의를강화하는

헌법개정의연구와실현을위한노력에도헌신

적으로나서야하는것이다. 지금의국회예산을

합리적으로개혁하면증액이필요없이국회양

원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각 당의

정책연구기관이있고정책위원회를운영하며가

장큰자료의원천인국회도서관을활용하면지

금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양원제를 운영하고도

남을것이다. 

헌정회는 회원의 친목에만 방점을 두는 노령

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싸움터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는 올바른 헌법기관이 되도록 헌정회가 용기

있게나설부분이있는것이다. 그래야헌법기관

의 명예로운 원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받게 되리라는 헌정회의 다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헌법 개정으로 새

로운 민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때가 왔다.

그것이 21대국회의가장역사적인과제이고경

험 많은 선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책

무이기도할것이다.

01-95  2020.3.24 2:40 PM  페이지14   Cheil-868 



2020. 4 15

자화상

이달의詩

산모퉁이를돌아논가외딴우물을홀로찾아가선

가만히들여다봅니다

우물속에는달이밝고구름이흐르고하늘이펼치고

파아란바람이불고가을이있습니다

그리고한사나이가있습니다

어쩐지그사나이가미워져돌아갑니다

돌아가다생각하니그사나이가가엾어집니다

도로가들여다보니사나이는그대로있습니다

다시그사나이가미워져돌아갑니다

돌아가다생각하니그사나이가그리워집니다

우물속에는달이밝고구름이흐르고하늘이펼치고

파아란바람이불고가을이있고추억처럼사나이가있습니다

※윤동주시인은 1917년북간도명동촌에서태어났다. 1941년연희전문학교를졸업, 1942년일본릿쿄대학영문

학과에입학했다가같은해가을도시샤대학영문학과로전학했다. 1943년 7월항일독립운동의사상범으로체포되

어후쿠오카감옥에서복역중 1945년 2월 16일, 27세의나이로옥사했다. 대표작으로는‘자화상’, ‘또다른고향’,

‘쉽게씌여진시’, ‘참회록’, ‘별헤는밤’, ‘서시’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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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대륙에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

장할때마다, 우리는예외없이나라가망하

거나 전쟁을 겪어야 했다. 한(漢)나라의 등장은

고조선의멸망을초래했고, 백제와고구려는당

나라의등장으로멸망했다. 고려는원나라의등

장으로 30년간의 항쟁 끝에 항복했고 명나라의

등장직후멸망했다. 조선은청나라에게남한산

성에서항복했다. 중국의부상은우리에게사활

적문제이다. 물론한중관계에선긍정적측면도

있었다. 중국의문명, 한자, 유교는우리삶과철

학의뼈대를이루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 하지

만 청일전쟁 직전,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에서

도주했을때, 조공관계를통한중국의조선지배

도끝났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

화로중국을능가하는선진국이되었다. 등소평

이래, 중국은박정희대통령의국가주도수출지

향공업화전략을철저히연구하고따랐다. 국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무역에 총력을 기울

인것이다. 한국이일본을모방하면서반도체·

LCD 분야에서추월했듯이, 중국도한국을모방

하면서 LCD를 따라잡았고 반도체에서 우리를

맹추격중이다. 중국은모방에그치지않는다. 중

국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정

부 보조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고, 중국시장에

진입하는해외기업들에강압적으로기술이전을

요구하는것으로악명높다. 그주요타깃이최

고기술을가졌지만만만한한국기업이다. 한국

의미래성장동력이중국에게빠르게잠식당하

고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관

련국들의기대감은‘중국은주변국가를성장시

키는나라가아니라궁핍화하는나라다’라는푸

념으로바뀌고있다.

그런데우리정부는중국의불공정행위와관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탓

만하는것처럼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은중국을

큰봉우리에비유하면서작은봉우리인한국이중

국몽을같이하고싶다고밝힌바있다. 코로나19

의확산에있어서한중관계를중시한나머지, 감

염을차단하기위한일차적대응에실패했다. 

특집 | 한중관계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석좌교수

前국립외교원장

다시중화권으로복귀하고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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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로미국경제가휘청거릴때, 우

리사회에서는명·청교체기에비유하면서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

다. 역사상중국의영향을잊고살았던예외적인

반세기를보내고우리의일상은다시중국영향

을피부로느끼고있다. 경제를제쳐놓고라도우

리 하늘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싸여있고 달갑지

않은바이러스도들어온다. 시진핑주석의방한

에우리정치권이울고웃고있다. 우리일상은

싫든좋든중국과연관되어있다. 우리는청일전

쟁 이래 130여년의 외도를 끝내고 다시 중화질

서로복귀하는것이순리라고생각하는가?

중진국의함정과중국민주화

중국의 힘, 잠재력,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은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권력이 분화되고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중국은 거꾸로

가고있다. 국가가발전하면할수록권력은분화

되고 다원화한다. 바로 민주화다. 그러나 종종

지도자의입장에서경제성장이침체되면국가운

영이비효율적으로되고있다는생각을갖게되

고, 다시권력집중으로회귀하는경향이나타난

다. 과거박정희대통령이유신개헌을통해권력

을집중시킨바있다. 유신개헌논리와유사하게

시진핑 주석은 종신(終身)집권이 가능하도록 권

력을자신에게집중시켰다. 중국이처한난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권력이 주석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중국이 처한 난제는 사실상‘중진국의 함정’

이다. 고도성장이끝나고인민의불만이높아지

고정체국면이벌어지는상태인것이다.

지난 70년간‘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이된국가들은우리를포함해모두민주주의체

제이행으로문제를해결했다. 과연중국은민주

화없는권력집중으로선진국에진입할수있을

까? 과거 유신독재를 경험한 우리는 그것이 답

이아님을잘알고있다. 

정보통신기술혁명은독재국가로하여금사람

들을더욱효율적으로통제할수있게만들고있

다. 수억대의 CCTV와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서

운통제사회가현실화될위험성이있다. 그러나

‘민주화 없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은

변하지않는다.

중국은 2025년까지는 제조업에서, 2050년까

지는 국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원대한 계

획아래사실상패권도전장을내밀고있다. 또

한 일대일로로 유라시아와 대양을 지배하며 미

국의 영향을 지역에서 추출하고 태평양으로 진

출하겠다는 지정학적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대결 양상이 1930년대말 2차 세계대전 전야(前

夜)와닮아가고있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칼

을뽑았다. 미국은인도·태평양전략으로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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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를견제하는한편무역전쟁에서기술전

쟁으로그리고환율전쟁으로확전일로다. 구글,

인텔등미국기업들은화웨이와거래중단을발

표했고동맹국기업들이뒤따른다. 중국은대미

항전의총동원령을내리고있다. 

미국이 추진하는‘화웨이 퇴출’등에 한국이

동참한다면, 중국은사드보복과같은대규모보

복을가할수있다고압박한바있다. 그러나사

드보복을겪으면서, 중국의보복은생각보다제

한적이었다. 사드보복에도 불구, 대중교역은

14%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수출 대부분이 중국

산업에있어절대필요한부품소재다. 

우리가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지만 그 이상

으로화웨이는한국산부품을사야하는구조다.

더욱이미국기업은물론일본, 영국, 대만등유

수기업들이동참하고있어사실상한국산이외

의대체재를찾기어렵다. 그리고세계유수기업

들이모두동참하는상황에서한국만콕집어보

복하기도어렵다. 미중대립은어쩌면인공지능,

5G 등미래성장동력을좌우할디지털플랫폼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던 우리 기업들에

게천재일우의기회일지모른다. 

한중관계의미래

한국에 있어 사활적인 지역의 안정적 균형에

있어가장큰도전은중국의부상이다. 중국내에

서국민들의정치참여욕구를민족주의로분출하

려는경향이우려된다. 증강되는군사력과강력

한경제력을바탕으로중국은치욕의과거를접

고지정학적인이익을확보하려는노골적인행보

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힘의 정치(power

politics)’에입각,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이어한

반도도‘핵심이익’의영역으로보고있을가능

성이높다.  최근중국의전략폭격기와정찰기들

은주기적으로우리의방공식별구역을침범하며

동해까지진출하고있다. 더욱이서해의한중중

간선을 125도에서 124도로주장하면서 124도서

쪽으로한국해군의진입을막으려한다. 

향후 중국은 지역패권을 모색하는 가운데 태

평양 진출(제1열도선 돌파)을 위해서 한반도를

자신의영향권내에두어야한다는입장에서북

한체제의 절대적 안전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의

친중국화를 모색해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경

향이증대되고있다. 이미국제사회의일각에서

는한국이미국을버리고중국에게접근할가능

성을우려하고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그의 저서,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2012)』에서‘한국은머지않은미래에중

국의지역적패권을받아들여중국에점점기대

는방안이나중국이갖는한반도통일에의결정

적영향력에비추어중국이지원하는통일과한

미동맹축소를거래하는상황에직면할것’이라

고지적한바있다. 

중국은우리에게매우중요한이웃이다. 중국

특집 |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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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리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우리의번영과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이다.

‘호랑이가무서우면호랑이굴로들어가라’는격

언에도있듯이, 중국의부상과관련경제뿐만아

니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정치안보적

이슈에관한협력도긴밀화하는것이요구된다. 

최근중국은마치부모가아이를훈계하듯우

리를대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은다른나라특

사들과면담할때옆자리에앉히지만유독우리

대통령특사들은홍콩, 마카오행정청장이앉는

하석에앉힌다. 조공관계를원하는대한민국국

민은아무도없다. 더욱이포스트모던의소확행

을꿈꾸는우리젊은이들이획일적국가주의중

국과과연친근감을가질수있을까? 

중국주변국들과의네트워크강화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

다. 30년전천안문사태로중국이서방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한국이 국제사회로 연결되는 교

량역할을했으며중국이WTO에가입하는데한

국은결정적역할을한바있다. 미국의대중포

위가강화되면될수록, 미국의동맹국인한국의

역할에전략적중요성을갖게된다. 

중장기적으로중국의힘이증대될수록한중현

안을‘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지

않을까우려된다. 중국의부상과관련, 직접적인

관계강화도모색해야하지만중국의힘을다자

간틀에서소화시키는정책도모색해야한다. 현

재중국을견제할수있는확실한힘은미국이지

만, 경제적으로는일본도상당한지렛대를보유

하고있고인도도중국을견제할수있는잠재력

을 갖는다. ASEAN, 호주, 러시아도 중국의 증

대되는 힘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혹은

다자의 다층적인 네트워크 틀을 통해 증대되는

중국의힘을중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한중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는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했을 때이다. 한미동맹은

중국의 증대되는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을견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자산임을인식

해야한다. 한미동맹은특정의적국을상정할필

요는없지만, 지역의안정적균형을위한협력을

강화해야할것이다. 한반도에미군이전방전개

되어있는것은증대되는중국의힘과관련우리

에게 사활적인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볼수있다. 

중국은 크고 작은 15개 이웃국가로 둘러싸여

있다. 이웃중 9개나라와전쟁을했었고 8개나

라는미국의동맹국이다. 사이가좋은나라는파

키스탄과북한정도다. 15개국의GDP를합하면

중국보다크다. 인구도국방비도크다. 인도, 일

본, 러시아라는만만하지않는상대들이이웃이

다. 지정학적어려움에중국은미국까지도상대

해야한다. 우리가중국주변국가들과의네트워

크, 특히인도, 일본, 베트남, 러시아와네트워크

를강화할수있다면한미동맹외에도또하나의

강력한대중지렛대를가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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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 패닉에빠지기전인 1월중순베이징을

방문했을때, 한중관계에정통한현지관계자에

게시진핑(習近平) 주석방한과관련준비상황에

관해문의했다. 특히어떤문화행사가열리는지

도질문했다. 방한일자는최종낙점을조율중일

지라도국빈방한과관련한양국간문화및예술

공연등은사전에준비할시간이필요하기때문

에언질이있기마련이다. 많은기대가모아지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이 물밑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준비되고있는지를가늠해보고자했다. 

시진핑방한의필요성을꾸준히의제화

한국측은 거의 2년 여 동안 정부간 그리고

‘1.5트랙’(반관반민) 회의에서시진핑방한의필

요성을꾸준히중국측에의제화하였다. 2017년

12월문재인대통령의방중에따른중국측답방

의필요성△한국신정부출범후중국최고지

도자의 방한이 지연되고 있는 점 △ 사드 갈등

봉합이후한중관계의‘정상화’등의논리를들

어중국지도자의방한을요청하였다. 이러한것

들은 한국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시진핑 방한의

필요성을‘논리화’한것이다. 

중국측은 스스로를‘전략형국가’(戰略性國家)

라고표현하는데, 이는국가간관계에있어서전

략적사고를한다는의미일것이다. 지난 2년의

기간동안시진핑방한초청을수차례했어도아

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진핑의 방한이

중국측이 판단하는 외교 우선순위나 전략적 판

단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가능하다. 시진핑방한이슈는문재인행

정부가거듭반복해서공개적언급을하여유권

자들이관심을갖게만든측면이있다. 가장최

근에도그랬다. 2월 20일문재인대통령과시진

핑주석이코로나19와양국간현안에대해전화

통화를했다. 이때한국측은다시시주석의방

한에대한기대감을공개적으로드러냈다. 하지

만중국외교부웹사이트에올라간통화내용엔

한국측이보도한시주석의“상반기방한예정대

로추진”부분이없다. 정상간통화에한국측이

중시하는내용이중국측기록에없다는것은고

민이필요한대목이다. 

중국측“금년중에고려하겠다”고표현

시진핑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앞서 2월 15일

특집 | 한중관계

이성현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시진핑방한시기와

한국인의중국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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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

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양

자회담을한뒤, “양국이이전에합의한대로상

반기중에할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역시중

국 외교부 기록을 보면 왕이 국무위원은‘상반

기’란말을쓰지않았다. 그가쓴말은‘금년(今

年)’이란 단어였다. 더욱이 그는 한중‘정상회

담’이란단어를쓰지않고‘고위층접촉’(高層交

往)이란폭넓고모호한단어를사용하였다

지금까지중국외교부기록을되짚어보면, 시

주석방한과관련해중국측은어떠한공식적의

사를 표명하지 않은 셈이다. 정상 간의 회담도

결국각국가의‘필요’에의한전략적판단에의

해결정되는것이다. 문재인행정부는한국유권

자들에게중국에대해과공(過恭)으로비쳐질정

도로 시진핑 방한‘필요’를 절실함으로 드러냈

고, 중국측은 한국측의 초청을‘고려하겠다’(考

慮)는표현을쓰며오히려전략적여유를보이며

시간을끌고있다. 한중간다양한채널을통해서

원래‘2019년하반기’로논의되던것이, ‘2020

년 상반기’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년’어느

시점으로지연되고있다. 

전략적사고의관점에서보자면, 문재인행정

부가시진핑주석의방한을몹시원한다는시그

널을중국측에보낸것이중국측에게어떤판

단을하게했고, 또그러한모습이한국국내정

치에서 한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

지게되었지에대해서도점검해볼필요가있을

것이다. 현재상황에서시진핑방한이이루어질

경우, 중국측은‘시진핑방한그자체’가한국에

대해충분한외교적선물이되는것이라고오해

할수있다. 한국이그만큼원하는모습을보였

기때문이다. 그렇게될경우그오해는한국측

이초래한것이다. 

미중갈등심화한국입장표명요구

이에반해중국이한국에요구할정상회담‘선

물’은경제영역뿐만아니라미중갈등심화과정

에서한국의전략적입장표명에관한문제가포

함될수있다. 

중국은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 시점이

되면 한국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를 주저하

는소극성을보이기시작한다. 5년단임대통령

제인 한국에서 4년차 이후 본격적 선거철에 들

어가면서한국현행정부의정책추진력이떨어

진다고판단하고이때쯤미리‘정리정돈’에들

어가는것이다. 

이는특히대북정책에서두드러진다. 한국대

통령 선거에서 진보·보수간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의 대북 정책이‘180도’반대로 바뀌는 것

을중국이학습한바, 한국정부의새로운대북

이니셔티브에더욱신중한태도를취하게된다.

만약 한국이 시진핑의 방한을 소망하는 이유가

대북 정책에 있어‘중국역할론’을 견인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한다. 중국은한반

도정책의 3대기조, 즉‘비핵화’(无核化), ‘평화

와 안정’(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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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通過對話協商解決問題)의원론적재확

인이나그의변용적표현을되풀이할가능성이

크다. 

미중갈등심화, 중국경제둔화상황속에서

뜻밖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정부로 하여

금중국국내상황처리에‘올인’하게만들어해

외순방여건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구체

적으로코로나19를처음폭로한의사리원량(李

文亮)의 사망, 마스크 부족을 비롯한 의료적 대

응체계미비, 주민격리장기화, 중국정부에대

한불신, 경제활동마비로중국내사회불안정

이고조되었다. 중국공산당의여론통제및초기

사실 은폐 시도 등 이번에 드러난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의 한계는 중국 공산당 리더십과 체제

를약화시켰고중국은이를결사코막아민심이

반이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중국스스

로를‘남들이 경탄할만한(令人欽佩)’방역 모범

국가로 포장하거나, 코로나19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라는여론몰이도이러한노력의산물이다. 

이글을쓰는시점에서현재한국국내에서시

진핑방한을반기는분위기도아니다. 한국에도

부족한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주었고, 대한의사

협회가 7번이나중국발입국을제한하라고건의

했지만 중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고려해

막지않았다가오히려중국측에서“외교보다방

역”이라며한국인입국을제한하는조치를당한

국민들심정이어떠할지에대해서도어루만져줌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사는아파트대문을각목을동원해못질한사례

등중국사회의한국교민홀대는후유증이불가

피하다.

한중 28년간사드빼고순조로워

돌이켜보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20년까

지한중관계 28년의과정은경제적협력관계를

중심으로발전해왔다. 사드로인해서한중관계

에‘금’이가기전까지경제영역에서의양자협

력은순조로웠고, 이로인해양자간충돌적요

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돌이켜보면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한중관계의 4대

불협화음 요소는 △북핵 문제 △한미동맹 △한

중비대칭관계△반중/혐한감정이다. 

‘반중/혐한감정’은속으로곪은상처처럼가

끔씩언론의주목을받기는했지만그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보여준 한국 정부의‘친중 정

책’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반중 정

서’를 불러일으킨 면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사드 보복을 통해 중국의‘민낯’을 봤

다는한국인들중에서는이번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 심정이 확실히 굳어졌다는 평가가 많

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는 향후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협력을추진함에있어제한요소로작

용할수있다. 

연기되고있지만, 올해안에는성사될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전반적인 양

국의전략, 그리고국내정치적배경하에서진

행될것으로사료된다.

특집 |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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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대해중국의갑(甲)질하는민낯이

또다시드러났다. 2017년의 THAAD에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 공산당은 2019년 11월

경 중국 우한(武漢)에서 감염속도가 빠른 악성

폐렴바이러스가발생했음을인지했으면서도이

사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국 내외로 알려지

는것을막기위해일단덮는길을택했다. 중국

우한의안과의사이원량(李文亮)은환자치료중

악성바이러스의실체를맨먼저발견하고이사

실을몇몇동료의사들에게귀띔했다. 중국공산

당은이사실을유언비어유포로단속하면서역

질(疫疾)의발생사실자체의은폐에급급했다. 

그러나 30대의이젊은의사는자기가발견한

폐렴에전염되어목숨을잃었다. 이사실이알려

지면서중국공산당과시진핑에대한중국인민

들의불만이확산되고언론의자유를달라는여

론의요구가거세지자중국정부는 1월 23일우

한시전역을봉쇄하고감염확산방지에나섰다.

그러나 이때는 500만 이상의 우한시민들이 설

명절휴가차우한을떠나중국내외로흩어졌기

때문에 역질의 확산을 방지할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다. 시진핑주석은우한시당간부들을문책

파직한 후 곧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

장을 초치, 역질(疫疾)의 명칭에 발생지역을 표

기치 않도록 요구, CosmoVirus-19(Covid-19)

로 명칭을 바꾸게 하고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역질의확산을방지할결정적시기를놓친탓에

Covid-19는중국특정지역에국한될역병이전

세계인의건강을위협하는 Pandemic(세계적질

병)으로 변했다. 중국 공산당은 역질의 공개 아

닌은폐라는잘못된독재관행에묶여초동대응

에 실패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세계인의 건강에

미친 엄청난 손실, 불행과 피해를 주었다. 무거

운책임을면할수없다.    

차단과격리는방역주권행사의기본

급성호흡기질환(Sars)이발생했던중국에서

또다시 Covid-19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

李榮一

헌정회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장

11·12·15대의원

중국몽의실체를제대로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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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계각국은중국을상대로차단과격리정책

을즉각적으로펼쳤다. 최근중국과관계가긴밀

했던러시아와중국의군사동맹국인북한까지도

중국으로통하는국경차단조치를단행했다. 명

분은“정치외교적사안이아니고국민의보건에

관계되는사안이기때문”이라고했다. 그러나중

국 외교부는 주변국들을 향하여 그들의 전통적

인원교근공(遠交近攻) 논리에따라자국공관을

통해“현재의역질사태는오늘의국제정치상황

에서누가중국의편이고아닌가를가르는기준

이되며취하는태도에따라상응하는처우를받

게 될 것”(주 캄보디아 중국대사관 게시판)이라

고으름장을놓았다. 중국에대한격리차단을비

우호적으로간주하겠다는태도다. 

