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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보다 중국 대응 위한 동맹간 연대에 힘쓸 듯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보는 남북관계 재조명

한국형 재정준칙, 문제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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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선인의실패를뒷풀이하지않는다는부

답복철(不踏覆轍)이라는말이있고, 앞에서넘어

지면 뒤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전복후계(前覆後

戒)라는말이있다. 과거의잘못에대한것을바

로판단하고반복해서실수를해서는안된다는

것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 대상으로 부정하지 않고

본받을 대상으로 긍정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사

자성어가있다. 옛일을거울로삼는다는이고위

감(以古爲鑑)이라는 한자성어와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교훈적고사성어가있다. 마땅히옛것가운데는

버려야할것은버리고본받을것은본받아서무

한한가능성의미래를위해창조적인노력을한

다면인류문명의발달과인간행복의증진에크

게기여할수있다. 그렇게본다면과거의가치

를 지킨다는 보수와 미래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진보가 패당을 만들어 진영을 구축하고 상대를

부정하며투쟁만할이유가없다. 

지난해를돌아보면우리사회는갈등과분열, 배

타와분쟁의소모적이고고질적인중병을앓았다.

신축년새해에도이같은우리사회의비극적인구

름이걷힐것같지않다. 코로나19 방역을위한사

회활동의제약으로비대면온택트(ontact) 생활방

법고창신(法古創新)하며화합전진하자

金一潤

헌정회부회장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경자년이 저물고

희망을 품은 신축년이 밝아 오고 있다. 자연은

일출일몰을반복하고있으나사람은시간을분

절하여과거를돌아보고미래를내다본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송구영신(送舊

迎新)을위한바람직한태도는무엇일까. 옛것

을익혀서새것을안다는온고지신(溫故知新)은

과거의전통과역사가바탕이된후에새로운지

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옛것을두루익히면오늘의일을자연

이알게된다는박고지금(博古知今)은현재직면

하고있는문제를풀기위해서는지나온과거를

돌아보면그해답을얻을수있다는의미다. 

그러나과거의역사와문화속에는본받아야

할것이있지만본받아서는안되는것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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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바꾸고있지만기업과상업, 문화와관광

등돈벌어먹고살기가너무어려워지고있다. 

코로나19 사태로일시가려진우리사회의기

저 질환인 갈등과 분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

각하다. 우리가겪고있는사회적갈등중에세

대갈등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이 세대갈

등에 이념과 가치관 갈등, 빈부와 양극화 갈등

등이중첩되면서사회갈등은증폭되고있는양

상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생활환경이 급변

하면서세대간의갈등의골은더깊어졌다. 기

성세대들은자신들이이룩한업적과논리를내

세우고젊은세대는그런기성세대의요구를구

태연한것으로거부한다. 기성세대는젊은세대

가 부모와 선배가 쌓아 올린 업적의 가치를 모

르는철부지라고책망한다.

그러나젊은이는반대로부모와선배에대하

여고정관념에갇혀있는고집불통의세대라고

주장한다. 젊은이는 늙은이를 꼰대라고 한다.

영남지방사투리번데기와프랑스의백작콩테

에서 온 어른과 선생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한

다. 젊은이는 스스로를 연애와 결혼, 주택, 출

산, 인간관계, 꿈, 희망을포기한 7포세대라하

고모든것을다포기한N포세대라고한다. 실

업률과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중에 1위, 2위를하고있다. 

부모와 선배 세대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

자며급진적인산업화와민주화를위해앞만보

고달려오다보니경제성장은선진국을따라잡

았으나고도성장의그늘과사회적갈등과분열

의 병폐가 심각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기술을배우거나공부를해학교를나오면취직

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

수 있었다. 지금은 젊은이가 N포 세대가 되어

먹고살기위해거리를헤매고있다. 

국내의정치는이같은사회적중병을고치려

는 노력보다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권이바뀔때마다이념과진영의논리에

사로잡혀 편을 갈라 싸우고 과도한 적폐청산으

로정치불신과법치불신이커지고있다. 정치권

에서생산된대립과분노가세대갈등을더욱증

폭시키고있다. 우리민족은광복이되고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일파 가려내기와 빨갱이

찾아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이는 소아병적인

망국행위일뿐이다. 물론용서는하되잊지말아

야같은과오를반복하지않는다. 

부모와선배세대가자녀와후배세대에게물

려준 유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해야 한

다. 그러나후배세대는선배세대의잘못을비

판하면서도가치있는유산에대해서는자랑하

고본받아야한다. 