우리나라에대해서는공관게시판에으름장을

놓는조치는없었지만당시우리정부에신임장

도제정하지않은신임중국대사가한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차단격리 조치를 비우호적인 조치

라고압박한바있다. 

한국의 의료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초동단계부

터중국에대한전면차단정책을정부에건의했

지만문재인정부는이를묵살하고차단과격리

를우한지역에한정했다. 

그결과중국다음으로많은Covid-19 감염자

를 만들어 냈고 그 대가로 130여개국으로부터

한국민이 차단격리 조치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국격이실추되었다. 문재인정부는중국발생의

역질문제를국민보건차원에서대처하지않고

정치외교사안으로접근하다가호된시련에봉

착했다. 더욱이문재인대통령은시진핑주석에

게전화로“중국의아픔이우리의아픔”이며재

난구조를위해의료요원도지원하겠다고까지위

로했다. 그러나중국은오늘날한국정부의배려

를 평가하기는커녕 중국발 전염병 확산방지에

기민하지 못하다고 오히려 비판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한국사람들을예외없이 14일간씩격

리·차단하고있다. 

중국 광둥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2주일 동안

소요되는 한국인의 격리비용 55만 원을 당사자

들에게징수하겠다고한다. 또안휘성에서는한

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에 각목으로 못

질하는일까지발생했다. 중국정부아닌민간의

잘못된행태라고는하지만방역주권의시원찮은

행사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국가간외교가다그렇지만시진핑주석은문재인정권만을돕기

위해방한할리없다. 시진핑은3불합의보다더실익이있고동북아

시아에서중국몽실현에걸림돌이되는한미동맹해체에보탬이될

협상목표가정립될수있다면한국방문을추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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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실감했다. 여기에약주고병주는격으

로신임중국대사는신문기고를통해중국이바

이러스 퇴치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면서 한국에

방역을위한의료및의료기술지원의사까지표

명했다.1) 

중국몽(中國夢)의지정학

시진핑주석은 2017년제19차중국공산당대

회에서중국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겠다는

당대회구호로중국몽을제시했다. 중국몽은단

순한정치구호가아니다. 아편전쟁이후중국이

겪었던 국가적 수모의 한을 풀고 19세기 초

GDP 세계제일의 중국 위상을 되찾겠다는 야심

이담긴실천목표다. 시진핑은이꿈을실현할

일정표를작성, 대내외에선포했다. 2025년까지

제조(製造)강국의 위상확립, 2035년 선진화된

현대국가의완성, 2050년미국을제압할세계최

강국가로서의 중국 완성을 당의 목표로 확정하

고이목표달성에시진핑주석이전념하도록공

산당이그에게힘을실어주기위해주석의임기

제한규정을헌법에서폐기했다. 

시진핑은 중국몽의 큰 그림에서 아직 중국의

외교 비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2014년 5월상하이에서열린‘아시아상호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집단안보를역설, 미국의배제를강력

히 암시하면서 아시아 주변국들을 그가 말하는

운명공동체로묶는작업에착수했다.2)이에앞서

중국은러시아와더불어상하이협력기구(SOC)

를결성, 중앙아시아제국을중국누리에결속시

키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대일

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BRI를통해

자국의영향력확대를추구하고있다. 

그러나동북아시아지역은사정이다르다. 일

본은섬나라라는지리적이점을활용, 원래중국

의영향력밖에있었으며청일전쟁에서승리, 타

이완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한반도와 만주

를지배하는한편중국대륙의전역을사실상석

권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제2차 대전 후

에는미국과방위동맹을체결, 중국의영향력을

완전배제하고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입

조(入朝)하는국가였기때문에중국몽실현의외

교목표 가운데는 한국의 탈미 친중화(親中化)가

반드시포함되어있을것이다. 시진핑이 2016년

트럼프와의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방이었음을 암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비추

어빈말이아니다. 그러나오늘의한국은미국과

동맹조약을체결, 안보를확보하는한편아시아

대륙에서미국에군사기지를제공하는국가로서

경제발전을이룩했다. 한국이북한과다른지정

1)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는 3월 8일자아주경제신문에보

낸기고문에서중국이한국을이제돕겠다고나서고있다.

2) 27개국으로된 CICA에는북한은가입되지않았고한국만

가입하고 있다. 2014년 5월 21일상하이에서 열린 총회에

서시진핑은아시아집단안보론을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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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태세에서 이처럼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몽의관점에서결코탐탁지않을것이다. 한

국이이러한길을가게된것은이승만대통령이

역대조선국왕들과는달리한국의지정학적주

소를대륙세력의꼬리에서해양세력의대륙진출

교두보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주소가

이렇게바뀌면서부터대한민국은세계랭킹 10위

~12위를 오르내리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 이른

바인구 5천만이상에GDP 3만달러를넘는국

가그룹의일원이되기에이르렀다. 

우리는중국과운명공동체가될수없다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중국방문당시베이

징 대학에서 중국의 운명공동체론을 수용하고

중국몽실현에일익을맡겠다고했을때필자는

이를하나의외교적수사(修辭)로여겼다. 또문

정권의 초대 중국대사로 부임한 노영민(盧英敏)

이 2017년 12월 5일시진핑주석에게신임장을

제정한후방명록에만동필절(萬東必折)3)이라는

문구를남겼다고해서일부언론이비판할때외

교적수사를비판의대상으로삼는것을부적절

하게느꼈다.4)

그러나최근문정권의행태를지켜보면이러

한발언들이수사이상의의미를지니고있음을

깨닫게 한다. 예컨대 한국에 배치된 THAAD는

중국이한국을직접공격할자유만억제할뿐그

밖의 중국의 군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문재인정권은THAAD에대한중국의

보복 조치를 해결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의

안보주권을사실상포기한거나다름없는이른

바 3불조치(사드추가불배치, 미국미사일방위

망 불참가, 한미일 안보동맹 불가입)를 취했다.

그러나중국은사드운용권이미국에있는한 3

불 약속은 이행전망이 없다면서 보복정책을 그

대로유지한다. 중국은내심한국이미국의통제

3) 중국의 황하가 길게 구불구불 흐르지만 결국 동쪽으로 빠

진다는뜻인바수많은제후국들이각기다른길을걷더라

도충성은천자(天子)를향한다는맹세의글

4) 최진석,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찾아서”,(동아일보 2019년

3월 16일자참조)

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

한중정상확대회의(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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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벗어나도록압력을가하는모양새다. 

또문재인정권은이번우한폐렴사태에서도

방역주권을즉각행사, 코스모바이러스가항공

기를타고한국에들어오지못하도록차단조치를

단행치않고미적거리다가결국온국민을너나

없이감염의공포와불안속에몰아넣었고중국

다음으로많은감염자를만들어냈다. 일부언론

은“THAAD 문제, 북핵문제, 4월총선”등을겨

냥, 공들여추진해온시진핑주석의방한을성사

시키기위해중국을상대로매몰차게방역주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국가간외교가다그렇지만시진핑주석은문재

인정권만을돕기위해방한할리없다. 시진핑은

3불합의보다더실익이있고동북아시아에서중

국몽실현에걸림돌이되는한미동맹해체에보

탬이될협상목표가정립될수있다면한국방문

을추진할것이다. 미·중간에패권다툼이진행

되는상황하에서는더욱그러하다. 

한미동맹폐기, 재앙의시작

이번 시진핑의 방한론도 작년 8월 미국이 러

시아와의 중거리 미사일 제한협정에서 탈퇴한

후새롭게개발한다수의중거리미사일을한국

과일본에배치하는것을검토중이라는미국방

장관의발표에기인한다. 한국에미국의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만주에 배치된 중국 미사일

이무력화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대비해

서 시진핑이 미리 한국을 방문,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의한국배치를거부하도록강력히요구,

합의를한국측에서얻어내고이것이빌미가되

어한미관계가악화됨으로써한미동맹이해체의

위기를 맞는 협상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비로소

방한에응할것이다. 시진핑의중국몽이한국에

미칠 외교적 파장을 여기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4월총선만보고초점을맞춰시진핑외교를규

찰(窺察)한다면그런외교는‘덜떨어진외교’로

평가될것이다. 그러나문정인(文正仁)특보가최

근“이지역의난제를풀기위해서는한미방위동

맹의폐기가필요할것같다.”는언급은개운찮

은뒷맛을남긴다.5)

혹시라도문재인정권이국민적합의없이시

진핑이말하는중국몽의실체를제대로모르면서

다시 대륙세력의 꼬리 쪽으로 지정학적 주소를

옮기려고한다면그것은한마디로중국의운명공

동체요구를그대로받아들이자는것이다. 그러

나이길은미·중패권싸움에서중국이이길전

망이전혀안보이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에게

큰재앙(災殃)-중국악몽이될것이다. 우리는앞

으로도해양세력의대륙진출교두보로서의주소

를고수해야만그간우리가이룩한발전과현재

의수준을지키고키워나갈수있을것이다. 이것

이우리가지금선택할정답이아닐까.

5) 문정인은“목하동북아의외교난제를풀기위해서는한미

동맹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Whytimes 2020년 2

월 8일자 김승웅과 버웰 벨 전 미8군 사령관과의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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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의하락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10% 가까운고속

성장을기록한이후성장률이계속하락하여최

근 5년동안에는연평균성장률이 2.7%까지추

락하고있다. 같은기간세계평균성장률 3.5%

에도못미칠뿐아니라미국, 독일등전통적선

진국의 저성장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어 경

제의 조로화(早老化)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저성

장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 정부의 성장정책에 대한 재성찰도 요구되

는시점이다.

저성장이지속되면국내에서는실업률이높아

지고고용구조가악화되며청년실업이증가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가 야기된다.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이후에 나타나는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지

출축소는내수위축을가져와성장률을다시떨

어뜨리게한다. 이에대한근원적해결책은역설

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없다. 문제는어떻게성장률을다시높

이는가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

다. 근로소득 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높여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계

지표로는고용증대, 분배구조개선, 내수증대

에대한긍정적효과를찾기어렵다. 오히려비

소비 지출의 증가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처분가

능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가계실질소득이 늘어

나지 않고 국내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무역 의

존형 경제구조 하에서 내수 확대를 목표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

밖에없다. 

GDP의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는 한

국형성장체질하에서는내수부진보다수출둔

화가성장률하락의주된원인임을당국이짐짓

간과하고있는건아닌지의문이다.

특집 | 한중관계

孫炳海

경북대명예교수, 국제경제학

최근의경제성장률하락은

중국의부상에기인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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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그림 1> 연도별수출액(2000-2019) (단위: 백만달러)

1992년수교이후우리에게투자기회와수출시장을열어주었던중국은

이제세계시장에서한국의수출영역을잠식하는공격적이웃으로바뀌고

있다. 그러나기술적으로업그레이드된중국과차별화된특화방향을

모색해간다면중국은다시우리의우호적분업파트너로다가올수있다.

수출둔화

우리는지난 50여년동안수출증대를통해생

산과고용을증대시켜왔고이를통해경제성장

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수

출증가세가꺾이기시작했고그로인해수출의

성장견인기능이무너지고있다. 2013년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3 ∼2018년사이연평균경제성장률은

3.0%임에 비해 평균 수출 증가율은 2.4%에 불

과했다. 수출이성장을유도하는것이아니라수

출둔화가성장률을떨어뜨리고있는것이다. 같

은기간한국의수출증가율은세계수출증가율

보다도낮았다. 수출주도성장정책의추진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항상

세계 평균 증가율을 앞서 왔고,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왔던지난 50년간의경험에

서보면이러한역전현상은수출주도성장체제

의위기가아닐수없다. 3050클럽진입을자축

하기에 앞서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기둥이 위험

한상황임을돌아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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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그림 2>는수출증가추세에따라

경제성장률이함께변화하는동조화현상을보여

주고있다. 두개의그림에서알수있듯이 2010

년까지수출증가가빠른기간에는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1년이후수

출이 둔화되는 기간에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하강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2>에서

2009년의 성장률의 급락은 세계금융위기로 인

한경기불황을반영한것이므로성장추세에서는

예외로볼수있다. 2018년대중국수출급등은

국내생산유발효과를가져오는수출물량증가

가아니라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가격의급상

승(85%)에따른가격효과때문이다. 두곳의예

외를제외하면최근 10년동안우리나라의경제

성장률저하는수출증가세의둔화, 그중에서도

최대수출시장인중국으로의수출이정체되어온

것에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의부상

중국은 1978년개혁개방을시작한이래지금

까지 세계의 공장으로서 선진기술과 자본을 받

아들이고 기술을 축적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

력을높여왔다. 2015년에는‘제조 2025’계획

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기술집약적 스마트산

업을육성하는한편저부가가치형‘제조대국’에

서 기술 중심의‘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계획 발표 이듬해인 2016년의

특집 | 한중관계

자료: 무역협회, KOSIS.

<그림 2> 대중수출액과경제성장률변화(20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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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중국의R&D 투자는약 4,000억달러로독

일과일본을합친투자를능가하는규모였다. 같

은해지적재산권등록건수도 48,000여건으로

역시독일, 일본을앞서는실적이었다. 

이러한 기술축적과 연구개발 노력으로 인해

중국의제조업경쟁력은눈에띄게향상되고있

다. UNIDO 발표에의하면중국의제조업경쟁

력순위는 1992년한중수교당시세계 30위선

아래였으나 2014년에는 한국을 추월하였고,

2016년부터는미국을추월하여독일일본다음

의제3위의제조강국으로부상하고있다. 

중국내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구도를 보더

라도 중국의 추격은 괄목할 만하다. 2010년대

초만하더라도중국내시장점유율이 20%에이

르렀던 한국의 휴대폰은 중국 기업에 밀려

2018년에는 0.8%로 낮아졌다. 2014년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9%였던한국자동차는중국기업

의추격에밀려 2018년 3.8%로축소되었다. 최

근까지 일정한 기술격차를 가지고 중국 수출을

확대해 왔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

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진행되고 있다. LCD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이 추월하기 시작하였

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자급률이 90%

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수출 공간이 넓지 못한

형편이다. 중국의 이러한 기술 굴기( )로 인

해최근 10년간우리의대중국수출은더이상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한 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의대응

1992년수교이후우리에게투자기회와 수출

시장을 열어 주었던 중국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영역을 잠식하는 공격적 이웃으로

바뀌고있다. 저성장의배경이되는수출부진도

중국의기술적도전에상당한원인이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중국과 차

별화된특화방향을모색해간다면중국은다시

우리의 우호적 분업 파트너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위해서는차별화된기술개발과관련분야의

연구개발투자가수반되어야한다. 특히중국시

장은 중간재 시장에서 소비재 시장으로 변신하

고 있으므로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의 신제

품개발을위한새로운투자가선행되어야한다.

분배와 복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나 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세

계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한R&D 투자가

더급한일이다.  

끝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현재 합의 단계

에 있는 동아시아 중심의 역내경제동반자협정

(RCEP)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단일원

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RCEP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수요, 공급의허브기능을가진중국과

의협조적분업체계가전략적으로요구될수있

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소비시장을 염두에 둔

스마트공장진출이나생산기지의재배치전략은

이러한RCEP 시장에서의협력관계구축을염두

에두고기획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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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전국회의장은지난 19대국회말‘의

회주의의 수호자’로 불렸다. 당시 여당이었

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테러방지

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몇 가지 경제법안에

대해직권상정을요구했지만친정과마지막까지

맞섰다. 국회선진화법은‘천재지변의 경우, 전

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한

해서만직권상정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

치에맞지않다는이유에서였다. 현기환당시청

와대정무수석이직접정전의장을찾아가압력

을행사하는‘촌극’까지빚어졌다. 정전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선‘국가비상사태’로 인정하

고직권상정을했고, 당시야당의원들의약 190

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어

졌다. 정전의장은최근공직선거법과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패스트

헌정인터뷰?

鄭義和(15,16,17,18,19) 前국회의장

“국가와국민위한
영혼있는정치하시라”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헌정인터뷰는현역정치부기자가헌정회원을인터뷰하여정국에대한의견을제시하거나조언을하고후대에

전하고싶은역사의한장면을기록하는연재물이다. 이번호는세번째로鄭義和전국회의장을게재한다. 鄭전

국회의장은부산대의과대학의예과(학사), 연세대의과대학(석사), 인제대학교의과대학(의학박사). 미국의사자

격(ECFMG) 획득.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인턴수료, 신경외과전문의, 대한신경외과학회회원, 봉생신경외과병원

원장. 美샌프란시스코가주대학신경외과임상연구원, 뉴욕대학병원신경외과임상연구원, 로마란다대학신경외

과뇌졸중연구원, 봉생신경외과병원원장. 연세대, 인제대의과대학외래교수, 미국신경외과학회정회원, 김원

묵기념봉생병원원장, 동래봉생병원원장, 부산대의과대학외래교수, 한나라당원내총무권한대행·최고위원,

한·폴란드의원친선협회회장, 18대국회국회부의장, 19대국회국회의장등을역임했다. <편집자> 

01-95  2020.3.24 2:40 PM  페이지32   Cheil-868 



2020. 4 33

트랙사태’에대해“이런식으로원칙을무너뜨

리고도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오산이아닐수없다”고일침했다. 

정전의장과의인터뷰는애초부산동구에위

치한 전 국회의장 정의화기념관에서 진행될 예

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서면 인터뷰로 대체됐다. 의사 출신인 정

전의장은코로나19 확산과관련, “이렇게참담

한지경에이르게되어너무나가슴이쓰리다”며

“정부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것에일차

적존재이유가있는데이를제대로지켜내지못

한정부가부끄럽다”고했다. 

▶다음은정전의장과의일문일답

Q_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정치

인이자 의료인으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

하시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국민들께전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 

“이렇게참담한지경에이르게되어너무나가

슴이쓰리다. 정부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

는것에일차적존재이유가있는데이를제대로

지켜내지못한정부가부끄럽다. 변형바이러스의

심각성에안이한자세는금물이다. 우한지역뿐

아니라중국전역에서입국하는사람들을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차단했어야했는데정

치외교적고려로좌고우면하다가시기를놓쳤다.

너무나아쉽다. 애초부터정부는질병관리본부장

에게모든권한을주고대한의사협회등전문가

의조언을그대로따랐어야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조언을듣고최선을다해야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

가자연보호의중요성, 개인과공중의보건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돌이켜보는 기회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여러분은 차분한

가운데개인위생과공중보건을위한손씻기와

빈번한손소독제사용, 마스크착용과기침에티

켓등을철저히지켜주시길바란다. 이번의코로

나19 사태가종식되면정치권은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와 보건부를 분리하도록 논의를 해야 한

다. 앞으로국민보건문제는더욱심각해질것이

므로더이상복지전문가가보건을책임지는시

대가아님을직시해야한다.”

Q_ 문재인정부에대한평가가궁금하다. 먼저대

북정책을비롯한외교정책을어떻게평가하시나.

“굳건한한미동맹, 
중국은전략적동반관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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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체제

속에서출발해야한다. 이것은지구상에패권국

가가존재하는한지켜야하는숙명적가치라고

생각한다. 중국이우리에게어떤미사여구로달

콤하게말하더라도그들이가지고있는고압적이

며 패권주의적 사상과 대한민국에 대해 상전적

우월감을갖고있는한우리와동맹이될수없

다. 굳건한한미동맹아래중국과는전략적동반

자관계를견지하면서관계를발전해가야한다. 

그점에서문재인정부는오판하고있다고본

다. 대북관계에서도북한이과거저지른각종테

러들과연평도포격같은도발행위에대한진솔

한사과와재발방지약속없이무조건적으로손

을내민것은어리석은행위였다. 북한의핵포

기에 대한 그들의 구두선을 신뢰했다면 아마추

어도그리하지않았을잘못을저지른것이다. 따

라서 남북관계의 실패는 애시당초 예견된 것이

다. 그로인해미국으로부터도신뢰를잃은부분

이많아안타깝게생각한다.

내가국회의장재임때우리나라의미래를위

해인도와아세안 10개국, 그리고중견국과의외

교의중요성을항상강조했다. 그들과의정치외

교, 경제·사회·문화등전반적으로교류를확대

해가고 국제관계의 다양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미래에 절대적임을 강조했고 나름 행동했

다.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

주) 의장회의를창설한의도도미래에나타날패

권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한 스크럼을 짜야 한다

고생각한것에연유한다. 인도를특별히방문한

것도경제등미래에대비한것이었다. 믹타의장

회의설립과같은의도가있었던것이다. 미국과

는당당한자세로임하되그간의정책기조를굳

건한동맹강화로바꿔야하고양국간의신뢰를

재구축하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

Q_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 특히소득주도성장

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

요하다는목소리가많다. 

“경제정책에 대해 누구나 지적하듯이 소득주

도성장은 실패이고 폐기해야 한다. 소득주도성

장 정책이라고 최저임금을 급작스럽게 많이 올

림으로써기업들이수용할수있는한계를넘어

중소기업, 자영업을중심으로어려움이컸다. 여

기에 주52시간이라는 족쇄를 채워 경영압박이

가중됐다. 또한선심성복지정책으로국고가비

게되니조세저항이일어날정도로세금조차현

저히많아져서자영업은죽을맛이라는게현장

에서목격되고있다. 폐업도늘어나고실업이늘

어난것만보아도알수있다.

최저임금도지역별로고려되어야함에도전국

을동일하게적용한것은현실을무시한탁상행

정이아닐수없다. 지역편차를두고수용가능

한폭으로서서히높여가야했으며주52시간정

책도 직종별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

으로 시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

헌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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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연착륙이가능했을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조화와 균

형을 이루는 정책을 통하여 기업인들의 신바람

을일으키고노동자들의직업재활을활성화하여

새 시대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강성노조의 시각

으로만 기업을 보고 옥죄면서 기업인들의 사기

가땅에떨어졌다. 성장과분배의균형적인정책

으로하루빨리바꾸지않으면안된다.”

Q_ 이부분이많이궁금했다. 의장께선 19대국회

후반기‘의회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릴 정도로 공

정함을 지키려 애쓰셨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까지 법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다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했다. 공수처 설치 및 선거

제도개편안처리등패스트트랙사태를지켜보며

어떤생각이드셨나. 

“의회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는 통법부가

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나의정치소신이었다.

국회가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수기처럼

되어서는안된다. 나는재임중에그러한잘못

된행태를바로잡아새로운입법부의전통을세

우고자노력했다.

테러방지법의직권상정은국제적테러와북한

의테러를예방하여국민을보호하지않으면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한 것임에도 많

은 네티즌들의 오해가 있었다. 전대미문의 190

시간을넘는필리버스터가있었다. 그러나문재

인정부들어와서훈국정원장인사청문회때서

원장이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법이라는 답변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랄한 반론을 편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임이확인된것아닌가한다. 북한의공공연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지금도

자랑스럽게생각한다.

공수처법과선거법을그렇게통과시킨것에는

전혀동의할수없다. 우리국회가어쩌다가다

시후퇴하게됐나하고분통이터졌다. 우선선

거법은 거대야당과 합의해 처리돼야 하는 경기

의룰이다. 아주나쁜선례를남긴역사의오점

이될것이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

화당+대안신당)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는 당시

회자되던 말에 동의했다. 중소정당들이 자신들

의당리당략을위해야합한것은역사의심판을

받을것이라생각한다. 

공수처법도 납득하지 못한다. 원래는 대통령

과 그 가족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옥상옥을

만들었을뿐아니라권력을가진사람들이제멋

대로법을악용할소지가많다고생각한다. 이런

공수처법은 폐기하고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전

“입법부는통법부가되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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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정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는 이

번처럼본회의상정을앞두고수정해서는안되

는것이다. 그리고필리버스터도찬성토론을끼

워넣어찬반토론으로바꾸는것이코미디로보

였다. 야당의합법적인반대투쟁방안으로만들

어진필리버스터의취지와정신에맞지않는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너뜨리고도 민주주의가

발전할것으로생각한다면큰오산이아닐수없

다. 국회의장은바로국회다. 국회의장이헌법과

국회법을철저히지켜서기본과원칙이서는나

라를만들도록수문장의역할을해야한다.”

Q_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선‘경제위기=국가

비상사태’라는 등식을 내세워 여러 경제법안

직권상정까지 요구, 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

데, 마지막까지 여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

유가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소개할 만한 일화

가있나. 

“우리나라가제대로된민주주의국가가되기

위해서는의회민주주의를꽃피워야한다는나의

소신과신념탓이다. 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과

길거리서명운동참여등대통령의직접적인압

박도계셨으나, 현기환당시정무수석을보내서

압박하는어처구니없는일도일어났다. 부산출

신의후배정치인인현수석이의장실로직접찾

아와서직권상정을압박하는무리수를둔거다.

이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후배를보호해주려

고언론노출을막았지만현수석본인이청와대

에돌아가서기자회견을해스스로밝힌덕분에

알려지게 됐다. 부산의 상공회의소 임원진들이

의장실로 찾아오기도 했고 부산에서 면담을 한

적도 있었다. 그 분들은 경제5법을 직권상정을

해달라고요청했으나국회법상직권상정을하려

면경제적위기라고해야가능했다. 우리나라의

당시경제상황이어렵기는하지만위기라고단정

할어떤이유도없는데국회의장이위기라고하

고직권상정을한다면나라가편안할리가없고

국회가마비될것은불문가지라고설득했다.”

Q_ 20대국회를총체적으로평가해주신다면.

“하늘이알고땅이아는일을직전국회의장으

로서평가하고싶지않다. 다만 19대국회후반

기국회의장재임때기울인노력들이수포로돌

아가고대의민주주의를제대로세워보겠다던나

의염원이무너져서참담한심정이다.”

Q_ 박근혜정부부터시작해서문재인정부에이

르기까지 국가가 점점 더 양분되는 양상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인터뷰?

“경제위기상황도아닌데직권상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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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을 지지하

지않은국민도섬기겠다고하면서취임식날을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

하셨는데평생국민통합을바라고정치를해온

저로서는너무나반갑고고마운말씀이었다. 그

런데시간이흐를수록그말씀과반대로대통령

이앞장서국론을분열시킨것에대해정말참담

한 마음이다.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국민대통합이꼭필요하다. 더이상분

열과갈등을지금처럼방치해선안된다. 나라가

무너지는소리가들릴지경이다. 다시나라의기

본인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을 확립해가야 한다.

무너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정의와 공정,

자유와자율이넘치는사회를재정립해야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정치는 물론이고 구국의 심

정으로모든분야가마음을모아야한다. 국회의

원 개개인과 당 지도부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당선되어국회를채워야한다. 나이가젊을

수록희망적이지만국민을화합시킬수있는리

더십을가진지도자가절실하다. 특히정치분야

에서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들은 당리

당략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해야한다. 그리고각세대를대변할의

원들이늘어나야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갈등

과분열을막기어려울것이다.”

Q_ 21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당시

시점) 21대국회는어떠해야하나. 총선이후 21

대 국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할 의제는

뭐라고생각하나. 

“앞서 지적한 대의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국회가돼야하고품격높은국회의원들이되길

바란다. 기본과원칙이있는나라를만들고국민

들이안심하고생업에종사할수있게대화와타

협을통해조화와균형있는정치를해주기바란

다. 21대국회초반에국가권력구조만이라도바

꾸는원포인트개헌을해야한다. 대통령중심제

로는부강한대한민국건설은더이상불가능하

다고생각한다. 우리정치도이제더진전된정

치제도를갖추어야할때가됐다.”

Q_ 보수정치권의후배들에게꼭하고싶은말씀

이있다면. 

“다음세대를생각하는정치해야한다. 국가를

위한열정과국민을위한책임감뿐아니라영혼

이있는정치를하시라고당부드리고싶다.”

“21대국회초반에원포인트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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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

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팬데믹(pandemic)’

을 선언했다. 1948년에 출범한 WHO가 팬데믹

을선언한일은 1968년홍콩독감, 2009년신

종플루에이어세번째다. 팬데믹은감염병이두

대륙이상으로퍼져모든인류가노출될위험이

있을때를가리키는용어다. 1968년에발생한홍

콩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것으로알려졌다. 2009년에발생한신종플루

는전세계적으로약 20만명의사망자를냈고,

국내에서는 약 74만 명이 감염되었고 260명이

사망했다. WHO가 설립되기 전엔 1918년에 발

생한스페인독감은전세계에서 2000만∼5000

만명이사망하게했다. 

인간의역사는질병과의싸움이라할수있을

정도로질병과인간의전쟁이계속되고있다. 인

류의역사를약 500만년으로본다면, 질병을일

으키는세균(박테리아)의역사는더욱장구하다.

세균이지구위에자리잡은것은약 35억년전

으로추정된다. 호주와미국에서발견된화석에

는 초기 박테리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인간은

물론식물이나동물이나타나기훨씬전의일이

다. 초기박테리아등의생명체가발달하여오늘

날식물이나동물이되었다고본다. 

그렇게보면지구최초의주인은이러한박테

리아들이고, 동물이나인간은그후에등장한생

명체이다. 그런데현재우리인간은지구의주인

이라생각하며살고있다. 박테리아등미생물들

은‘굴러들어온돌이주인노릇한다’고생각할

지모르겠다. 그래서그런지질병은끊임없이인

간을괴롭히고있다.

신종바이러스는돌연변이로생겨

대부분의질병은현대의학의발달로거의인

간의관리범위내에들어왔다고할수있다. 그

런데문제는변형바이러스가일으키는신종질

기획?코로나19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겸문술미래전략
대학원교수

조심은하지만두려워할필요없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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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다. 생명체의유전자복사에서생기는오류

를돌연변이라부른다. 바이러스도유전자를복

제할때돌연변이가나타나서새로운형태의유

전자를가질수있다. 이렇게만들어진변형바

이러스는 우리 인간이 처음 만나는 바이러스이

기때문에그에대해서잘알지못한다. 당연히

예방법이나치료법을알지못한다.

필자가 감염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메르스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바이러스는계속나오게될것이다. 이러다가인

류가병원체와의싸움에서지는날이올수있는

것은아닌가? 필자의연구팀은전염병의확산은

감염성·지속성(회복성)·사회구조등 3가지특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연구를진행했다. 

‘감염성’은 인간의 자체 감염력 정도와 병원

체특성, 접촉여부등에의해차이가있다. ‘지

속성’은인간의자체면역으로회복되는능력으

로감염이후잠복기를포함해완치되기까지걸

리는시간을뜻한다. ‘사회구조’는한사람이단

위시간당접촉하는사람의숫자를나타낸다. 

필자의 연구팀은 우선 감염병에 노출된 사회

(구조·인구)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네트워크에는대상인구와평균접촉자수를

표현하는데, 접촉자 수를 변화시키며 감염병의

확산추세를관찰했다. 특정감염병이등장하여

네트워크(사회)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알아보

기위해서다.

감염병은꺾이는점이항상존재한다

초기에는 감염자 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전환점이항상존재한다. 연구팀은이

전환점을 VRTP(Value of Recovered at

Turning Point)라 정의하고, 감염병의 기세가

‘꺾이는시점’으로해석했다. 즉, 특정감염병(감

염성·지속성)이 네트워크(사회)에서 발생하더라

도반드시전환점(꺾이는점)은존재한다는결론

을얻었다. 연구팀은이를회복자가전염병으로

부터회복되거나사망으로인해전염병확산경로

가차단되기때문이라고해석했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전염병확산을나타내는네트워크, 청색은미감염자(S), 적색은감
염자(I), 녹색은회복자(R), 검은색원은슈퍼전파자

<그림 1> 전염병확산네트워크

미감염자, 감염자, 회복자수의시간에따른변화와 VRTP(감염자
그래프가꺾이는점을알고싶지만, 사전에는알지못한다. 그러나
회복자커브가 VRTP에도달하면꺾일것이라는것을알수있다)

<그림 2> 미감염자, 감염자, 회복자수의시간에따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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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청색은미감염자(S), 적색은감염

자(I), 녹색은회복자(R), 검은색원으로표시된것

은슈퍼전파자이다. 이들3그룹(미감염자, 감염자,

회복자)을각각전체인구에대한비율로나타내면

<그림2>와같이시간에따른변화를볼수있다.

감염병이꺾이는시점을예측할수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피크 점은 사전에는 알

지못하고, 상황이지난후에나알수있다. 만약

선행지수가있다면피크점을예측할수있을것

이다. 연구팀은 감염자의‘VRTP(꺾이는 점)’의

선행지수는‘누적 회복자’임을 알아냈다. 누적

회복자숫자는언제나측정가능하기때문에선행

지수로사용할수있다. 일례로어떤감염병이감

염률 33%, 지속기간 7.6일이고, 평균접촉자수

가 20명이면, 누적 회복자 비율이 17.35%일 때

꺾인다는것을알수있다. 감염률이 33%, 지속

기간이 7.6일이고, 평균 접촉자 수가 10명이면,

누적회복자비율은 16.53%일때꺾인다. 이상과

같이 감염병의 특성과 사회구조가 주어질 경우

기세가꺾이는점(VRTP)를예측할수있다. 

어떠한감염병도하루평균접촉자수가 7명이

하이면안전하다

연구팀은 어떤 조건의 감염병이 인간에 가장

위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염병의 특성(감

염률·지속시간)과 네트워크(사회)구조의 특성

에 변화를 주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 결과

연구팀은 첫째, 감염률이 높고, 지속시간이 길

며, 치사율이 100%인 감염병이 가장 위험하다.

둘째, 그러나어떠한감염병이라도접촉자수를

하루평균 7명이하로줄이면, 전체를감염시킬

수없다는사실을발견했다.

WHO가팬데믹을선언한것은우한코로나가

쉽게사그라들기어렵고풍토병으로정착하거나

계절성감염병으로갈가능성이크다는것을보

여주고있다. 메르스(MERS)는국내에서퇴치됐

지만 중동에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

됐고, 홍콩독감과 신종플루는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독감화했다. 이번코로나19도신종플루처

럼계절독감화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독감이여름에는별로전염되지않듯이, 코로나

19도기온이올라가면수그러들가능성이높다.

독감과신종플루가우리와함께살고있지만,

그렇게두려움을느끼지않는이유는이에대한

치료제를갖고있기때문이다. 전세계연구진이

경쟁적으로코로나19의예방약과치료제를개발

하고있기때문에조만간나올것으로예상된다.

우리는그때까지나의몸관리를잘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는필수다. 또한실내에서환기를자주하는것

도 매우 중요하다. 공기 중의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면감염위험이줄기때문이다. 주의는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

다. 예방법을알고있고내가실천하면되기때

문이다.

기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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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4차산업혁명의초연결시대, 인공지능이주

도하는문명의대전환을논하다가돌연코로

나 바이러스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세계보건

기구(WHO)가초기에 2019-nCoV 급성호흡기

질환이라 불렀던 신종 코로나는 COVID-

19(Coronavirus Disease19, 코비드19)로 명명

되었다. 우리보건당국은코로나19로부르고있

으나, 사스(SARS-CoV)와 메르스(MERS) 코로

나 바이러스 명칭을 국제기준대로 쓰고 있음에

비추어이글에서는코비드19로쓰기로한다. 그

리고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고찰에서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변종바이러스로치료법·백신부재가패닉

코비드19에 걸리면 80%는 약한 감기 증세를

보이고, 15%는치료가필요하고, 5%는중증폐

렴으로번진다. 감염자의 20%는증상이없이지

나간다. 한편지구촌의독감사망자수는연평균

65만 명이고, 미국은 1만 명 정도다. 한국의 독

감 사망은 2003∼13년 10년간 연평균 2,900명

이고, 연간폐렴사망자는 1만 5천명이다. 그럼

에도 코비드19가 세계적으로 패닉 현상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비드19는 신종이라서 전염

률과치사율도모르고, 인체의자연적면역이없

고, 진단법, 치료법, 백신이없는상태로겪는데

다가,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

다. 역사적 사례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충격의

1/3은 감염병 확산이 직접 원인이 되고, 2/3는

소비와비즈니스에서의불확실성에대한공포에

기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일으

키는23종이알려졌고, 이번신종까지일곱가지

가사람을공격한다. 그중 4종은가벼운감기수

준이다. 점차정체가드러나기시작하면서, 코비

드19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치사율은 상

대적으로 낮다, 증세가 없는 잠복기(1일∼14일

金明子

(사)서울국제포럼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명예회장

17대의원
前환경부장관

초연결시대팬데믹위협, 
어떻게대처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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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도여러명을감염시킨다. 변이가빨라서

이미제1, 제2의변종이나타났다는것등이알

려졌다. 유전자염기서열분석결과는박쥐의바

이러스와 96% 같고, 사스와 79.5% 같고, 메르스

와 50%의상동성을보인다. 코비드19에대한치

료는 이미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서

백신개발을서두르는단계다. 백신개발은임상

실험을단축하더라도 1년은걸릴것이다. 

근대사의 무서운 유행병은 페스트·콜레라·

천연두·결핵·말라리아·홍역·인플루엔자였

다. 9천년전부터소·돼지등을키우면서동물

의바이러스가사람에게옮아왔고, 사람끼리감

염되는 전염병으로 진화했다. 인류문명이 겪은

최대의팬데믹은 14세기흑사병이다. 높은치사

율로대유행의절정기(1346년∼53년)에유럽인

구의 30∼60%가사라졌고, 1840년까지도유행

병으로찾아온다. 

20세기최악의팬데믹은H1N1 인플루엔자바

이러스에의한스페인독감이다. 제1차세계대전

중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시 병영에서 발생한

뒤 미군의 참전으로 유럽으로 전파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11월전쟁이끝나면서병사들이본국

으로옮기면서, 당시세계인구 18억명중 5억

을감염시켜 5천만∼1억명을희생시켰다. 양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를 능가하는 인명 피해를 낸

것이다. 스페인독감이라불리는이유는전쟁중

양진영이전시보도통제를하는가운데, 중립국

이던스페인은정보를공개했기때문이다. 

천연두(마마)는 20세기에도 3억∼5억명의희

생자를냈다. 17세기청나라의‘곰보’황제강희

제는부왕이천연두로사망한뒤여덟살에즉위

해서인두법을개발했다. 16세기초반중미의아

기획?코로나19

출처: Bean et al. Nature Reviews Immunology 13, 851-861(2013) 보완

<그림 1> 20세기이후주요전염병사망자수

01-95  2020.3.24 2:40 PM  페이지42   Cheil-868 



2020. 4 43

즈텍제국이스페인원정군에게함락된것은황

제를비롯해면역력이없던아즈텍종족만을골

라죽인천연두바이러스때문이었다. 그당시 2

천만 명이던 멕시코 인구는 100년 만에 160만

명으로줄었다. 16세기초스페인군대 168명에

의해서 잉카제국이 멸망한 것도 천연두 바이러

스가해치운일이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보건안보’절감

4차 산업혁명이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를 열고

있는한편에서, 눈에보이지도않는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지구촌은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시대를 절감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화,

도시화, 기후위기, 생태계파괴, 고령화, 초연결

의 세상은 바이러스에게는 다시없는 기회이고,

인간사회로서는 어이없는 위기다. 2018년 비행

기로이동한지구촌인구는 43억명으로, 한달

에 3억 5,800만 명, 하루에 1,200만 명꼴이다.

연간3,780만대의항공기가뜨고내리는초연결

의세상에서바이러스는비자도없이무제한으로

국경을넘나들며첨단문명을위협하고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염병 발생

이 1980년대 991건, 90년대 1,924건, 2000년대

3,420건이라고발표했다.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는 1999년 국제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2,800명 감염에 1,100명 사망자를 냈다. 2002

년부터사스는29개국에서위력을떨치며(8,096

명 감염에 774명 사망), 중국에만도 37조 원의

피해를입혔다. 2012년부터메르스는 27개국에

서 858명의 사망자를 내며 치사율 21%를 기록

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는 3∼4년 꼴

로 작은 변이를 일으킨다. 1957년과 1968년에

유행한아시아독감은 400만명의목숨을앗아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출처 : David J.D. Eam, Jonathan Dushoff, Simon A. Levin,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그림 2> 20세기감염병사망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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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2009년 신종 플루(H1N1)는 미국에서 유

행한지한달만에 34개국으로번져 20만 3000

천명을죽였다. 글로벌금융위기에덮쳐서독감

바이러스까지 공격한 것이다. 에볼라(콩고의 에

볼라강인근마을에서유래) 바이러스는 1976년

에처음발생한뒤 2014년서아프리카지역에서

치사율 90%로 1만명의목숨을앗아갔다. 그밖

에 동물을 공격하는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등은조단위의피해를입히면서반복되고있다. 

인류문명은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1940년대

페니실린, 50년대솔크소아마비백신등의개발

로승기를잡는듯했다. 그러나지난 30년동안

나타난새로운질병이 30여종인데다가, 페스트

는 인도에서, 콜레라는 페루에서 리바이벌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책(The Great

Influenza, 2004)을쓴존배리(John Barry)는

21세기 팬데믹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면서, 오늘

의 초연결 세상에서는 1918년에 겪은 재앙과는

비교가안되는사태가벌어지리라고경고한다.

14세기페스트의창궐, 1918년스페인독감등

의문명사적팬데믹사이에는공통점이있다. 이

들재앙에앞서여러해동안냉해등의기상이변

이발생했다는것이다. 최근신종바이러스가기

승을부리는것은기상이변, 항생제내성, 면역력

약화, 공중보건체계미흡등에연관된다. 역사상

기온이온화했던900년∼1300년사이유럽인구

는 4배로 늘고, 바이킹족이 융성한다. 그러나

1300년이후급격한기온강하등기상이변으로

가뭄과홍수, 추위와더위, 건기와우기가급변하

면서, 1355년에는 최악의 기상이변으로 바이킹

족이 멸망한다. 유럽이 흑사병으로 공동묘지가

된것도이때였다. 기상이변조건에서인간의적

응력이가장취약한데, 21세기지구온난화시나

리오에는급격한기온강하도들어있다. 