과거를대표하는늙은세대는미안해하고현

재를대표하는젊은세대는고마워하는화목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 과거를 본받아

새것을창조해가는법고창신의시동을걸수는

없을까. 소와같은신의와정직, 뚝심과추진력

을지니고공익과국익을위해공직자와국민이

하나되고앞서간세대와뒤에온세대가화합

하고전진하는새해가되기를빌고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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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보지 못했던 길고 긴 개표 과정 끝에

바이든전부통령이 46대미국대통령으로결정

되었다. 여러모로흥미로운선거였으나, 외부자

인우리에게는바이든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가가장큰관심사이다.

이글에서는바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과동맹

정책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바이든정부의대북정책

바이든대북정책에대한우려

이번선거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과바이든

당선인사이의한반도정책을비교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겠지

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는트럼프대통령이재선되는것이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그러한 우려는 크게

세가지이유에서비롯되고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김정은위원장과의직접협상이바이

든당선인이이야기한실무협상위주접근법보

다나은결과를가져왔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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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미국연구센터장

특집Ⅰ 미국대선과한미외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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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믿음, 둘째, 바이든당선인의김정은위원

장에대한부정적인식이미국과북한의관계를

어렵게만들것이라는생각, 셋째, 바이든행정

부의한반도라인구성및정책검토에시간이

걸리게되므로협상이지연될수밖에없다는관

측, 이세가지이다.

바이든대북정책에대한잘못된예상

위에서짚은세가지논점을하나하나짚어보

도록한다.

첫째, 바이든당선인의소위보텀업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정은 위원장과 만나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다

는상황판단에근거한다. 트럼프대통령의소

위 톱다운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에 대한 판단은 일단 논외로 한다. 필자가 주

목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접촉하면서 비

핵화협상의진전가능성을보인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후부터 2019년 하노이 회

담 결렬에 이르는 1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했

다는점이다. 

이 기간이 아닌 2017년 혹은 2019년 3월 이

후의상황을살펴보면위의기간과는전혀다른

양상이었다. 2017년에미국은오히려최대의압

박을 기조로 삼는 정책을 추진했고, 김여정 등

이방문한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매우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2019년 하노이 이후, 판문

점회동에서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위원장과

실무협상을 이야기했고, 그 결과 2019년 10월

스톡홀름실무협상이열렸으나아무런성과없

이끝을맺었다. 

이것을보면, 미국의대북정책특히트럼프

대통령의톱다운 접근법이북한과의협상이나

관계진전을이끌었다기보다는 북한이 협상에

나오겠다고 한 부분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

상이이루어진주요요인으로생각할수있다.

둘째,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토론회에서 김정

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말한것때문에대북정책이어려울것으로보

는 것 역시 모순점이 있다. 2017년을 다시 돌

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sick puppy)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한은이에대해강력히반발하기도했다. 또

2017년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ory)고 말

하기까지 했다. 이 역시 2018년 초 트럼프 대

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정상회담을 이루

어 내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마

찬가지로,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나

서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될 경

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할수있다. 셋째, 2018년미국과북한사

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미국은

대북라인이갖추어졌다고볼수없었다. 당시

국무부에서 동북아를담당하는차관보는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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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북한 정책 대표를 맞고 있던 조셉 윤

동아태부차관보는사임한상황이었다. 이런상

황에서 북한의 협상 의사가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되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이

전에 미국은 랜디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성

김주필리핀대사, 앨리슨후커백악관한국담

당관을 협상 대표로 내보내 북한과 협상을 시

작하였고, 2018년 가을이 되어서야 스티브 비

건대북정책특별대표를임명하였다.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을 위해 어떤 조직을 갖춘 후에야

북한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알수있다.

바이든 정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결정요인:

북한

트럼프정부와마찬가지로바이든행정부에서

의북한정책도북한이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

다고볼수있다. 북한이협상을하겠다고할경

우, 바이든이김정은에대해무슨단어를사용했

건, 미국에대북라인이갖춰지지않았건, 미국은

어떻게든협상을이끌어낼팀을만들어보낼것

이다. 그렇게쓸수있는인재의풀은바이든정

부가트럼프정부보다훨씬많다고볼수있다.

유일한차이는 2019년하노이회담이전에제

기되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

화를최종적으로이끌어낼수없는합의를하는

것이아닌가하는우려였는데, 하노이결렬이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합의가 불가능하

도록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 되었다. 따라서

2019년 하노이 이후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접근법은앞으로우리가보게될바이

든행정부의접근법과크게다르지않았다고볼

수있다. 트럼프대통령역시 2019년하노이이

후에는아무런조건없는김정은과의만남이본

인에게정치적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을인식

하고, 실무협상을계속해서강조했다는것을우

리는 알고 있다. 결국,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나설것인가가중요하고, 2018년초기처

럼북한이우리와직접소통하느냐의여부가우

리가미국의대북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느냐

를판가름하게될것이다.