기획?코로나19

출처: Bio-era, World Bank, and UNDP data. updated by EcoHealth Alliance

<그림 3> 전염병발생에따르는경제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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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기

온상승, 해수온도상승, 강우패턴변화, 습도

상승으로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모

기의서식지가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모기를

통해 아프리카 풍토병의 원인인 지카 바이러스

(머리가작은소두증유발)는아메리카로넘어갔

고,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우간다에서캐나다

로전파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몰 등이

빈발하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주거지

역과 목축지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늘

고있다. 1998∼99년말레이시아에서발생해서

100여명의사망자를낸신종뇌염바이러스니

파(Nipah)의숙주는과일박쥐였고, 산불과엘니

뇨로인한가뭄으로양돈농장에침입해돼지와

사람을감염시킨것이었다.

2016년시베리아지역에서 75년만에발생한

탄저병은수십년전에탄저균때문에죽은순록

의사체가지층의해동으로그포자가땅위로올

라온 탓으로밝혀졌다. 에볼라바이러스도가뭄

과 벌목으로 황폐해진 서아프리카 지역 주민이

먹을것을찾아야생동물사냥에나서면서, 에볼

라바이러스가사람을숙주로삼은것이다. 

‘국가중앙감염병원’설립검토필요

기후위기시대, 보건분야는국방, 에너지, 식

량, 사이버분야와나란히글로벌안보차원으로

부상했다. 바이오무기개발은중단돼야한다. 신

종바이러스의진단, 치료, 백신의연구개발에는

수십억달러의재정이투입돼야한다. 하지만팬

데믹이언제어떻게올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

에서민간부문이담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 초

고속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그

때마다백신개발을한다는것은뒷북치기가될

수밖에없으므로범용백신(universal vaccine)

개발이필요하다. 빌게이츠는핵무기보다바이

러스의대량살상이더무서운결과를초래할것

이라면서백신개발을지원해왔고, 최근범용백

신프로젝트지원을시작했다. 

이번사태를계기로팬데믹대응에서공공부

문의역할을강화하고, 국제협력을확대해야한

다. 미국은글로벌보건안보를다루기위해CDC

중심으로 60개국이모여질병예방조치, 대응에

관한 리스트 작성 등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사스사태때질병관리본부가설립되었

으나, 팬데믹대응체계강화를위한국가중앙감

염병원 설립과 비상시 안보 차원의 국가보건회

의를설치할필요가있다. 또한약재내성, 생물

안전등의기초연구를지원하고, 리스크커뮤니

케이션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기후위기,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고령화, 빈부

격차 등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요인

을해결할수있을때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계기가

돼야할것이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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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실제감염폐해보다국민

의공포감과국제외교적고립이우리경제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1월 30일‘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

(PHEIC)’를선포한이후, 드디어 3월 11일유행

병의 세계 3차대전급인 최고 비상사태의‘팬데

믹’을선포했다.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평등’보다‘안전’에대한가치가더욱중

요하다고강조했다. 지난 10여년간 3번의바이

러스 침공사태가 있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이다.

아직도 국제적으로 안전의 모범으로 지목되는

사례는단연코 2009 신종플루사태때우리의

대응책이다. 우리는사태발생 4∼5년이전부터

산업자원부를중심으로인플루엔자백신생산시

설을구축하고있었다. 매년발생하는유행성독

감백신생산과신속한국내보급이국민안전을

위해서 보건행정의 핵심과제였다. 그때에도 돼

지로부터유래된‘신종플루’라는것은, 전세계

적으로전혀예측하지못했다. 

그러나 마침 생산시설이 완공되어 신종플루

백신을신속히생산할수있게되었고, 또한국

가비상사태 하에서 신속한‘인허가 행정’을 실

행하여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했다.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침공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국민 안전

을위한세계적모범사례를만든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백신은서둘러개발하더라도, 이미코

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백신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전문가들견해는결코그렇지않다. 5년내

또다른변종바이러스가침공해올가능성이높

기때문이다. 때문에 10년전의신종인플루엔자

를슬기롭게대처했던성공적경험과지혜를활

용해야한다. 

기획?코로나19

바이러스세계 3차대전과
백신개발전략

李相羲

헌정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녹색삶지식원이사장

11·12·15·16대의원
前과학기술처장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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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신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통해

서특정감염체에대한기억력을조성해서, 이를

저장하게 하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기억력이 생생하고 오래갈수록 예방효력이 좋

은백신이될수있다. 동일한침입자에대해다

시는재감염이되지않도록사전에정보방어기

능을제공하기때문이다. 문제는게릴라전의명

수인신종바이러스의백신을신속정확하게개

발할수있을까하는점이다. 장기간이소요되는

백신을개발하는동안에, 그바이러스가슬그머

니사라진다면그노력은쓸모없게될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의 성공

적사례가있다. 감염성질환의글로벌대책을수

립하기위해 2017년출범한 CEPI(전염병대비혁

신연합)에는이미 10여개국가가공동기금을마

련해서운영하고있다. 

중요한 공동미션은 백신개발 기간을 최소화

하여, 실제적으로감염이확산되는현장에서백

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양한감염병에관한백신을생산하는데, 공통

적으로 활용되는‘안전한 기반기술’을 구축하

고, 이기술을바탕으로시간이걸리는까다로운

인허가 행정규정에서 안전성 요건 심사를 면제

하여개발과접종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

간 중에 방역현장에서 긴급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다른해외의모범적사례는미국국립보건

연구원(NIAID) 산하 백신연구소(VRC)의 운영

방식이다. VRC는백신후보물질의발굴연구와

이의 임상연구 그리고 백신 생산시설까지 연계

하여효율적으로통합관할한다는점이다. 

최근우리정부도너무나적절한시기에‘백신

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는보건복지부가바이러스세계 3차대전에대

비하여준비해온것으로, 향후 10년간중장기계

획으로추진되는것이다. 백신의국내자급화실

현과 거대한 국제백신 시장에 공급하는, 즉 두

마리토끼잡기의국가전략이다. 또한산업부는

국내두곳에국제규격에적합한백신생산시설

을구축하기위해 2021∼2022년완공을서두르

고있다. 

즉복지부는백신이란포탄을연구하고, 산업

부는백신을생산하여대포로백신포탄을발사

하는, 즉 바이러스 전시체제를 완성하는 전략

이다. 그리고 23년전 UN산하기구최초로국내

에 유치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세계보건기

구(WHO)와의 연계 협력도 세계 3차대전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제는 다시 찾

아올 코로나X를 포함한 신종바이러스의 세계

3차대전에대비하여다양한첨단무기개발차원

에서 백신개발에 국가적 총력을 투입해야 한

다. 더욱이 우리의 특화주력산업이 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계 거대 백신 시장

의 히트 상품 개발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

는셈이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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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중국후베이성우한시에서발병한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 2019)가우

리모두를힘들게하고있다. 봄이왔지만봄같

지 않고 마음마저 우울하다. 코로나19는 사스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나 메르스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때보다 훨씬 더 심

각하다. 

코로나19가세계각국에서지속적으로확산되

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선포했고, 3월 11

일에는 코로나19를‘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선언했다. WHO가팬데믹을선포

한것은이번이3번째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1-6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바로 아래

단계인에피데믹(Epidemic)은한대륙에서전염

병이빠르게퍼질때내리는단계이고, 팬데믹은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질 때

내리는경보단계다. 이는코로나19가세계각국

에서걷잡기힘들정도로번지고있다는것을의

미한다. 개인에서집단으로, 집단에서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매우심각한상황이다. 

미 존스홉킨스대 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

(CSSE)에따르면 3월 16일현재전세계 146개

국가및지역에서 16만 9259명의확진자가발생

했고사망자는 6496명이라고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와사망자수는계속해서늘

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전국민자가격리와경제꽁꽁얼어붙어

이렇듯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우

리사회의불안과위기의식은점차커지고있다.

먼저드러나는것은마스크대란이다. 마스크를

구입하기위해신분증을지참하고약국문을열

기전부터줄을서야하고그마저도구입하지못

기획?코로나19

金才允

본지편집위원

17·18·19대의원
세한대학교석좌교수

코로나19와정치지도자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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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을동동구르기도한다. 나이드신어르신,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고통은

이루말할나위가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개학이 4월 6일로미뤄졌고, 학원휴원도권

고되었다. 대규모행사나집회, 공연은물론이고

소규모모임들도취소되거나연기하고있다.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건의안이 통과

되는등종교집회도자제하도록권고하고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23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성

당의미사를중단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

다. 우리국민들은개인적모임도가급적삼가고

있는실정이다. 어쩌면심리적으로는전국민자

가격리상태라할수있을정도다. 

코로나19는경제도꽁꽁얼어붙게하고있다.

임시휴업안내문을붙인점포들이속속늘어나

고있고, 자영업자들은월세내기도힘들다고호

소한다.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도 있지만

대다수건물주는점포월세를받지못하면은행

이자를낼수없다며하소연한다. 은행에서대

출받지않고건물사는사람이몇이나되느냐면

서말이다.

금융권에서는대출이자납입을한시적으로유

예해주고는있지만이런상황이오래갈까봐걱

정이이만저만이아니라고한다. 코로나19가장

기화되면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연쇄부도로이

어질수있고그럴경우은행이부실해지거나은

행문을닫을수도있다는우려까지내놓고있다.

코로나19로인한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

업의타격은이루말할나위가없다.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항공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

업전반이흔들리고있다. 

조업이단축되고, 중간재수입은감소하고수

출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수출이감소했다고한다. 

코로나19는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다. 실업은

늘고취업은줄어들고있다. <사람인> 자료에따

르면 대기업의 43.5%, 중견기업의 28.3% 중소

기업의 24.8%가 채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코로나 19로인해가장힘든사람들은가난하고고통받는사람들, 

장애인, 어르신등사회적약자이다. 21대국회에서코로나19로피해를

입은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책이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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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라고 한다. 채용 일정 자체를 연기한

기업이 64.2%, 채용규모를최소화할예정인기

업이 18.9%, 상반기 채용을 취소할 기업도

12.6%나된다고한다. 

감염병의료시스템구축과매뉴얼만들어놔야

총체적난국이다. 문재인대통령도현시국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비상경

제시국에걸맞는특단의대책이강구되어야한

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IMF 이후

최대의위기를맞이할지도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상황이우리경제를더욱어둡게하고있

다. 수출로먹고산다해도과언이아닌우리나라

엔치명타이다.

외교부에따르면 3월 16일기준으로한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40개국가·지역에이른다고한다. 입국

을금지하거나한국을떠난지일정기간이지나

야입국을허용하는국가와지역도 77곳이나된

다고하니참우려스러운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중국, 일본의 경기 침

체도문제다. 미국, 중국, 일본이우리나라전체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43.8%나된다. 미국,

중국, 일본의경제가불황을겪게되면우리경

제에미치는영향또한만만치않을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의 불황은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어둡게한다. 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최

악의경제위기가오지않을까걱정이된다.

문제는마땅한대책이없다는데있다. 결국우

리국민모두가힘을모아빠른시일내에코로

나19를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합

심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과개인, 개인과정부, 정부와정부간의협

력이필요하다. 그중심에대통령과정치지도자

들이 있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지혜를모아야한다. 해결책을찾아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이나네탓공방에서벗어나진정

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서라도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

정치권에서이일을하지않는다면누가하겠는

가? 지금이 바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역

량을결집해야할때다.

코로나19가하루빨리종식되어야하겠지만그

렇지않을경우도대비해야한다. 코로나19가장

기화될경우에대한장단기대책도미리세워둬

야한다. 아울러코로나19 이후의대책도세워야

한다. 정부와국회가코로나19 이후의대책을제

대로수립하고집행할때우리에게기회가생길

수있다. 그렇지못하면불황의늪에빠질가능

성이있다. 

감염병과관련하여앞으로또발생할수있는

기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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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코로나대책을미리세워둬야할것

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가 5∼7

년주기로발생하고있는점에유의하여앞으로

발생할수있는감염병에대한대책을미리세워

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차분하고도 신속

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유비무환형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병에 적절

하게대응할수있는의료시스템을구축해야한

다. 특히제대로작동할수있는바이러스통제

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코로나19와같은감염

병을 신속하게 탐지, 진단, 격리, 치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감염병 정보

공유체계도갖춰야한다. 이를위한국제공조도

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가간협력이감염병을

이겨낼수있게한다. 

위기의요인을명확히알면그해결책도찾을

수있다. 위기의원인이설령외부에있다할지

라도해결은내부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 발

휘해야

정치 지도자는 고립이 아닌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최고지도자는코로나19에따른위기

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지도자로서의 역

량과능력을평가받게될것이다. 

지도자는위기에강해야한다. 절망적인상황

을희망적으로바꿔낼수있어야진정한지도자

다.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흩어진 국가 역량을

한데모을수있을때위기를극복할수있다. 진

정한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과 능력이

돋보인다. 

21대국회를이끌 4·15 총선도코로나19 먹구

름에덮여있다. 선거운동은커녕공약도제대로

알릴수없는상황이다. 이번총선투표율은저

조할것으로예상된다. 코로나19로인한각종현

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이

기때문에더욱관심을가지고참여해야한다.

코로나 19로인해가장힘든사람들은가난하

고고통받는사람들, 장애인, 어르신등사회적

약자이다. 21대국회에서코로나19로피해를입

은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책이우선적으로마

련되어야할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까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

는, 별처럼 빛나는 분들도 있다.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 불철주야헌신하는공직자들이다. 이분

들이진정한우리시대의영웅이다.

“최선을다해생명을구하고경제를지켜내는

것이우리의임무”라는메르켈독일총리의말과

“분열은우리가직면한세계적위기극복에대응

하는방법이아니다”라는마크롱프랑스대통령

의 말에 4·15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귀

기울이기를고대해본다.

대한민국미래가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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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의 한 사람

인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

기를 진단하면서, “선거에 걸린 이해관계가 인

민의 삶에 아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이들 경쟁하는 집단들 사이에 걸린 이해관

계는 너무 작다. 반면 선거의 결과가 패자들에

게 참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게

될때이들간에이해관계는너무크다”라고말

한다. 민주주의란 제도화된 갈등에 관련된 이

해관계가경쟁하는행위자들사이에서너무작

지도않고, 너무크지도않은조건에서잘작동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 및 내용과 깊숙이 관련

된다. 승자독식을 제도화한 대통령제 하에서

승자는 패자가 된 정당, 또는 세력이 통치했던

앞 정권의 모든 것을 되돌리는 일에 몰입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패자는“참을 수 없는 대가”

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쉽게 만들어내게 될 것

이다. 한국정치는 민주화와 공고화로 잘 순항

했음에도불구하고순식간에위기로내닫게된

것이다.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최장집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명예교수

한국민주주의의공고화, 위기,
그리고새정치질서를위한대안(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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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것이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소용돌

이치는한국정치에서그것이낳은중요한현상

의 하나는 캠프 중심의 정치이다. 캠프 중심정

치는정당정치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 정당은

사회의 중요한 균열과 가치, 의사와 열정을 정

의하고 조직하면서, 그들의 대안을 정치의 결

정과정에 투입하고 실현하려는 정치결사체이

다. 또한선거를 조직하고승리했을때정부를

구성하고운영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러므로

정당은민주주의에있어대표와책임의중심에

있는연결고리인것이다. 한국민주주의의중요

한취약성의하나는바로이정당과정당체제가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본 강연자는 앞장에서

구 질서하에서 모든 것이 자리 잡은 이후에 민

주화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성이 만들어낸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민주화를 통해 정치공

간이새롭게열렸다하더라도정치참여의기회

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주로 학생운동 출신의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정치참여의 중심이 되었

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를 제도권의

정당보다 제도권 밖에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만드는 요인이 됐다. 구질서에 많

이조직기반을갖는보수적정당에비해진보적

정당은 특히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진

보파들의정치가보수에비해훨씬더캠프정치

에 의존하는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

나불행하게도한국정치발전을위해서는이캠

프정치는지극히부정적인효과를동반한다. 

지난세기후반시카고대학의사회학자제임

스 콜만(James S. Coleman)은“인간자본”의

한 자원인“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론

으로 유명하다. 이 이론을 구성하면서 그는 한

국의 학생운동권 조직형태에 주목했다. 80년

대후반한국민주화운동당시“연구모임”들이

권위주위 체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포조직

들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

한학생운동의인적네트워크의발전을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한세대가지난오늘의한국정치현

실에서정치엘리트로서의그들의역할은그들

의민주화운동때와는격세지감이있을정도로

상이하다. 민주화에 대한 지난날의 그들의 기

여에도불구하고, 오늘의정치영역에서캠프의

민주주의는경쟁하는세력들이주고받는정치적타협과교환을

내용으로하는점진적과정을본질로한다. 그목적에있어서는

이상주의적이고대담하고개혁적일수있어도, 방법에서만큼은

점진적이다. 그것이민주주의의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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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그들은 오늘의 현실에서 권력을 추구하

는데 있어 권력물신(物神)적 몰입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은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그것은 그들이 지

녔던과거권력에저항하는권력관으로부터권

력을창출하는권력관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개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논

리는자기합리화의수단으로서작용한다. 그러

나그개혁이진정으로한국사회에서필요하다

는것, 나아가그것을통해민주주의발전에기

여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정치적

실천으로 나타날 때 별로 설득력을 가져다 주

지 못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개혁이 사회의 광

범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더 큰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만 개혁을 내세우

는 개혁행상(reform monger)으로 나타날 뿐

이다. 

한국의 386세대들이 민주화투쟁을 위한 연

대를형성할수있었던비밀조직들이야말로사

회적자본이다. 그러나오늘날정치엘리트들로

등장한그들의권력에대한물신적몰입은지금

은한이론적고전이된하버드대학의정치학자

에드워드밴필드(Edward C. Banfield)가말하

는“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

고 부를만한 어떤 현상으로 특징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가 현장연구를 한 이탈리아 남부 고

지대에위치한몬테그라노라는한극도로빈한

한마을의주민들은사회적자본이랄만한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이익,

가족중심을위한이익추구가있을뿐어떤형태

의공공선을추구하는행위도개념도존재하지

않는상황을두고한말이다. 

5) 위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심에는 시민

사회의 변형이 있다. 과거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반이었다. 만약 시민사회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역할을 할 때 그것은 밑으

로부터권력을생성하고창출하는것을통해정

치적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가영역과정당정치를중심으로하는정치

권에서 국가/정부의 통치행위나 정당정치인들

에대한책임을묻고, 좋은정치의기반이자토

양이되는공론장을발전시키는사회적공간으

로서의 역할이다. 요컨대 민주주의와 그 발전

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역할은국가권력으로부터의자율성을조건으로

한다. 일찍이 후앙 린츠는 권위주의를 정의하

기를 제한적 다원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멘

탈리티, 탈정치화, 세요소를특징으로하는정

치체제라고 정의했다. 민주화 이전 오랜 권위

주의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정의로 특징될 수

있는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했다. 민주화 이후

오늘의 한국정치체제는 자유주의 한국사회에

잘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입헌적 자

한국정치발전을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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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분명 한국민주주의의 본

질임에 분명하다. 한국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

에서“제한된 다원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다

원주의가 일정하게 구현되기 시작한 시민사회

적 조건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이후현재의정치를위기라고말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나는 시민사회를 변형됐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나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촛불시

위 이후 전면적으로 정치화함으로써 원천적으

로 변형됐다. 그리하여 그것은 한국정치를 위

기라고말하는상황의근원적인구성요소가되

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의 시민

운동을기반으로한권력창출에결정적으로힘

입은바크다. 그과정에서집권엘리트들은위

로부터시민사회를동원했다. 권력과사회운동

을 연결하는 것은 후원-지지관계의 형성과 구

조화, 즉 후원-지지체(clientelism)이다. 정치

권력이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대안

1) 오늘의 한국정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상황으로까지이끌어오게된데는정치

적양극화가그중심에있다. 나는시민개개인

의 자율성을 구현하고, 그 기초 위에서 개인들

과사회집단간의대화를증진하는것이양극화

에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

법이라고믿는다.   

양극화의가장부정적측면은, 개인의도덕적

자율성을억압하는집단적힘들이압도하고지

배하는상황을민주주의의중심으로옮겨놓고,

급기야는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획득을 위

한 수단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들, 여러 형태의

인터넷및사회적미디어가만들어내는의사소

통, 의견과 열정을 공유하는 집단적 힘들의 동

원, 여론이 모든 것인 정치와 정부 운영방식이

오늘의정치를지배하고있는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조건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반

인 자유주의의 근본원리들, 인간 개인의 도덕

적 자율성의 표현인 사상과 언론자유, 그것과

병행하는 가치의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시민 개개인은 물

론, 이들의 집단 내에서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집단사이에서도덕적자율성에의거한개개인

의 의견과 이성적 판단이 허용되고 기능할 수

있는사회적정치적조건을만들어내지않으면

안된다. 그러한관심과시도가모든변화의기

초이자 출발점이다. 그동안 우리가 개혁의 이

상과프로그램을추구하고구현하는것으로상

상했던 과정에서 논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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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근본원리들을 성찰하는 것으로 시작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정치의

양극화도민주주의의위기도벗어나기어렵다.

2) 한국에서의 정치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협

하는수준으로그정점인대통령으로집중되었

다. 초집중화 되었다는 말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처방이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의 분산

에대한너무나지당한해답을알고있다. 그것

은한국헌법에서민주주의정부구성의기본틀

로서제시돼있기때문이다. 즉누구나알고있

는 3권분립이다. 그것은정부의통치체제를입

법, 사법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통한 것이다. 이를 학

자들이“수평적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권

력위계상으로동일한지위와권력을행사하는

3권이수평적지위에서한부서가다른부서에

대해 (설명)책임을지도록하기때문이다. 그것

을 통해 상호간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게된다. 이균형이무너져한부서가다른

부서 위에 군림하면서 책임지지 않을 때, 통치

체제는 전제정(tyranny)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균형을 쉽게 무너트릴 수 있는 부서

가 집행부이고 그 수장이 대통령임은 말할 것

도없다.

그렇다면한국은왜처음부터헌법에서규정

하는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

리잡지못해대통령으로권력의 집중화가이루

어지게 되었나. 여기에서 우리는 분단국가의

건설이라든가, 권위주의유산이라든가하는것

을 통해 역사적으로 말할 여유는 없다. 그러므

로 우리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대통

령으로집중에집중을거듭해대통령의권위주

의화, 그리고 이 권위주의와 밑으로부터의 대

중적지지와열정이결합한포퓰리스트적권위

주의를걱정하게되는가에대해말하는것은필

요하다. 무엇보다먼저말할수있는것은자유

(주의적) 헌법주의(liberal constitutionalism)

의 전통이 약한 반면, 그 대신 룻소식“인민민

주주의”(populist democracy)적민주주의관이

강하다는것이다. 그것은한국민주화의특성과

관련된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헌

법적 민주주의 전통을 거쳐 그 틀 안에서 인민

은 민주주의 이전에 먼저 자유를 획득하고, 오

랜기간에걸쳐점차적으로민주화를발전시켜

나갔던서구와는다르다. 

이에대한처방은민주주의를이해하는방식

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는 통치체제(government)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그것을위해우리는입헌적또

는자유주의적민주주의의의미를되새겨보지

않으면안된다. 사실서구의역사적경험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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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잘 말해준다. 먼저 인민은 자유주의적 헌

법에 힘입어 자유를 획득한다. 그리하여 기존

의 정치체제가 군주정이든, 권위주의이든, 또

는 공화정이든, 인민은 자유주의적 헌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그 헌법에 힘입어 그들의 권력

을 요구하고 획득하게 된다. 그 결과, 또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곧 오늘의 민주주

의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과정을 생략

하고 곧바로 인민권력을 실현하는 민주주의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정

치의 양극화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격하

고, 직접민주주의를선호하는급진주의적포퓰

리즘이다.

그렇다면제일먼저민주주의를이해하는방

식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주의적,

헌법적 민주주의의 제도를 다시 발견하고, 실

천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한국민주

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그동안 그 단계를 건너

뛰어곧바로인민의권력을실현하는것으로달

려 나갔다고 할 때, 건너 뛴 것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역순으로의 민주주의 실천이라

는의미를갖는다.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국경제와 사회는

발전되고, 다이나믹해선진적인것으로생각하

는데, 정치에대해서만큼은부정적이고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의 관점에서도 그것은 큰 진실을 담는다. 그

것은국가가강하고크기때문이다. 왜그런가?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라는 조건에서의 정치는

보수대진보라는분단국가와냉전과더불어깊

어진 균열에 기반한 정당체제를 통해 전개된

다. 그리고 그것은 승자독식체제로 특징될 만

한단순다수선거제에기초한대통령중심제를

통해작동한다.   

현재 위기의 연원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둔다면 촛불시위 이후 집

권한 진보가 그들에게 부여된 엄청난 기회와

이점을 스스로 자제하기보다 극대화하려고 선

택한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그러나 적폐

청산을 내건 과거와의 전쟁은 현재 문재인 정

부를 이끌고 가는 386세대의 정치화된 엘리트

집단들이감당하기에는너무나확장된것이아

닐 수 없다. 누구에게 이 변혁의 과업을 맡기

나? 전문가, 지식인, 386세대의 정치엘리트집

단, 노동자계급, 과거사의 피해자들? 그러나

오늘의 국내외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조건, 모

든 것은 급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는경쟁하는세력들이주고

받는 정치적 타협과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점

진적 과정을 본질로 한다.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이상주의적이고대담하고개혁적일수있어도,

방법에서만큼은 점진적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의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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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민주주의가건강하게작동할수있

는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통

치체제로서의민주주의를이해하는것이다. 그

것은자유주의의기본원리에기초한개인권리

에 의해 제한된 제한국가의 지향을 본질로 한

다. 이원리는시민개인의권리에의해제한된

그리고그원리로부터도출되는제한국가의성

격을의미한다. 

요컨대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

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음의몇가지조건을

제시할수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청와대 정부”를 축

소하여집행부권력의중심을헌법으로제도화

하고있는내각으로이양하고그들에게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집행부권

력을입법부권력에종속시킬수있는방향으로

의 개혁이다. 셋째, 보통의 입법권력의 행사에

서입법부의궁극적인책임은그것이헌법적판

단을 부여받은 법원판결의 소관사항으로 맡겨

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정부는 중

앙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그에 대해 상대

적자율성을갖는것이다.

앞에서본강연자는후앙린츠의권위주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하면서, 권위주의체제를

특징짓는 요소로서“제한적 다원주의”는 권위

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말할것도없이국가권력에의한사회에

대한 통제 또는 억압의 산물이다. 그러나 한국

에서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적 사회

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했고, 단원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결과를가져왔다. 단원주의는체제

의공식이데올로기를사회에부과하는전체주

의의특징이다. 

촛불시위이후진보적정부의성립과그운영

방식은 진보적 정당보다도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하여 정부의 중심

적인 지지집단으로서 시민운동은 지지-혜택의

연결망, 즉 클라이언탈리즘으로 특징된다. 그

결과는 자율적 시민운동의 소멸이다. 그러나

정부와시민운동간의결합은그비용을치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를 다원주의적으로

발전시키지못한다는것이다.

어니스트 겔러(Ernest Gellner)의 말처럼

사회적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가

아니다. 그것은시민사회가전면적으로정치화

된 것의 대가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작

동하는민주주의는시민적자유를구현하기어

렵고, 사회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

적이익들과사회의계층구조의차이를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의 체계를 구현하기 어렵

고, 그로 인해 정당체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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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다. 선거제도는민주주의의질을결정하는중

요한기제이다. 혼합형선거제도를채택하고있

는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비례율이낮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문제와 의석 배분의 왜곡은

심각하다. 

사표의문제점은첫째, 당선자확정에표의등

가성이 반영되지 않아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다. 평등선거라 함은 1인1표의 원칙과 1표1가

치의 원칙이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당선자 확정에 있어서 대표성과 비례

성의 큰 편차로 인한 투표민심이 왜곡된다. 셋

째, 유권자의적극적인정치참여를저해하며투

표율을감소시킨다. 넷째, 군소정당의의회진입

을어렵게하여다당제내지는다원적민주주의

의실현을막는다. 

20대국회에서사표문제와민심왜곡의선거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

입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정당의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제도

이다. 

예를들어정당득표율 20%인 A정당이확보

해야 할 의석수는 60석(300석*20%)인데, 지역

구 당선자 수가 50석일 경우 부족한 10석의 의

석을채워주는방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논의과정

현재 논의되는 안에는 ①지역구 200석, 비례

대표 100석(연동률 100%) ②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석수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

(연동형 100%) ③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100%) ④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47석중 30석에만연동률 50% 적용) 등네가

지가있다. 

①∼④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룬‘안’이다. 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洪起薰

명지대·강동대석좌교수

본지편집위원

13·14대의원

사표(死票)와연동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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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5년‘연동형비례대표제’(연동형비례제)

의 한 종류인‘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를

권역별로나눠뽑는것) 도입을국회에권고하면

서내놓은안이다. 또한지역주의정치의폐해를

부분적으로나마해소하는방안의하나이다.

②는 2019년 1월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자

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석수 확대

를권고하며내놓은안이다. 

③은자유한국당을제외한여야 4당이 4월패

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한선거법개

정안이다. 

④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

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최종 합의해 자유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27일 국회 본

회의에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

로 21대총선에적용된다. ‘준연동형비례제’라

고 한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politics/

politics_general/48038.html)

의석산출방식

국회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17

석 : 병립형비례제 + 30석 : 연동형비례제)이

다. 50%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선거에

서얻은의석이정당득표율미치지못하는부족

분의 50%만 채워주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이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을 모든 정당이 아니

라‘정당득표율 3% 이상 정당’혹은‘지역구의

석 5석 이상 정당’에게만 배분한다. 연동형 캡

→연동률 적용 대상에 30석의 상한선을 둔다.

즉비례대표 47석가운데 30석만 50% 준연동형

을배분하고나머지 17석은지금과같은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kywon21/

221753138437)

실제 20대총선결과와준연동형비례대표제

를 적용한 20대 총선 결과 비교 분석하면 다음

도표와같다.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

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선거법개정이거대양당의이해충돌과합의부

재인상태에서무리하게이루어짐으로써당초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비례성을보장하여민심과의석비율을일치

시키고민주성·대표성·평등성을고양시키는제도인데, 비례위성

정당의난립으로말미암아비례성이심각하게왜곡될위기에처했

다. 그로말미암아대의제민주주의의출발원리인 1인1표, 1표1가치

의평등원칙이훼손되고표심의왜곡은우심해질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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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와그정신이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

따라서 소위‘누더기 선거법’이라고 하는 제한

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

게되었다. 

특히, 제1야당과의합의없이법안을통과시킴

으로써제1야당의반발과저항은예상되었다. 정

치공학적계산과꼼수로제1야당이선도한비례

위성정당의 신설은 연동형 비례제의 실시를 무

력화시켰다. 연쇄적으로제1당조차도명분과체

면을버리고비례위성정당창당준비에착수하는

지경에이르렀다. 개정된선거법이제대로작동

되기는사실상어렵게되었다. 소수정당의의회

진입과 다당제의 실현으로 협치와 연정의 새로

운의회정치를기대할수없게되었다. 

연동형배분의석수

(50% 연동률적용, 상한이내)
30석초과시→조정의석17*비례대표정당득표율

병립형
(기존방식)

17

47 비례 253 지역구 총 300석

30

연동형

연동형비례대표제의석수배분방식 (단위: 석)

연동형배분의석수=[(국회의원수-무소속의원수)×비례대표정당득표율-지역구당선자수]×0.5

*30석이내→연동형배분의석수그대로적용

조정의석=(30÷연동형배분의석수총계)×연동형배분의석수

*30석초과시조정의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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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진단과방향모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보장하여 민

심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고 민주성·대표

성·평등성을 고양시키는 제도인데, 비례위성

정당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비례성이 심각하게

왜곡될위기에처했다. 그로말미암아대의제민

주주의의 출발원리인 1인1표, 1표1가치의 평등

원칙이 훼손되고 표심의 왜곡은 우심해질 수밖

에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희망은 절망으

로 바뀌었다. 의회는 여전히 거대 양당이 활개

치는대립과투쟁의장이될것같아의회민주

주의의앞날이걱정스럽다.

20대총선결과 정당득표율 (%) 지역구의석수 비례의석수 총계

새누리당 33.5 105 17 122

더불어민주당 25.54 110 13 123

국민의당 26.74 25 13 38

정의당 7.23 2 4 6

무소속 - 11 0 11

300

20대총선결과

20대총선적용
①정당 ②할당의석 ③지역구 ④50% ⑤조정의석 ⑥병립형비례

⑦총의석
득표율(%) (289*①) 당선자 준연동형배분 (④*30/39) 20석배분

새누리당 33.5 97 105 0 0 6 111

더불어민주당 25.54 74 110 0 0 5 115

국민의당 26.74 77 25 26 22 5 52

정의당 7.23 21 2 9 8 1 11

무소속 - - 11 11

계 - 253 30캡 300

50%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적용한 20대총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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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선인들이귀하게여긴책중에‘마음을다스리는경전’으로주자(朱子)의제자인송나라학자

진덕수(眞德秀)가 편찬한《심경(心經)》이 있다. 이 책에서 몇 부분을 가려 뽑아 여기에 실어(원문

을 제외함),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마음공부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한다. <편집자>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그대가 군자(君

子)들과 사귀는 것을 보니 안색을 온화하고

부드럽게해서, 혹허물을짓지않을까삼가는구

나. 그대가방에홀로있을때살펴야하니이때

는방구석에도부끄러움이없어야한다. 드러나

지않는곳이라하여보는이가없다고하지마

라. 신(神)이 이르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어

찌게을리할수있겠는가.”

* 안연(顔淵)이인(仁)에대해묻자공자가대

답했다. “자기를이겨내고예(禮)로돌아가는것

이인이다. 하루라도자신을이겨내고예로돌아

가면천하가인으로돌아올것이다. 인을실천하

는것이자기에게달린것이지어찌남에게달렸

겠느냐?”

안연이또물었다. “그구체적인방법은무엇

입니까?”

공자가말했다. “예가아니면보지말고, 예가

아니면듣지말며, 예가아니면말하지말고, 예

가아니면행동하지말아야한다.”

* 중궁(仲弓)이인에대해묻자공자가말했다.

“집밖을나가서는큰손님을대하듯하고, 백성

을부릴때는큰제사를받들듯이하며, 자기가

바라지않는일을남에게하지말아야한다. 이

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원망하는 이가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이가 없다.”중궁이 말했

다. “제가비록총명하지못하나, 이말씀을명심

하겠습니다.”

입을지키기를병마개처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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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中庸)》에서말했다. “하늘이명한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도라

는것은잠시도떠날수없는것이니, 떠날수있

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보지

않는것에도경계하여삼가며, 그듣지않는것

에도무서워하고또두려워한다. 숨어있는것만

큼잘드러나는것이없으며, 미미한것만큼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때삼간다. 

희로애락이아직발하지않은것을중(中)이라

하고, 그것들이발해모두절도에맞는것을화

(和)라고하니, 중이란천하의큰근본이고, 화란

천하의이루어야할도이다. 중과화에이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지키고, 만물이 잘

길러지는것과같다.”

* 《대학(大學)》에서 말했다.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것은스스로속이지않는것이니나쁜냄

새를싫어하는것과같이하며좋은빛을좋아하

는것과같이한다. 이것이스스로삼감이니, 군

자는반드시홀로있을때신실해야한다. 소인

(小人)은 한가하게 있을 때에 못하는 짓이 없다

가군자를보고난뒤에슬며시나쁜행실을가

리고선한것만드러내지만, 사람들이알아보기

를마치자신의폐부를보는듯환히볼것인데,

그렇다면무슨유익함이있겠는가. 이를일컬어

‘내면의 성실함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이다. 때문에군자는반드시홀로있을때삼간

다. 증자(曾子)는“열눈이보고열손이가리키

니무섭구나”라고했다. 부(富)는집을윤택하게

하고덕(德)은몸을윤택하게한다. 마음이넓고

몸은편안하니군자는반드시그뜻을성실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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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 맹자(孟子)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

게차마모질게하지못하는마음을갖고있다.

선왕(先王)들은남에게차마모질게하지못하는

마음이있어서모질게하지않는정사를펼친것

이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모질게하지못하는정사를펼친다면천하를손

바닥다스리듯할것이다. 사람이모두차마하

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로들어가는것을보았을때누구라도깜짝

놀라며불쌍히여기는마음이들기때문이다. 이

는 그 부모와 가까이 할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

고, 주위사람으로부터명예를얻기위해서도아

니며, 나쁜 평판을 두려워해서도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사

람이라 할 수 없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마음이없으면사람이라고할수없고,

사양하는마음이없으면사람이라고할수없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수없다. 

불쌍히여기는마음은인(仁)의실마리(端)요,

잘못을부끄러워하고악을미워하는마음은의

로움의 실마리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

리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

리다.

사람이이‘네가지실마리(四端)’를가지고있

다는것은마치사람이사지를가지고있는것과

같다. 이 네 가지 실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이를행하는데능하지못하다고한다면

스스로를해치는사람이다. 마찬가지로자기군

주가그렇다고말하는사람은그군주를해치는

사람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네 가지 실마리를

넓혀서채워줄수있다면불이처음타오르고샘

이처음솟아나오는것과같다. 만일능히네가

지 실마리를 넓혀서 채울 수 있다면 온 천하도

감싸안기에충분할것이요, 채우지못한다면부

모도제대로모시지못할것이다.”

* 맹자는 말했다. “우산(牛山)의 나무들은 원

래아름다웠는데큰나라에가까이있어사람들

이 도끼로 베어버리니 무성할 수 있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게 해주고 비와 이슬이 적셔주어

새로운싹과움이싹텄지만소와양이뜯어버려

결국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그 민둥

산을보고‘일찍이그산에좋은재목이없었구

나’한다. 하지만어찌이것이원래산의본성이

겠는가?

사람의본성에도어찌인(仁)의마음이없었겠

느냐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한 마음을 풀어

놓아버려 도끼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으

니, 날마다 베어버리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런사람의마음도밤낮으로자라게해주는것

이있고새벽의기운도얻지만그의좋고싫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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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가다른사람들과비슷한경우가드문것은

낮에하는못된소행이선량한마음을가둬버리

기때문이다. 그리고이일을반복하게되면밤

의기운도부족하고, 밤의기운이부족해지면금

수와다를바가없어진다. 사람들은이런모습을

보고‘원래그사람은훌륭한자질이없었구나’

라고하는데이것이어찌그사람의본모습이겠

는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대로 키움을 얻는다면

자라지못할것이없고, 키움을얻지못하면소

멸해버리지 않는 것이 없다. 공자께서‘마음을

지키면 보존되고, 놓으면 사라진다. 때 없이 들

고나기에그거처도알수없다’고했는데이는

사람의마음을두고한말이다.”

* 주자가삼가고경계하는말에서말했다.

“의관을바르게하고, 보는것을엄격하게하

라. 마음을차분하게해생활하되마치상제(上

帝)를대하듯하라. 발걸음은무겁게하고손모

양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밟을 때 가려서 개밋

둑도돌아서가라. 문밖에나가사람을대할때

귀중한손님을대하듯하고, 일을행할때는큰

제사를받들듯경건히하며, 조심하고삼가혹

시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입을 지키기를 병마

개처럼하고, 뜻을지키기를성문과같이하며,

삼가고 조심하여 혹시라도 가벼이 하지 마라.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지 말며, 남으로 가다가

북으로 가지 마라. 일을 당해서는 마음을 보존

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둘로 만들지 말고,

셋으로만들지도말며오직한마음으로온갖변

화를제대로살펴라. 이렇게함을‘삼감을보존

한다(持敬)’라고하니움직일때도고요할때도

어기지 말고, 겉과 속을 서로 바르게 하라. 잠

시라도틈이있으면사사로운욕심이만갈래로

일어나 불이 없어도 뜨거워지고, 얼음이 없어

도 차가워진다. 털끝만치라도 어김이 있으면

하늘이 뒤바뀌어 삼강(三綱)이 묻히고 구법(九

法)도무너질것이다. 아! 그대들이여! 생각하고

삼가라! 묵(墨)으로경계를써서감히마음에고

하노라!”

* 주자가‘구방심재명(求放心齋銘)’에서 말

했다. “천지는변화하고그마음은지극히인자

하다. 그같은인자함을이루는것은나자신에

게 있으니,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는것은무엇인가? 신명(神明)해도무지측정

할수 없으며만가지변화를일으켜사람의근

본을 세운다.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천 리 밖으

로달아나니참되지않으면어찌가지며삼가지

않으면 어찌 보존하겠는가? 누가 놓아버렸고

누가 찾았는가? 누가 잃어버렸고, 누가 가졌는

가? 굽히고 펴는 것은 팔이고, 뒤집고 엎는 것

은 손바닥이다. 은미할 때 막고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도다. 절실하

게 묻고 가까이 생각함으로써 그 마음을 서로

도와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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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세계는대재앙을맞았다. 코로나19 라는

신종유행병이전세계를공포의도가니로몰

아간다. 중국을비롯한외국에대한걱정도해야

하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유행병이 더 큰 문제

다. 환자는급증하는데치료할시설이나장비가

부족해더욱크게염려를하지않을수없다. 이

런때야말로온국민이하나로뭉쳐, 이런큰재

난에대응해도쉽지않은일인데, 더구나정권의

반대입장에있는정파들은모든것이현정부의

잘못이라고만공격하고있다. 어떤해결책의제

시나 협조는커녕 오로지 정부만 공격하여 정치

적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흑심만 드러내고 있

으니더욱국민들을분노하게한다.

너무나무섭게번지고, 또그전염속도나전

염된 숫자가 급증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인데다 준비되지 않은

문제가많아, 여기저기에서허점도드러나고곳

곳의 빈틈에서는 잘못된 일들이 새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정성을다해최선의노력을기울

이는 정부의 처사에는 이해해 줄 분야도 많다.