바이든의동맹중시정책

바이든의 집권은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

령재임기와는차이를보일것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와는다른변화한대중국인식과여전히강조되

고있는동맹과의연대부분이다. 이것은바이든

정부의위협인식과그에대한대응방향을가늠

하는데에도움을준다. 

바이든과민주당의대중국인식변화

우선, 대중국인식과관련하여미국은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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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보

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 자체에서 미국과 차이

가있다는점뿐아니라, 중국정부와인민해방

군이중국민간부문의경제활동에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이 2

차대전이후확립해온자유민주주의적인국제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그러한 질서를

오히려 중국이 추구하는 이익에 맞도록 바꾸려

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

월바이든당선인을후보로공식화하는민주당

의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

이러한인식의변화가명백하게드러나고있다.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 아시아-태평

양 부분이 과거의 정강을 수정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한 것으로 보

인다. 그 정강에서 동맹 체제의 힘을 약화시키

는것은결과적으로‘중국공산당’에게주는선

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화한 대중국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에대응하기위한동맹과의연대강화

그러면서민주당은“우리는전세계의우방및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혹은 국제규범을 약화시

키려는시도를하는국가들을강하게대항할것

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동맹과의연대를강조한다. 미국안보의주축인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달리동맹과의관계, 그리고동맹사

이의관계에대해보다많은정책적노력이기울

여질 것이다. 이 차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은 한미일 3국 사이

의안보협력이다. 트럼프행정부에서는한국과

일본사이의갈등이이미확립된제도수준의문

제를건드리지않는이상갈등해결에적극적으

로나서지않았다. 그러나바이든행정부는차이

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한일간문제해결을위해클린턴국무장관이위

안부문제에적극발언하는등일본을압박한경

우도 있다. 그러나 한일간 합의가 파기된 이후

한일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한국의

책임이보다많다고미국에서는보고있으며, 특

히앞으로들어설미국행정부와가까운인사들

의인식이그렇다. 

2019년하노이회담이결렬된이후미국은북

한이협상에나설때까지기다릴수있다는입장

이다. 미국이먼저나서서협상의조건을낮추면

서까지협상을하겠다는생각은없는것으로보

인다. 바이든정부에서는트럼프정부당시와해

된동맹간의결속을다시복원한다는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의안보에가장중요한위협요인으

로 부상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

보다는중국대응을위한동맹간의연대에 1차

적으로노력을기울일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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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6대대통령에조바이든후보가당선되

었다. 비록공식적으로확정되지는않았지만, 바

이든행정부가등장할것이라는가정하에한미

동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

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정책 기조는 미국

의글로벌리더십을회복하는것이다. 즉, 트럼

프행정부가미국우선주의에기반한협소한미

국의이익에치중한나머지미국의글로벌리더

십을손상시켰고, 바이든은이것을과거로되돌

리겠다는것이다. 현재인수위사이트의이름역

시 과거로 되돌려서 좋게 만들겠다(build back

better)이다. 바이든은미국이 2차대전이후만

들어온미국중심의자유주의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회복시키고 이에 기반

한미국의패권을회복하겠다는입장이다. 

‘민주주의서밋’개최로글로벌동맹체제복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

인것은글로벌동맹체제의회복이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하여 동맹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를위해서바이든은임기첫해에민

주주의서밋(Summit for Democracies)을개최

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미유럽의동맹

국들과정상간전화통화를시작하였고, 문재인

대통령과도전화통화를가졌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2차대전이후미국의글로벌 GDP 대비퍼센티

지는약 42%에달하였으며, 당시미국은일방주

의적대외정책으로도패권국가로서의지위를유

지할능력이있었다. 그러나, 현재미국은전세

계 GDP의 약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

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산

을쏟아부어야한다. 즉, 리더십에는큰비용이

따르는현실이되어버렸다. 따라서바이든은동

바이든행정부와한미외교의방향

김현욱

국립외교원교수

특집Ⅰ 미국대선과한미외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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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국들과의공조를중시한다. 예를들

어중국에대한대응, 5G기술만들기,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 국제무역질서

구축등에있어서동맹국들과함께한

다는입장이다.

바이든은 한미동맹 회복 및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트럼

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손

상시켰다. 동맹관계가 위협인식에 기반하여 유

지되는것이기본적인것이지만, 그럼에도불구

하고동맹관계는상호간의신뢰, 가치등에기반

하여강화되는것이다. 트럼프는동맹을경제적

이윤을얻어내려는수단으로생각하고있다. 트

럼프시기동안한미동맹은방위비분담금협상,

북미관계,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등에의

해희생되어왔다. 즉, 현재미국은 50%인상, 한

국은 13%인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진

전을이루지못하고있으며, 이것이해결되지않

으면트럼프는주한미군을감축할수있을것으

로보인다. 또한, 싱가포르정상회담이후트럼

프는독자적으로한미연합훈련중단을발표해버

렸다. 만약북미간협상이진전된다면주한미군

감축역시가능한대북협상카드로사용될수있

다. 현재미군의재배치계획에따라서중국견제

를위한주한미군의감축도가능해보인다.