200년전다산정약용은그런무서운전염병이

크게유행할때, 정부나지방정부는어떤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내용을가르쳐주었다. 특히『목민심서』의「애상

(哀喪)」조항, 「관질(寬疾)」조항에도 나오지만

「진황(賑荒)」의「설시(設施)」조항에는 자세하게

말한내용들이많다.

“상을당한사람에게요역을감해준다”

「애민(愛民)」편의‘애상’조항에 나오는 내용

부터살펴본다. 질병에걸려서고통을당하고환

자를돌보느라온갖애를쓰는가족들의애로사

항도말할수없이힘든일이지만, 질병으로사

망자가나왔을때의일은더욱슬프고애처로운

일이다. 그래서 상(喪)을 당한 사람이나 집안을

슬프게 여겨야 한다는 뜻에서 애상(哀喪)이라는

제목이나왔다. 다산은극히힘든일을당한집

안에대한배려부터이야기했다. “상을당한사

람에게 요역( )을 감해주는 것이 옛날의 도

(道)이다. 목민관이전결할수있는것은모두감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여 불쌍한

집안 사람에게는 공적인 노역을 면해주거나 감

해주어야한다고했다. 

“지극히 궁하고 가난한 백성이 있어 죽어도

염(殮)하지못하고구렁텅이에버려진형편인사

람에게는관에서돈을내어장사지내도록한다.”

라고말하여목숨을잃은사람의장례는관에서

비용을마련해서처리하라고했다. “혹한편으로

朴錫武

다산연구소이사장

우석대석좌교수

13·14대의원

유행병번질때
관(官)이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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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조치

는진휼과함께시행할것이다.”라고말해매장

하는일과함께구휼해주는일을함께하라고했

다. “혹시비참한일이눈에띄어측은한마음을

견딜수없거든마땅히즉시구휼을베풀고다시

주저하지말것이다.”라고말하여비참한정경을

보거든 즉각 조치해야지 시간을 천연(遷延)시켜

서는안된다고했다.

“중환자의身役을면해주는것이관질이다”

관질(寬疾)의의미가깊다. 장애인이나중환자

에게관대한조치를취하라는뜻이니, “장애인과

중환자에대해서는신역(身役)을면해주는일이

관질이다.”라고 설명하여 장애인이나 중환자에

게는국민의의무로서마땅히해야하는납세의

의무와병역의의무가있는데, 이두가지의의

무를 면해주거나 감해주는 일이 신역을 면제해

주는뜻이라고설명했다. 세금을감해주거나면

제하는조치, 병역의의무에대해서도장애인과

중환자에게특별한조치를취하는일은모두신

역을면제해주는일에해당하는일이니, 입대장

병등에대한연기나귀가조치같은일은대체

로그런뜻을살린경우로볼수있다. 

“염병이유행할때민간습속은꺼리는경우가

많다. 위무하고 치료해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

록해야할것이다.”라는내용도깊이새길일이

다. 특히옛날에비과학적인미신이횡행하던때

여서기피하고꺼리는일로합리적인치료를꺼

리기도했는데, 지금이야해당되지않는일이지

만, 행여라도그런일이있다면공포심이나두려

워하는마음을달래주는일부터하라는것은당

연한이야기이다. “염병과천연두및여러민간

병으로죽고요사하는천재(天災)가유행할때에

는마땅히관에서구조해야한다.”라고말해신

종코로나가아닌재래의유행병도당연히국가

가책임지고치료하라고했는데, 요즘의정부로

서야너무나당연한일이다.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 치료하고매장해주는민간인이있다면마

땅히포상하도록조정에청해야한다.”라고말하

여민간인신분으로환자의치료와매장에도움

을준사람에게는국가적인포상이있도록권하

는일또한목민관의임무임을말하고있다. 요

즘거금의구호금을출연해준사람이나, 자원봉

사차원에서몸소환자를돌보고병의간호에수

고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에 포상조

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오늘의

일과다산시대의일은여러가지면에서다르지

만, 다산이말한원칙은오늘이라고바뀔수없

다. 세세한차이가있지만, 큰줄거리는바꿀수

없다. 대원칙은반드시따라해도아무런병폐

가없다는것을알아야한다.

“공심과정성으로대처하면전염병은반드시잡

힌다”

진황편의「설시(設施)」조항은 본격적으로 유

행병이대유행할때관(官)이해야할일을더세

세하게설명하고있다. “기근(饑饉)이든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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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전염병이번지게되어있으니, 그구제하

고치료하는방법과거두어매장하는일은마땅

히더욱마음을다해야한다.”라고전제하여, 목

민관 즉 관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다산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

다. 기근(흉년)이있는해에만유행병이오는것

도아니고, 그때의의학기술이나의료시설, 병원

제도와오늘은판이하게다른처지가되었다. 그

때의의약에대한기술이나시설은너무도열악

하였고, 비과학적인수준에그쳐있어서요즘으

로 보면 최악의 의료제도와 의약기술의 열악한

상태에서의조치였던것이많았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유행병에 대처하던 다산

의조치는참으로치밀했다. “무릇가난한집에

서전염병에걸렸을때는그마을에서면단위책

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책임자는 목민관에게 보

고하면목민관은곧약물(생산자나정원단같은

것)을환자의숫자에따라지급하여이웃사람들

이제약방법을알아구제치료하도록한다.”라고

말하여 우선 치료약부터 관에서 보급하라고 했

다. 사망자가나오면바로명부를작성하여상부

에올리도록했다. 전염병에걸린사람의숫자를

파악하여상부에올리고, 온집안이몰살하여시

체를처리할사람조차없는경우는관에서직접

처리할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고했다. 어떤경

우그마을의유족한사람에게권하여인부를사

서라도유감없이처리하기를권장하고있다. 그

런위급한때에는목민관이직접현장에나가순

행하면서 물색(物色)을 살피고 사정을 물어서,

혹몸소환자의집에들려환자를위로해주고상

가에들려서는장례문제를함께직접논의하기

도하라고했다. 어려울때일수록목민관이자주

민간에나가서어진정사를힘써행하면그애감

(哀感)과 열복(悅服)이 어떻겠냐 하면서, 하루의

수고가만세의영광이될터이니그런일을달갑

게행하지않은사람은모두우매한사람이라고

했다.

대통령이직접현장을찾고, 국무총리가현장

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하는 조치는 다산의 뜻

과부합된다고보인다. 예나지금이나인심은대

동소이하다. 환자숫자나사망자숫자를정확히

파악하여 상부로 보고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그당시에도상부의문책이두렵고여론

이두려워가능한숫자를줄이고숨기려는작태

가있었다면서그런일은절대로해서는안되다

고했다. 정성을들이면어떤일도어렵지않다.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내고 방역체계를 물샐 틈

없이마련해정성을다하면, 현대의의학수준은

못잡을전염병이없다. 너무두려워하거나공포

에만떨지말고전문가들의가르침을잘받아들

이면된다. 행여라도정파적이익때문에공심보

다는 사심으로 대처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야기

된다. 공심과정성으로대처하면전염병은반드

시잡힌다. 정략적인주장이나방역에방해되는

주장따위는모두삼가하고, 국민모두가성의껏

대처하면질병은종식된다. 다산의가르침잊지

말고 정성을 다하는 목민관들이 많이 나오기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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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났던 형제들이 어느 날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서 잡아먹었고 이로써 가부장 집

단의대가끊어졌다. 이난폭한아버지는형제들

이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한 모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를 먹음으로써 형제들은 그와

동일시되었고 각자 자신의 힘을 얻었다.이러한

토템의식에 근거한 식사는 인류 초기의 제식으

로, 이는계속반복되며기억에남는범죄행위로

기념된다. 이것은사회단체나도덕적제약, 종교

의식등많은것의단초가되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위대한 신화창

조자라는 사실은‘토템과 터부(totem and

Tabu)’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자

신의 정신분석학이 미래의 생물학에 크게 공헌

할과학이라고믿었으나결과는그렇지못했다.

그의적들은그를돌팔이의사쯤으로폄하했다.

이건정말어처구니없는일이다. 정신분석학실

험은분석가와환자사이의초자연적인감정전

이에의거한샤머니즘이다.

프로이트는플라톤의향연에나오는소크라테

스처럼돌팔이는아니었지만시작부터구태의연

한방식을따랐다. 프로이트는위대한도덕수필

가이자몽테뉴에필적하는작가다. 몽테뉴가셰

익스피어, 세르반테스와동시대작가였듯, 프로

이트는조이스, 카프카, 프로스트와같은시대의

작가였다. 몽테뉴와 프로이트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놀라운솜씨로예시했다. 즉자신이위대

한주제가된다. 프로이트에겐이런비교가달갑

지않을것이다. 그는개인적인것이상의권위

를추구했기때문이다. 하지만그뜻과관계없이

그가우리에게남겨준가장유용한교훈은오로

지 개인적인 권위만이 진정성을 가진다는 사실

이다.

회원원고

羅昌柱

13대의원
前건국대교수

프로이트의정신분석학과
무의식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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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저명한 독일평론가 카르투스

(E.R.Krutius)는“『파우스트 2부』가 고전이라

기보다는바로크풍이며괴테가‘진리는이미수

천년에발견되었다’는사실을신봉하는귀족적

개인주의자”라고지적했다.

괴테의 제자이자「괴테와의 대화」를 쓴 요한

페터 에커만(Johann Peter Eckermann)에게

“내작품들은인기가없을걸세, 대중을위해쓴

게아니라욕망과목표가비슷한사람들만을위

해 썼기 때문이야”라고 했다. 토마스 만

(Thomas Mann)은프로이트 80회생일(1936년

5월 9일) 빈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프로이트를

“죽음의 바다에서 승리했노라”고 외친 100세의

탐구자파우스트에비유했다.

프로이트는정신분석학이생물학에기여할것

이라주장했다. 이는신곡이신, 지옥, 연옥그리

고천국에대한진실을알고있다는단테의주장

처럼흥미로운발상이긴하다. 그러나우리는단

테의작품을경외감과예술적감흥으로읽는것

이지 단테의 신학을 신봉해 읽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걸출한 에세이 작가 프로이트를 읽으면서

도자신의은유를예시해달라는그의요구를받

아들이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괴테나 몽테뉴처

럼은유적이지만그역시작가일뿐이다. 프랜시

스크릭(Francis Crick)은프로이트가뛰어난문

장력을 지닌 의사일 뿐이라고 폄하했지만 이것

은핵심을벗어난평가다. 프로이트문체에담긴

뛰어난 문학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괴

테와마찬가지로독창적으로자신만의자서전을

썼고또자신을극화한인물이다.

더욱중요한사실은그가존슨과괴테에이어

최고의 지적능력을 지닌 진정한 성인이자 도덕

주의자였다는 점이다. 아무리 프로이트를 쫓아

내고싶어도그를제거할수없는이유가있다.

바로 그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가연구한정신의신화는그가가정한과학을

능가했다.

그의 은유들을 회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삶의 충동(리비도), 죽음의 충동, 이드(id), 자아

생전의지그문트프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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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초자아(SuperEgo) 등정신구조, 무의식,

방어기제(억압, 투사, 합리화 등), 그리고 구순

기, 항문기, 남근기(orality, anality, genitality)

를거치는유아의성충동에관한연구등프로이

트가발견한놀라운개념들의화려한진용을보

라. 이토록극적이고역동적인심리학은수사학

으로나 문학적으로 셰익스피어적이고 괴테적이

다. 프로이트는내가정신분석학을창안한이유

는 정신분석학에 문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

만정신분석학의문학또한문학이다. 특히셰익

스피어와 괴테의 문학이었고 사실 삶의 충동이

나죽음의충동, 혹은무의식이란존재하지않는

다. 방어기제들은 모두가 다 뛰어난 은유 또는

수사일뿐이다.

루트비히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은정신분석학이가설의단계에도못미치는추

측에불과하다고공격했다. 비트겐슈타인은‘그

럴듯한 신화’라는 표현으로 프로이트를 배격했

지만이것이프로이트에대한거부로들리지않

는다. 1933년 프로이트는“나의 충동이론은 우

리의신화다”충동이란신화적실제로, 그무한

함 속에 매력이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비난을

흔쾌히인정했다.

프로이트의 위대함과 함께 재치 있는 유머를

보여주는멋진발언이었다. 호메로스나후기셰

익스피어의작품에서보듯충동은우리를움직인

다. 우리의성생활에는무언가알수없는충동이

있다. 그충동에는구체적인대상이나목표조차

없다. 충동은미개척의개념으로망명객처럼정

신과신체사이를왕래하면서방황한다. 충동의

변화한새로운영역에서도착증상이나방어기제

로나타나기도하고영원히벗어나고싶은충동

인 가짜의 자기학대(Pseudo-masochism)라는

애매한상태로빠지기도한다.

이러한추론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 플라

톤의신화와는다른것일까? 프로이트는초월주

의자가아니어서현실-검증에고무되어플라톤

주의에합류하게된다. 결국죽음이라는마지막

형식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도

덕이필요했던것이다. 

프로이트와 동시대인 도덕률을 싫어했던 칼

클라우스(Karl Klaus)는“정신분석학은그자체

가자유를자처하는질병”이라고신랄하게비판

했다. 이는인류를타락으로부터구원한다는기

독교가타락하게되면어떻게될것인가하는문

제와같은질문이다.

필립리프(Philip Rieff)는프로이트가최초의

완벽한 비종교적인 도덕론자라고 생각했다. 하

지만이는괴테의존재를모르고한말이다. 프

로이트는 코페르니쿠스, 다윈과 함께 과학의 3

인방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몽테뉴, 괴테와 더

불어문학의 3인방이되었다. 그의영향을받은

정신분석학단체들은거의문을닫은상태다.

과학이란말은프로이트가反유대주의에대항

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정신분석학은 유대인의

과학으로 규정될 수 없지만, 한 때 프로이트의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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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였고, 파우스트에더가까운사이비영지주

의자융에게는그저유대인의과학으로보일뿐

이었다.

프로이트를돌팔이라고비난하지만그것은위

엄있는그에대한잔인한폭력이다. 유대교를정

신분석학으로대체함으로써현대판모세가되고

자했던빈의성자프로이트는이제현대판프로

스페로(셰익스피어 희곡 템페스트에서 나오는

모함을받아섬으로추방된영주)로전락하고말

았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로마의 적이자 셈족인 한

니발, 또는기존교회를전복하는크롬웰로불리

고 싶어했다. 프로이트는‘The Future of

illusion’에서 그의 실용적인 좌우명이 하나 나

온다. 분노할지어다. 분노할지어다. 그들을분노

하게할지어다. 엘리엇(T.S.Eliot)는정말분노했

다. 엘리엇을즐겁게할유일한유대인이있다면

크리스토퍼매슬로우(Christopher Maslowe)의

작품‘The Jews of Malta’에나오는끓는기름

속에서죽는바라비스다. 

프로이트는 대학시절 괴테가 쓴『자연의 찬

가』읽기모임에참가했으나결국의학을택했다.

그러나그는애당초자신을의사로여긴적이없

다. 그가고안해낸정신분석학은해석의한형태

로 선보였지만 이는 방법이라기보다 매우 개인

적인해석이었다. 필립리프(Philip Rieff)는“프

로이트가 모든 사람에게 창의적인 무의식을 일

깨워줌으로써 천재성의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환상에 눈

만껌벅거린다. 과연트럼프대통령에게독창적

인무의식이있을까? 우리는셰익스피어이후의

시대에살고있지프로이트이전의시대에살고

있지않다.

정신분석학은 화려하게 등장, 불확실한 성공

을거둔뒤영원히이별을고하고있다. 결국우

리는프로이트를하나의이론혹은치유법을발

명한 인물이라기보다 표현의 천재이자 문화의

쇠퇴기를앞서예견한인물로바라볼자유를얻

게되었다.

존슨박사, 괴테, 그리고에머슨처럼프로이트

의실제적인권위는문학에있다. 우리는프로이

트에대해선선입관을버리고읽어야한다. 프로

이트적영지주의나비밀스런지혜따위는없다.

그렇지만 열린 시야와 실용적 지혜는 풍부하

다. 물론불분명한부분이있긴하지만성아우구

스티누스, 존슨, 괴테도예외는아니다. 성인역

시결점이있는법이다.

프로이트는 19세기의에머슨, 페이터, 존스튜

어드밀에비견할정도로광범위한영역을다룬

20세기의작가이자대표적인수필가다. 그의작

품중『애도와우울증』이나『나르시시즘에관해』

『토템과 터뷰』등에 프로이트의 특성이 나타나

지만 괴테의 계승자로서의 그에게 더욱 차분한

위대성을찾을수있을것이다.

후기의 작품 중에는‘억제, 증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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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mung, Symptom, and Angst)’등이 돋

보인다. 여기서프로이트는불안에관한초기이

론을 수정한다. 그는 걱정 어린 기대는 변형된

삶의 본능인 리비도에서 기인한다고 단정했다.

흥분이발산되지않고쌓이면이모든좌절된욕

구는불안으로나타난다. 이연구는대중적인방

향을 일으켰지만 프로이트는 욕구와 불안의 일

상적인 기원을 발견하는 일에 식상해서 자신의

잘못을과감하게인정했다.

“과거의 견해에 따르면, 불안은 억압된 본능

적욕구에속한삶의욕구인리비도에서나오지

만, 새로운견해에따르면자아가걱정의근원이

된다.”

프로이트는 자전적 연구(Autobiographical

Study, 1935)에서이를자신의마지막통찰력이

라고감탄하면서놀라운자기개조를보여준다.

무의식적인 불안은 사라지고 의식적인 자아가

경험하는두려움이다. 

프로이트가 좋아했던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

물인불굴의맥베스는많은것을암시한다. 맥베

스는점차죄가늘어나면서불안감역시증폭되

어결국스스로위험속으로몰아 넣는다. 그는

계속해서살인을저지른다. 마침내맥베스의아

내가 쓰러지지만 맥베스는 불안한 기대감으로

삶을연명한다. 존슨이나괴테가잠시보여주었

던것과는달리, 프로이트는맥베스처럼우울증

에 이미 면역이 되어 있다. 의기소침과 불안은

서로대조적인양상을띠고있다. 고도의아이러

니에서불안은자아에활력을불어넣는다. 불안

은 다이몬적인 힘을 공급하면서 맥베스 그리고

프로이트의천재성을불타오르게한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삶과 일이 하나라고 말한

다. ‘자전적연구’는정신분석학이어떻게나의

삶의내용이되어있는지를보여준다. 또한나의

개인적 경험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과학과 나의

관계에비한다면그저흥미로운것도없다고. 정

신분석학이 없으니 만약 정신분석학이란 말 대

신시로바꿀때어떻게될까?

몽테뉴, 괴테, 토마스만처럼프로이트는작품

속에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작품을보여주고있다. 존슨박사나에머슨처럼

프로이트는 분별력 있는 성인으로 도덕주의적

수필가였다.

그는괴테와마찬가지로문화와성격의관계

에서는최고의권위자였다. 지금까지도프로이

트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장 먼저 진지하게

비판한 인물이며 또 그렇게 칭송받을 가치가

있다.

19세기 과학주의로 고양된 그의 천재성은 그

가지닌위대한자기기만으로확인되었다. 비트

겐슈타인은 프로이트가 거의 틀렸고 지혜가 결

여된인물이라고생각했지만“그래도언급할가

치가있던말을했던사람”인것을인정했다. 비

트겐슈타인이철학자중에서셰익스피어를미워

했던데이비드흄의대열에합류한걸보면그의

문화적판단은언제나주의를요한다.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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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슨이 플라톤에 관해 언급한 것이 프로이

트에게도 적용된다. “그런 사색은 이제껏 없었

다. 사상가들이오늘날까지글로쓰고토론하는

모든것들이플라톤에게서나왔다. 그는우리가

독창적으로만들어낸것들사이에서조차커다란

혼란을일으킨다.”

프로이트의독창성, 즉진정한특성은에로스

에관한그의견해에서발견된다. 프로이트는우

리가병에걸리지않기위해사랑에빠진다고한

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의 질병을 피하기 위해

다른질병과포옹한다. 그는에로스가지닌슬픔

을 뛰어나게 묘사했지만 정신의 괴로움에 관해

서는 그리 독창적이지 않다. 물론 사랑을 하는

중심적동기에서라면프로이트는지극히독창적

이다. 정신은고독속에서영광스럽게시들어간

다. 넘치는내면의자아는과도한즐거움을질식

시켜버리겠다고위협한다.

“강한이기주의는징벌을막아주지만결국우

리는아프지않으려면사랑해야한다. 좌절때문

에아파눕게되면사랑을할수없다.”

프로이트의여러가지통찰중에서가장계시

적인것은‘일상생활에서의정신병리학’에서한

언급으로보인다.

“분노, 노여움, 그리고 살인충동은 강박적인

신경증환자들이갖는미신의근원이다. 이는자

학적인 요소로 사랑에 귀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와강도로인해사랑받는사람에게적대적

으로억압되어있다. 내가믿는미신은억압과야

심(불멸성)에 근거한다. 나의 경우, 삶의 불확실

성에서생기는죽음에대한불안감을대체한다.”

불멸을 향한 의지가 셰익스피어의『소네트

(Sonnet)』보다못할것도없다. 프로이트의에로

스는 전통적으로 천재성이라고 불리는 핵심 요

소, 즉무엇을이루고기념하고자하는의지력을

예시한다.

프로이트가자신의미신을특성화한것과대

조되는 논리가 존슨(Johnson)의 글에서도 보

인다.

“모든사람의마음속에는자연이자신에게특

별한 것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욕구가내재해있다. 이는곧허영심으로사람들

의마음에혐오감을키우기도하고욕망을불러

일으키기도한다. 혐오감과욕망은시간이갈수

록원래상태보다훨씬크게자라서태도와습관

으로변하게된다. 처음엔단순히과시의목적으

로사용했던그사람에게결국폭군으로군림하

게되는것이다.”<존슨이 보즈웰에게 보낸 편지 : 존슨

자서전에서>

존슨에겐 우리는 모두 프로이트가 말했던 강

박증환자다. 그러나프로이트가가학적요소와

억압된 야심을 구분했듯이 존슨은 혐오와 욕망

을 구분한다. 결국, 존슨과 프로이트는 구약 전

도서에나오는우울한지혜로돌아간다.

“무슨일이든손에닿는대로하여라. 저승에

가서는할일도생각할일도없다. 깨쳤던지혜

도쓸모가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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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

스때문에세계가몸살을앓고있다. 언론들의

보도가봇물을이룬가운데코로나예방수칙으로

“흐르는물에 30초이상손씻기와마스크착용을

권고”하고있다. 당연한일이요해야한다.

하지만‘마스크’란 용어 사용에는 불쾌할 정

도가아니라화가치민다. 평소엔우리말과글

이 세계에서 최고 으뜸이라고 자랑하면서 막상

쓰는데는기피하여남의나라말에중독되어있

다. 국민들모두가너도나도무조건‘마스크, 마

스크’라한다. 정부행정기관은말할것도없고

신문, 방송인이더심하다. 이에단호히고쳐쓰

자고주장하고싶다.

지난 1월 31일, 본인이 진행한 모 강연회에서

나가면서입마개하나씩가져가라고광고를하였

더니모두가의아해하는모습을보였다. 사무실

로돌아와깊은고민끝에내가입마개라한것이

잘못되었나국어사전과검색을찾아보았다.

현재유행어가되는마스크는 2번째설명하고

있는‘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가리는물건’이맞을것이고이말이맞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얼굴 전체나 일부를 가리는

가리개나입과코를가리는천으로만든입마개

가될것이다. 

때문에나는입과코를막는가리개라고표현

할까 고민하다가 입마개로 표현하는 게 이해소

통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입마개라고 표현

한것이다. 그래도확실히하기위해관계자들에

게문의, 심의하였더니입마개가가장적당하다

는결론을내어입마개로사용해줄것을제안한

다. 그렇지않아도국적불명의혼용어범람으로

우리말우리글이사라지고있는데, 나라를사랑

하고 우리말을 사랑한다면 마스크로 굳어지기

전에고쳐써야할것이다.

그렇지않아도외국어범람은홍수를넘어우

리말과 글이 사라지고 있는데다가 여기에 국적

도없는신생용어, 비어, 은어, 준말에범벅이되

어매우심각한현실이다.

회원원고

원광호

14대의원
헌정회대변인

한국바른말연구원장

국민에게제안! 마스크를입마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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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한힌샘주시경선생님의말씀이떠오

른다. “말과글을잃어버린민족은나라를잃어

버린민족보다더비참하다. 나라는잃어버렸으

되말과글을잃어버리지않은민족은언젠가다

시 나라를 찾을 수 있지만 나라는 있으되 말과

글을잃어버린민족은곧나라마저잃고말것이

다. 그러므로자기나라말과글을바로알고바

로쓰지못한다면이는곧스스로나라를잃어버

리게하는일이다”말씀과“말이오르면나라도

오르고”말씀에귀가쫑긋해진다.

하도준말과은어가판치는세상에언젠가서

울시조희연교육감이선생님을쌤으로부르자고

발표했다가비판을받고취소한적이기억난다. 

바로 이렇게 나라말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마스크는 우리말로

입마개라부르자고제안한다.

마스크1

[명사] 1. [같은말] 탈1

1. 얼굴을감추거나달리꾸미기위하여나무, 종이, 흙따위로만들어얼굴에쓰는물건. 

2. 병균이나먼지따위를막기위하여입과코를가리는물건. 

3. 얼굴생김새.    

[유의어] 가면2, 탈1, 방독면

1. 마스크 : 모발에집중적으로영양을공급해주는기능으로크림타입의헹구어내는제품

2. 마스크 : 얼굴에바르거나붙여서모공을청소하고피부깊숙이수분과유분을공급해주는것

영어사전

마스크 (mask) 

1. (얼굴을가리는것) (face) mask; (펜싱·야구등에서쓰는) face guard 

2. (용모) looks, features 

mask미국식 ,영국식

1. (얼굴을가리거나보호하기위한) 마스크

2. (다른얼굴모습이그려진) 가면

3. (얼굴마사지용) 팩

일본식

마스크 (mask) 

[명사] マスク (mask, 마스크)   

1. 가면. 복면.

2. 입이나코를싸는가제천.3. 포수나주심이얼굴에쓰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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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건강관리

한국 노인은 1년에 24만 명이 사망하는데 1

위 암(6만), 2위 뇌졸중(4만), 3위 심혈관질환(6

만), 4위 자살, 5위 당뇨, 6위 교통사고 등으로

심혈관의 젊음이 장수결정에 최근 제일 중요한

요인이되고있다.

심혈관건강유지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혈

관 노화를 예방 관리하는 것이다. 혈관 노화를

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

질혈증등이혈관의경화를가속화한다. 또동

맥경화도고혈압을초래, 악순환한다. 혈관이막

히면기억력이감퇴하고, 장기와팔다리등에괴

사, 기능감퇴와만성뇌혈관에혈액의공급부족

으로하품과함께기억력감퇴, 정력과집중력을

서서히잃게된다. 경부동맥에반점이생기면심

뇌기능 감퇴로 흔히 머리뼈 동맥과

심장관상동맥경화, 하지동맥경화를

초래한다. 정맥류가 생겨 직립이 힘들

다. 혈관노화 특히 경부동맥경화는 뇌혈액 부

족이나뇌경색을일으키고주동맥경화는흉복주

동맥류를야기해생명에위험을초래한다.

1. 심혈관건강관리법

심혈관 건강관리법으로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해야한다. 일본에서는최근노인을두단계

로 구분하는데 65∼74세를‘준(準)고령인’이라

하고, 75세이상을‘고령인’이라하자는내용이

다. 한국도비슷해서 75세를고령인으로기준하

자는제안이많다.

혈압 관리에 있어 65∼74세 노인은 혈압, 혈

당목표를 중장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하게

잡는다.  체중감량과운동역시강도높게하도

록권장한다. 그러나 75세이상은조금은느슨하

게관리토록한다.

혈당도 65∼74세노인은혈당목표를중장년

층과비슷한수준으로강하게잡는다. 그러나 75

세부터는저혈당등부작용을예방하는것이우

선이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

면당화혈색소(3개월간혈당조절정도를나타내

는수치가정상 6.5% 이하)의분류는다음과같

다. ▶건강한노인은 6.5∼7%  ▶쇠약한노인은

8.5% 이하 ▶매우쇠약한노인은 9.0% 이하를

목표로삼는다.

회원원고

朴聖泰

12대의원
한양대의대외래교수

대한의사협회고문

대경요양병원원장

100세시대
심혈관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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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고령환자의적절한목표혈압치에대한기준

은아직정해지진않았지만, 진료현장에선나이

가 많을수록 목표혈압을 높게 정하고 있다. 즉

65∼74세는 140/90(mmHg) 미만, 75세이상은

150/90(mmHg) 또는 160/100(mmHg) 미만으

로관리한다. 서울시보라매병원가정의학과오

범주 교수는“고령 환자의 혈압을 너무 강하게

관리하면저혈압등부작용으로더위험할수있

다”고했다.

3. 콜레스테롤

나이가들어서일반적으로높은이상지질혈증

인경우, 고령일수록되레유병률이낮다. 2016

년국민건강영양조사를보면60∼69세의이상지

질혈증환자비율은전체의 37.6%지만, 70세이

상에서는 23.9%였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바뀌

고치아가나빠져섭취하는음식도바뀌고고기

등 기름진 음식을 꺼린다. 그래서 75세 이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데 안심해선 안 된

다. 오히려 75세이후엔콜레스테롤수치를적절

히높은수준으로유지함이좋다. 왜냐하면콜레

스테롤은혈관벽의주요재료로서너무줄어들면

혈관벽이약해져뇌졸중, 심근경색등위험이더

높아지게때문이다. 또한콜레스테롤은호르몬의

분비량이감소한상태에서콜레스테롤섭취마저

줄어들면신체균형이더빠르게무너진다.

100세장수인의건강관리

1. Blue zone

2000년부터장수마을을연구한미국의댄뷰

트너는아래 3곳을‘Blue zone’이라명명하였는

데이탈리아의사르데니아, 일본의오키나와, 그

리스의 이카리아 지방이다. 이 3곳의 공통점은

100세넘은노인들이많은장수지역으로사람들

이 죽는 것을 잊어버린 섬에 비유된다. 노화는

병이아니고늙음은적응이고변화이다. 현명하

게 적응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사는

방법에따라노화의속도가달라질수있다. 노

나이 65세~74세 75세이상

혈당 고혈당일수록사망위험 고혈당못지않게저혈당위험

콜레스테롤수치 높을수록심근경색, 뇌졸중위험 너무낮으면심근경색, 뇌졸중위험

비만, 치매 비만이심할수록치매위험 저체중일수록치매위험

골절 손목, 팔등작은골절 다리, 고관절등큰골절

체질량지수(BMI) 18.5~23(정상)일때건강 23~25(과체중)일때사망률이낮음

식사 과식주의 고기충분히섭취

75세를경계로바뀌는건강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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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계로알려진염색체의‘텔로미어’가짧아지

면노화와죽음을앞당기게되는데미국스탠퍼

드대학교의대헬렌브라우교수가인간의텔로

미어길이를빠르고효과적으로늘여 10년회춘

과 함께 현대판 불로초의 비밀을 풀었다. 장수

여부 결정에는 유전자도 중요하나 생활습관과

환경등이생체나이고치기에지대한영향을주

었는데Blue zone 노인들의공통분모로장수공

식을아래와같이추려냈다.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따로 운동하는 대신 일상생활에

서몸을부지런히움직인다. 

▲배가 80% 정도불러오면미련없이수저를내려놓는데

장수지역지중해의식단에는올리브오일, 오메가3가많

은생선의그린란드식단으로비타민 B6, B12, 비타민

C, 비타민E, 비타민D가필수로섭취되고있다.

▲시간에얽매이지않고느긋한삶을사는것이중요한데

항상친구와전화통화만하여도 8년은젊어지고, 감사하

면서긍정적인생활태도를유지하면6년더젊어진다.

2. 우리나라 100세장수인들

장수학자로유명한박상철교수의다년간연구

에의하면우리나라최고장수지역은구례, 곡성,

순창, 담양지역으로이지역장수인들의식단특

징은 오메가3와 지방산이 풍부한 들깻잎을 불로

초로서상복하며또들기름에나물과전을지지고

들깻잎을날것혹은된장, 간장에절여먹고, 들

깨가루는추어탕에도듬뿍넣어먹는다고한다.

그외두번째이고장불로식품으로서한국전통

식품인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등발효식품에서

비타민B12가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보다

높게나올정도로풍족히섭취됨을알았다.

3. 생체나이줄이기위한건강십계명

▲새벽을깨우라(아침형인간되기) 

▲아침산책생활화(30∼40분)

▲부지런히움직여라(30분일찍출근, 준비된하루만들기)

*가능하면자가용안타고걸을때는힘차게보폭도크

게하고 1∼2 정류장은걷기

▲혈관회춘방법으로 1회 1분간 1일3회

* 제자리 서서 뜀뛰기 운동을 하면 1주일만 해도 혈관

연령은9살젊어진다.

▲꿈과호기심, 지적활동(두뇌젊어짐) 

*탐구하는자세를유지하고범사에감사하며하는일에

즐겁게열중하라.

▲건전한스트레스해소방법개발

*하루를밝고힘찬음악으로시작하고근무할때는틈

틈이힘찬기지개를펴서하늘바라보기

▲세끼식사를균형있게먹기(식사는맛있게천천히, 양

조절은철저히)

▲일과휴식그리고숙면을배정하는시간을골고루배정

*프랭클린은수면8시간, 휴식8시간, 일(노동) 8시간으

로하루를셋으로나눠생활했다.

▲가족, 친구를변함없이사랑하고영혼이건강한사람을

가까이한다.

▲진정의미있고행복한삶은베풀고나눠줄때찾아옴

을잊지않는다.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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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위액에는 위산이 포

함돼있다. 위산은강한산성으로먹은것을녹

인다든지 침입해온 세균을 살균한다든지 한다.

또 위액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포

함돼있으나위액에의해위자체가소화되는일

은없다. 이는위점막의표면이점액으로덮여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무언가의 이유로 점액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위산에의해위점막이손상되어위궤양

이일어난다. 위궤양이일어난부위의점막은세

포가괴사되어하얗게되고그주변은염증이일

어나헌다.

위궤양이 일어나면 위에 돌연한 심한 통증과

속거북함등의증상이발현된다. 또점막아래

혈관이파괴되어출혈이일어나면토혈(吐血) 하

혈(下血) 빈혈(貧血), 일어설때현기증, 동계(動

悸-가슴두근거림), 숨막힘등의증상이일어난

다. 또위의출구에궤양이생기면출구가협소

해져서먹은것이잘내려가지않는일도있다.

나아가궤양이깊은곳까지이르면위에구멍이

생긴다든지 복막염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등 생

명에관련되는경우도생긴다.

위궤양의주요원인은통증을멈추기위해사

용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 파이로리균(헬리코박

터파이로리)의감염이다.

▼진통제의 복용 : NSAID(비스테로이드성항

염증약)은진통약과항염증약으로널리사용된

다. 시판되는 진통제, 감기약에도 포함되어 있

다. 또혈전(血栓)이생기기어렵게하는작용도

있기 때문에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재발을 예방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NSAID를복용하고있는사람은복용하지않는

사람에비해위궤양이일어날위험성이약 20배

높은것으로보고돼있다.

NSAID에는염증을일으키는프로스타글란딘

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염증을막아내는작용이있다. 그러나프로스타

글란딘의 분비가 억제되면 위의 점막을 보호하

위장트러블을말끔하게

돌연한통증, 위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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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점액이감소한다. 이때문에위궤양이일어나

기쉽게되는것이다.

위궤양의원인이 NSAID인경우는 NSAID의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병의

치료 때문에 중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병용하면

서NSAID의복용을계속한다. 또, NSAID 중에

도위의점막에의영향이비교적작은세레콕시

브로변경할수도있다. 또NSAID와‘위의점막

을보호하는약’을동시에처방하는경우도있으

나 그래도 위궤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필요하다.

▼파이로리균의 감염 : 위산은강한산성이지

만파이로리균은위속의요소(尿素)를분해하면

서 스스로 주변에 알칼리성 암모니아를 만들어

내위의점막에붙어산다. 현재 70세이상인구

중에는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에 유

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많고, 이 경우 파이로리

균에감염되기쉬웠던것이아닌가생각된다. 현

재는 위생환경이 개선되어 젊은 세대의 파이로

리균감염자는크게줄었다.

파이로리균에감염된경우거의 100%에서만

성위염이일어난다. 그시점에자각증상은거의

없지만, 이렇게해서위의점막이약하게손상되

었을때무언가의자극이더해지면위궤양이일

어나는것으로짐작된다.

또, 만성위염이 원인이 되어‘십이지장궤양’

‘위MALT 임파종’‘위폴립’등이일어나는경

우가있다. 만성위염을방치하면위의점막이얇

아져‘위축성위염’이일어난다든지위암으로발

전될위험성이높아진다.

▼위궤양의 치료 : 위궤양의치료에서는궤양

에서출혈이있느냐여부에의해치료법이다르

다. 출혈이 없는 경우는 약물요법이 기본으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인 PPI(프로톤 펌프

저해약), P-CAB(칼륨이온 경합형 애시드브로

커)을사용한다. 몇년전에등장한P-CAB은PPI

보다작용이강하고즉효성이있기때문에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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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P-CAB의사용이증가하고있다.

약물요법에 의해 바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궤양이 낫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 증상이 나았다고 해도

자기판단으로약복용을중지하지말고의사의

지시에따라야한다.

궤양으로부터 출혈이 있는 경우는 내시경을

위까지삽입해출혈이일어나는혈관을열로지

져딱딱하게한다든지, 클립으로집어지혈하는

내시경치료가행해진다. 내시경치료에서는일

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며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절식해야한다. 지혈후에는위산의분비를억제

하는약을복용한다.

▼파이로리균의 제균치료 : 파이로리균의감

염이있을경우우선은약물요법으로증상을억

제한다. 다만증상이일시적으로개선되어도파

이로리 균의 감염을 방치하고 있으면 위궤양이

재발할가능성이있으므로파이로리균의제균치

료가필요하다.

파이로리균의일차제균에는아목시실린과클

라리스로마이신이라고하는두종류의항균약과

위산의분비를억제하는약인 P-CAB 또는 PPI

를 1일 2회, 7일 간 복용한다. 다만 파이로리균

이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경우가 있

는데이경우 1차제균의제균율은 70-80%정도

가된다.

1차제균으로파이로리균을제균하지못할경

우 2차 제균을 행한다. 여기서는 클라리스로마

이신을메트로니다졸이라고하는항균약으로변

경한다. 2차제균에서제균율은약 90% 이상에

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균치료에사용되는약의부작용으로는설사

등이있으나통상은복용을종료하고2,3일정도

되면진정된다. 발진이일어나는경우에는약이

맞지않는것으로간주되므로일단복용을중지

하고다른약을검토한다.

확실하게제균이이뤄지면그이후재감염률

은약 1% 이하로알려져있다. 면역작용이충분

히발달돼있는성인의경우만의하나파이로리

균이 위에 들어가도 정착하지는 않는다고 알려

져있다.

위식도역류증은위산이위에서식도로빈번하

게역류, 식도의점막이손상되는것으로가슴쓰

라림등의불쾌한증상이일어나는병이다. 가장

많이일어나는증상은가슴이타는듯이쓰라린

가슴통증이다. 또신것을삼켰을때탄산(呑酸-

신물로위가쓰라림), ‘가슴답답함’‘가슴아픔’

등이 나타난다든가 목구멍에의 위화감, 목 쉼,

만성적인 기침, 천식 증상, 수면장애 등이 일어

나기도한다.

타는듯한가슴통증이반복된다

-위식도역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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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식도와위의경계인하부식도괄약근이라고하

는 근육은 통상은 딱 막혀있어 위 속의 위산과

섭취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

다. 그러나 나이듦에 따라 하부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진다.

이것이위식도역류증의원인이된다.

또, 나이듦에 따라 섭취한 음식을 위 끝으로

보내는 운동(연동 운동-벌레가 꾸물거리는

듯한모양의운동)의기능이저하된다든가타액

의 분비량이 감소한다든가 하는 것도 위식도역

류 증상의 발병과 중증(重症)화에 영향을 미친

다. 다만 젊은 층에서도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거나하면위가팽창하여하부식도괄약근이

느슨해지기쉽다. 또비만이있다든지등을구부

린자세를계속하면위가압박되어위산역류가

일어나기쉽다.

위식도역류증에는두가지타입이있다. 우선

역류성식도염이다. 위산의 역류로 식도의 점막

이 손상되어 염증에 의한 미란( 썩어 문드

러짐-짓무름)이일어나는것으로미란성위식도

역류증이라고도한다. 과식이나급하게먹는버

릇이있는사람, 비만이있는사람에게서일어나

기쉬운경향이있다. 경증의경우는증상이나

타나지않는다든지, 특별한치료를하지않아도

악화되는경우가적은것으로돼있다.

다만 중증의 경우에는 식도의 점막에서 출혈

이나협착(狹窄)이일어나기도한다. 이경우‘바

렛식도 - Barrett’s oesophagus’의문제가생

기기도 한다. 식도의 점막은 위의 점막에 비해

산에약하다. 빈번하게위산이식도에역류하게

되면식도점막이위의점막과비슷하게변화되

기도 한다. 이를 바렛 식도라고 하며, 식도암을

발병시킬위험이꽤높은것으로간주된다.

다음, 비 미란성 역류증이다. 식도에 염증이

보이지않는데가슴쓰라림등의증상이생긴다.

식도가 지각과민이 되면 소량의 위산에도 증상

이일어나는경우가있는데젊은층이나여성마

른체형의사람, 스트레스를잘받는사람등에서

많이관찰된다. 1주에 1, 2회정도가슴쓰라림증

상이일어나는환자의약 60%는비미란성위식

도역류증이라고한다.

위식도역류증의진단은나타나는증상, 증상

의강도와빈도, 식사와평소자세와증상이나

타나는방식의관계등을확인하는문진을행하

고경우에따라내시경검사를한다. 식도점막

의염증유무와중증도를조사, 미란이있는경

우는역류성식도염, 미란이보이지않는데도증

상이 있는 경우는‘비 미란성 위식도역류증’으

로진단한다.

또증상이일어나는원인이위산의역류에의

한것인지어떤지를조사하는 PPI테스트(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PPI를 단기간, 시험적으로 복

용하여증상이개선되는경우는위식도역류증으

로진단한다)를하기도한다.

위식도역류증을치료하는기본은약물요법이

다. 위산의분비를억제하는약인 PPI 또는 P-

01-95  2020.3.24 2:40 PM  페이지84   Cheil-868 



2020. 4 85

CAB을사용한다. PPI의경우는많은경우며칠

정도면 자각증상이 개선되어 4-8주 정도 복용

하면식도점막의미란이낫는다. 최근에는위산

분비를보다강하게억제하고즉효성이있는P-

CAB이보다많이선택된다.

그밖에 위의 움직임을 촉진하는‘소화관운동

기능 개선약’, 위산을 중화하는‘제산제(制酸

劑-산을제어하는약), 식도의점막을보호하는

’알긴산‘, 위의움직임을개선하는효과가있다

는 한방약인 육군자탕(六君子湯)을 병용하기도

한다.

약물요법을행했는데도증상이충분히개선되

지않는경우는그이유를조사하기위해24시간

pH모니터링(pH측정장치를 붙인 얇은 관을 코

에서 식도로 삽입하여 식도내의 pH를 24시간

계속해서측정하는조사)을행한다. 이검사에서

위산의역류가관찰되는경우는보다작용이강

한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수술이필요할수있다.

위산의 이상 역류가 관찰될 경우는 스트레스

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항 불안약이나 항우울증

약등을병용하기도한다. 또큰‘식도열공食道

裂孔헤르니아(위의위에있는횡경막에는식도

가통하는구멍즉식도열공이있는데, 위의일

부가횡경막위로솟아오른것을식도열공헤르

니아라고 하며, 이 경우 위산이 역류하기 쉽다)

가있는경우도수술이검토될수있다.

위식도역류증의 발병은 통상 식사나 먹는 방

식이관련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식생활개선

이중요하다. 튀김등고지방식을섭취하면하부

식도괄약근을느슨하게하는호르몬이십이지장

에서분비되기쉽다. 또알코올이나커피를마신

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하면 하부식도괄

약근이느슨해지기쉽다. 탄산음료의경우는트

림이 나올 때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다.

그밖에감귤류나신음식은약한산을포함하고

있기때문에식도의점막을자극하기쉽다. 이러

한음식물은될수록피하는게좋다.

먹는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잘씹어천천히먹도록한다. 그렇게하면타액

의분비를촉진한다. 양의 8할을목표로, 과식하

지않도록한다. 과식하면하부식도괄약근이느

슨해지기쉽다. 식사하고곧바로옆으로눕지않

도록한다. 그러면위가식도로역류하기쉬우므

로식후 2시간정도는상체를똑바로하도록해

야한다. 잠자기직전에음식을먹는것은금물

이다.

나아가미란성위식도역류증의경우는생활습

관개선에도신경을써서, 스트레스를쌓아두지

않도록충분한수면이중요하다.

※이 글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발행하는‘오늘의 건강’

2020년 2월호에실린기사를정리한것으로, 아키야마준이

치(秋山純一)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소화기내과 전

문의가집필했다.

번역·정리 | 尹承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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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과거에서배우지못하면되풀이하기마련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혁

명의 주체세력이었던 약관 20세의 학생들이 이

제 80대가 되어 인생 종착역을 바라보고 있다.

당연히우리가당면하고있는현실에대한인식

이어른스러운노파심이되지않을수없게되었

다. 자신들 경험의 축적인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실인식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충

고를게을리하지않을수없게된다.

4.19혁명은 1960년4월 19일자유당정권의선

거부정과 만연해진 온갖 사회경제적 부패에 대

한항거였다. 학문의전당상아탑을박차고길거

리시위에나선학생들의함성에수많은시민들

이합세하여부정한자유당정권을무너뜨린혁

명이었다. 다만그주체세력인학생들이정권을

담당할수없었고또그러한목적으로감행된행

동이 아니어서 혁명완수를 위한 책임은 정치권

으로넘어갔던것이다. 당시의학생들은그대신

학생다운 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흩어져국민계몽운동에착수하였다.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생활개선 운동을

벌인것이다. 그래서실시된그해 7월 29일의총

선거에서 유일한 야당세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에의해집권하게된것이다. 4월혁명과정

에서젊은학생들 250여명이희생되고기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혁명의 이념과 정

신을 보존 확대시키기 위해「4.19공로자회」, 부

상자들의「4월혁명회」, 그리고희생자가족들의

「4월혁명유족회」등 3개 단체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고 참석자들 스스로 만든 사단법인

「4월회」가조직되어있다.

60주년을 맞아 이들 단체들과 국가보훈처는

60주년 기념행사를 때마침 발생한「코로나19」

역병에 대한 거국적 퇴치노력에 동참하는 의미

에서도간소하게치르기로했다한다.

역사의 진전은 그나마 희망적인 생각대로 녹

록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은 1년도

다채우지못하고헌정사상처음으로군사쿠데

타에 의해 합헌적 민간정부가 전복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는그럴듯한발생배경이없지않았다.

4.19혁명과헌법적가치

朴實

헌정회홍보편찬위원회의장

12·13·14대의원
前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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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민주당정권은신·구파파벌다툼으로영일

이없었고기대에부푼국민의욕구는천정부지

로치솟아이를충족시키기어려웠다. 불만스러

운 데모 시위군중이 매일 길거리를 메우다시피

했다. 4.19 부상자들이 목발을 집고 국회의사당

에쳐들어가의정단상을점령하는사태가벌어졌

다. 자유당정권에억눌려존재마저도불분명했

던 진보적 혁신세력이 반공법 폐지를 주장하고

계획경제및산업의국유화등을내세우며사회

주의색채를띠고북한과의통일을주장하고나

섰다. 혁명의주체세력이었던대학생들도민족통

일단체를조직하며북한학생들과남북회담을하

겠다고판문점으로향할태세를보였다. 이런분

위기 속에서 진보세력들은 군대 10만 감축설까

지주장해군부를자극했다. 이런현상들이국민

일반의정서에맞지않고군부가정권을장악하

는빌미를제공한것이다. 우리헌법정신과핵심

을거역하는또하나의전례를만든것이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로

정부를 선택하는 헌법의 정신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발췌개헌과 4사5입개헌등정권연장욕

구에이어총칼의위협아래또짓밟힌것이다. 

국민정서에맞지않는혁신세력군부자극

5.16군사정권을 거쳐 선거를 통한 민주화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되자 우리 헌법은 4.19혁명

의의미와역사적소명을헌법전문에반영하기

에 이르렀다. 말씀하기를“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건립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

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평화통일의사명감에입각하여…민

족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선언하였다. 다시 말해

4.19혁명이 확인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유지에 두고 말 그대

로 자유와 민주, 정의의 가치,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에 따른 자유시장경제의 실현과 합리적 사

회복지의실현등이다. 이러한가치와이념아래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확인한것이다.

이렇게정립된가치는박정희정권의 3선개헌

에이르러또한번국회를해산하고총칼의강압

속에 자행된 유신정치의 실현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학생들의민주화요구는강압정치에굴하

지않고마침내 70년대말부마(釜馬)항쟁을가져

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유신정권의 몰락

으로 또한번 헌정중단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서울의봄」도잠깐, 전두환군부정권의출현을

막지못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말한「들쥐같은

민족」이란 모멸찬 조소를 받기까지 했다. 80년

대 초에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학생들과 민

주시민들은 또한번 군화에 짓밟히며 또다시 피

를흘리는역사의되풀이를경험해야했다.

또한번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거를 되풀

이한것이다. 그러나젊은피들은짓밟힌우리

들헌법의가치를되찾기위해다시분기탱천궐

기했다. 87년의 6.10항쟁이었다. 결국전두환과

노태우정부는대통령직선을위한국민들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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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택권을존중하지않을수없어대통령직선제헌

법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손으로 평화

적으로정권을바꿀수있는역사를마침내구현

할수있게된것이다.

유화적접근인류불행가져온교훈잊지말아야

민간정부의탄생은이른바「촛불혁명」이란새

로운도전에의해실현되었다. 이러한민중의요

구는촛불을밝혀정의를실현하는기적을헌정

사에남기고부패한정권을굴종시켰다. 이명박

정권과 탄핵처벌이란 초유의 기록을 세우면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고 이른바 진보적

좌파문재인정부를출현시켰다.

80대의 4.19혁명주도세력들의안목으로는지

난 60년의현대사가과거에서배우지못해과거

를 되풀이한 퇴행적 전개과정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따라서문정권이이런악순환의고리를

깨뜨리고 우리 헌법의 가치가 제고되고 견지되

는진정한리더십을보여주길기대하였다. 그러

나현재진행사항을보면부정적인옆모습이중

첩반복되는경향이없지않다. 4.19 80대들을긴

장시키며노파심을자극하고있다. 그것은성급

하고어설픈좌파이념의확산과실험이다. 그러

한 징표가 이른바 강남좌파의 대표격으로 지목

되는 조국사태의 모습이다. 인지부조화적 심리

상태를반영한이러한양태는내세운명분과실

현이배치되는이중성이다. 겉으로는개혁을내

세우면서도실제로는끼리끼리와이익챙기기에

급급한다든지 성급한 좌파적 색채를 내보여 국

민중세로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눈에띄는점이다. 문재인정부가내세우

는국민통합과는다른운동권내부의인사나정

책등에서발견되고있다는불만들이다. 언필청

“같은 민족끼리”라는 구두선과 달리 북한 정권

은「민족말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핵개발에

여념이없고화해를말하며연일계속하는미사

일등의시험발사와저질의욕설등대남비방을

일삼고있다. 이러한북한과평화적통일은기대

할수있을까. 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와허구적

인 백두혈통의 김일성 족벌체제가 어떻게 양존

하며연방제나평화통일을이룰수있을것인가.

북한의비참한인권말살은그체제의유지에필

연적인현상일수밖에없어보인다. 4.19 60주년

을 맞이하여 현정권은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

를의식하면서우리헌법적가치를존중하고훼

손하지않는진보의향기를맛볼수있는리더십

을발휘해주기를고대한다. 그래서닥치는 4.15

총선거도부정없는국민의선택이되어야한다.

헌법에 새겨진 4.19정신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침략자들에대한유화적접근이인류

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안겨주었는지 당국자들

은되새겨야보아야할것이다. 

남북관계는 추상적인 기대와는 다르다. 북한

은 시대착오적인 일족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꿀

수없을것이다. 반인륜, 반인권정치로만이지탱

되는 정권이다. 남쪽만이 안보체계가 흐트러지

고 있다는 우려가 극렬 우파들의 주장이라고만

탓할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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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개관 68주년기념식참석

文喜相(14,16,17,18,19,20) 국회의장은 2월 20일 국회도

서관(관장현진권) 개관 68주년기념식에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유인태국회사무총장을비롯해분야별수

상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文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 4년동안국회도서관을가장많이이용한국회의원

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

문, 이용 부문 최우수상에 오제세·조경태 의원,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부문 최우수상에 이찬

열·최운열 의원, ‘단행본 대출 이용’최우수상에 김도읍 김종회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최우수상

에홍일표·백재현의원이각기수상했다.   

대구동산병원방문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3월 14일 대구 계

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해 확진자 치료 상황을 살펴보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丁 총리는 대구지역 확진자가 폭

증하던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꾸려진이후 20일간대구에서머물며현장을지휘해

왔다. 丁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가진 대구시와 경북 간담

회에서 20일간대구상주를끝내면서“대구·경북이보여준저력과전국에서보여준응원은앞으로

코로나19와의싸움에큰힘이될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정부도대구·경북에어떤도움이필요

할지계속고민하며최선을다해힘을합치도록하겠다”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정안발의

李柱榮(16,17,18,19,20) 국회부의장은 2월 11일국회정론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북한인권법’등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발표했다. 李국회부의장은“이번북한이탈주민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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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방지 법안‘ 제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TF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강제북송에 따른 위법과 반인권적 행위를 차단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 주민이 조사과정에서

가져야할권리를법에명확히규정함으로써인권과난민에관한국제협약과국내법의취지에부합

하도록제도적개선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  

‘2020년통합물관리시대횐경부정책과예산, 무엇이달라졌나’토론회

朱昇鎔(17,18,19,20) (사)국회물포럼 회장(국회부의

장)은 2월 18일 의원회관에서‘2020년 통합 물관

리시대횐경부정책과예산, 무엇이달라졌나?’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朱 국회부의장은 개회사

를 통해“지난해는‘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역사적

인 한 해였고, 올해는 물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통

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시기”라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한국차인연합회이사회개최

朴權欽(10,11,12) (사)한국차인연합회장은 2월

20일서울인사동한국다도대학원

강당에서이사회를열고 2019년도

결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

의 통과시키고 코로나 사태를 감

안하여 2020년도 정기총회는 이사회로 대치키

로 했다. 또한 한국다도대학원 2020년도 본원,

분원 합동 개강식을 본원과 대구 분원, 부산 분

원에서각각하기로했다. 

제60회정기이사회개최

柳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2월 21일 BOB 강남센터에서 제60회 정기이사

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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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원 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2019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 2020년제도변경사항을추가해국

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

하고있다.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

적검토’세미나

薛勳(15,16,19,20) 의원실은 2월

19일 의원회관에서 (사)평화의길,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와 공동

으로‘북한지역개별관광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 공작 긴급 국회 정책

세미나’

沈在哲(16,17,18,19,20) 의원실은 2

월 18일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연

구원, 자유포럼과 공동으로‘북한

의대남총선개입공작긴급국회

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의료기기국산화’정책토론회

吳濟世(17,18,19,20) 의원실은 2월

19일 의원회관에서‘의료기기 국

산화 정책토론회:혁신조달 공공테

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92

‘과학의전당’설립세미나

李相羲(11,12,15,16)

국가과학기술헌정자

문회의 의장은 2월

21일 헌정회 회의실

에서‘지식사회에서 미래 꿈과 희망의 창조 산

실인 <과학의전당> 설립’세미나를개최했다. 

국회방송출연

李相洙(13,15,16) 헌정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3

월 12일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뉴스N 프로그램의‘쓴소리 단소

리’코너에 출연해 4.15 총선과 21대 국회의 역

할에대해의견을피력했다. 

국회방송출연

張永達(14,15,16,17) 헌정

회 부회장은 2월 27일 국

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

송 뉴스N 프로그램의 훈수정치 코너에 출연해

4.15 총선을앞두고정치권, 정국에대해원로로

서의견을제시했다.    

‘2020 의정활동지원안내서’발간배포

柳寅泰(14,17,19) 국회 사무총장은

2월 21일‘2020 의정활동지원 안

내서’를 발간해 20대 국회의원실

에 배포했다. 이 안내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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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복지법제정을위한정책토론회’

李鍾九(17,18,20) 의원실은 2월 21

일 의원회관에서 김명연 의원실과

공동으로‘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영등포쪽방촌등공공개발확대방안’토론회

金榮珠(17,19,20) 의원실은 2월 17

일 의원회관에서‘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

대방안토론회’를개최했다. 

서울국제포럼회장으로선출

金明子(17) 회원은 2월 24일 (사)서

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전 총리)

정기총회에서회장으로선출되었다.

1986년에 창립된 서울국제포럼은

외교·안보·정치, 경제·금융·통상, 에너지·환경,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이슈와 국제 관계를 다루

는 thinknet으로서, 부회장은 류진 (주)풍산그룹

회장, 박태호법무법인광장고문이맡고있다.

광주광역시로부터표창패받아

金敬天(16) 광주3.15기념사업회 수

석상임회장은 3월 15일 광주광역

시(시장 이용섭)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金 회장은 평소 남다른 애

향심과봉사자세로지역사회발전에적극참여

하며 3.15의거정신계승및선양에기여했다. 

제5회 2020기후변화대응시민참여대토론회

金善東(18,20) 의원실은 2월 20일

의원회관에서 범사련 환경운동본

부, 2020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와

공동으로‘제5회 2020기후변화

대응시민참여대토론회’를개최했다. 

강원도감자세일판매

崔文洵(18) 강원도지사는 3월 19

일 KBS 라디오‘오태훈의 시사

본부‘에 출연해“코로나 여파로

감자탕집도 안 가고 개학 연기로 출하가 어려운

10kg 110만 상자가 창고에 있다”면서 감자 판매

배경을 설명했다. 3월 14일 평창 진부농협 직원들

과함께창고에있던감자의싹제거작업을도왔다. 

경기도데이터배당국회토론회

金炅俠(19,20) 의원실은 2월 20일

의원회관에서 김영진·김한정 의원

실과 공동으로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데이터배당국회토

론회를개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현실화’토론회

辛京珉(19,20) 의원실은 2월 19일

의원회관에서여영국의원실, 교육혁

명포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등과

공동으로‘2020∼2025년 대학통합

네트워크현실화경로와방안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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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산병원의료봉사

安哲秀(19,20) 국

민의당 대표는 3

월 1일부터 15일

까지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

께 의료봉사를 했

다. 코로나19 사

태로 환자들이 갑

자기 속출하자 하루 2차례 방호복을 입고 입원

환자들의 검체 채취, 문진, 환자상태 등을 살피

며의료봉사활동을했다.   

‘건설기술인의 청년 고용 확대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방안’세미나

洪宜洛(19,20) 의원실은 2월 18일

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실과 공

동으로‘건설기술인의 청년 고용

확대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

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

가’세미나

郭尙道(20) 의원실은 2월 19일 의

원회관에서‘문재인 정부 사학 혁

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

해세미나를개최했다.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공청회

徐參錫(20) 의원실은 2월 17일 의

원회관에서‘수산분야 공익형 직

불제 도입을 위한‘수산직접지불

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공청회를개최했다. 

‘재생에너지계획적개발방안’세미나

魚基龜(20) 의원실은 2월 18일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의원실과

공동으로‘재생에너지 계획적 개

발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입법적대응’세미나

尹種畢(20) 의원실은 2월 18일 의

원회관에서‘성전환 수술 없이 성

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

법적대응세미나’를개최했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자인하

다’세미나

崔敎一(20) 의원실은 2월 21일 의

원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 한국

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공정하

고 혁신적인 암호자산 세제를 디

자인하다’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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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太俊(7,8,9,10) 원로가 3월 11일 별세.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美 제퍼

슨대학원 수학. 의학박사(일본대), 명예

이학박사(충북대), 명예법학박사(토미스

제퍼슨대) 학위를받았다. 육군군의관으로 6.25 참전,

연세대 주임교수, 외래교수를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상공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세계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명예회장, 보건사회부 장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명예회장등을역

임했다. 향년 92세.  

李承潤(9,10,13,14) 원로가 3월 13일 별

세. 고인은서울대영문학과졸업, 美미

주리대대학원석사, 위스콘신대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상과대학 부교

수, 서강대경제학과부교수·교수, 재무부장관, 해외

건설협회 회장,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민주자유당 정책위 의장, 금호그

룹 고문,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화폐금융론』外 다수, 청조근정훈장을 받았

다. 향년 89세.

金正禮(11,12) 원로가 2월 18일 별세.

고인은 여자배속장교훈련학교(국방부

소속) 졸업, 육군 예비역소위로 임관,

여성주보사 사장, 앰네스티 국제위원회

한국지부 발기인 및 이사,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

원, 보건사회부 장관, 민정당 중앙위 부의장·총재상

임고문, 한나라당 상임고문, 한국여성정치연맹 초대

총재(창립자), 삼일여성동지회 고문,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중앙고문, 헌정회 부회장 고문 등을 역임했다.

향년 93세.

朴九溢(14,15) 회원이 3월 1일 별세. 고

인은해군사관학교졸업, 고대경영대학

원 수료. 해군 제2참모차장, 해병대 사

령관,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자민련

정책위 의장, 자민련 사무총장, 국회 재해대책특별위

원장,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장, 자민련 대구시지부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현대전과 정신전력』

『군대교육과국가발전』등이있으며인헌무공훈장, 보

국훈장, 미국정부 공로훈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

다. 향년 86세.

崔秉旭(14) 회원이 2월 18일 별세. 고인

은 동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건국대 농대

농축개발대학원 수료, 단국대 유통경영

전문가 과정 수료, 가톨릭농민회 전국회

장(3,4,5대 역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전 충

남 공동의장, 한겨레민주당 창당 발기, 한겨레민주당

중앙당공동대표,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민주당당무

위원 겸 정치연수원장, 대전 민주개혁정치연합 대표,

대전민주인사추모사업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 83세.

李在明(14,15)회원모친(故송규복) 2월 24일별세.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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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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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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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卿植(19代), 劉容泰(2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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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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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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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 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 10매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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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메일 :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å¤¸Â Ì± Ü¼ÔÏÙ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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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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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ßÚë

Ì± °¿» ðÏÙ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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