방위비분담금협상과전작권전환과제

이러한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이든은수정하려는것으로보인다. 현재한미

동맹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방위비분담금협

상(SMA)이다. 제11차 SMA 협상에서미트럼프

행정부는 약 400% 인상을 요구했는데, 미측은

기존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이외에도

순환전력및장비배치비용, 연합훈련비용, 전

략자산전개비용등을포함하여비용산정을시

도하였으며, 한국근무특별수당, 군무원및가

족지원비용등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 즉, 현

재미국은▲SMA에국한되지않는새로운형태

의비용분담을요구하고있으며▲미군의글로

벌 주둔 비용까지도 동맹국들이 부담해야 한다

는논리를펴고있다. 한국은미국산무기구매,

호르무즈해협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비

등동맹기여를내세워대응하였다. 바이든은임

기를시작하면서한미간 SMA문제를신속하게

매듭지으려고할것이다. 한국측이제시하고있

는 선에서 합의안을 매듭짓고, 기한도 4∼5년

정도다년계약으로할가능성이높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국전쟁참전기념비에추모하는바이든당선인(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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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현재한국정부는임기내전작권전환

을목표로하고있다. 전작권전환을위해서중요

한것은한국군이독자적으로전쟁수행능력이있

는가에 대한 검증문제이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따른한미연합훈련축소및중단으로인해이와

같은검증에차질이빚어지게되었다. 코로나사

태는 이러한 차질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문재인

정부임기내검증을완성하기에는시간이촉박

하다. 물론,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 역시 존재한

다. 즉, 현재 미국은 연합군(Combined Forces

Command)체제를 지속시키면서 한국군 4성 장

군에게전시작전통제권을넘겨주는것에대해우

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 장군에

게작전통제권을맡기는것에대한우려가있다.

바이든행정부역시이에대해유사한입장을취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기

보다 이것은 펜타곤의 입장이며, 이같은 기조는

바이든정부에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미일 3국공조중요시…

한일관계회복이선결과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한미일 3국공조이

다. 현재국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토니블링큰

은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이미오바마행정부시절미국은위안부문제로

불거진 한일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결국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었다. 바이든행정부는한일관계회복을조

기에이루어내기위해노력할것이다. 다양한이

슈를 동맹국들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이다. 한일관계회복을통한한미일 3국공조체

제 회복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체제를 구

축하기위한바탕이될수있다. 바이든은동맹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트럼프가추진하고있는쿼드플러스와같은다

자안보체제가구축될것으로보인다.

네번째로, 한미동맹과미중관계의문제가존재

한다. 현재트럼프행정부는중국때리기에집중

하고있다. 미중관계를체제대결, 이념대결로몰

고 가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whole-of-

government) 중국을때리고있다. 바이든은이와

다른방식으로중국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 현

재미국국민들의77%는중국에대해반감을가지

고있다. 미의회역시초당적으로중국을악마화

(demonize)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바이든역시

대중국강경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바이든은미중관계를체제

대결이나 이념대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미중관계를 인정하면서 미

국의중국에대한전략적우위를점하려는전략

대결로갈것이다. 즉, 중국에대해우위를점하

고있는기술부분, 의학부분, 우주기술부분등에

있어서는디커플링을시도하겠지만, 기타산업부

분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중국에대해압박과협력을동시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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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협력을통해미국의이익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

며, 중국에게끌려다니지않겠다는입장이다.

현재미국내부에서는한미동맹이중국견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존재한

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나 5G제

조등에있어서동맹국들과함께하겠다는입장

이다. 이미트럼프행정부에서도쿼드플러스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원하고 있으며, 비록 이에

대해공개적으로요청한적은없지만, 바이든행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이 미국쪽에 서기를

바랄것으로보인다. 

한미고위급대화통해동맹강화바탕삼아야

상기와같은여러이슈들은모두한미간깊은

대화를필요로한다. 현재한미동맹은고위급대

화가부족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한미양

국은 2+2회의(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진

행해왔지만, 2018년과 2020년에 2+2회의는없

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협인식, 공통의 전

략목표, 전략비전등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으

며, 이를통해서로간의입장을조율해나가동

맹을강화하는바탕으로삼아야한다.

그렇다면향후한국은어떠한대미전략을취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중 간

한국의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

국쪽에서기를바라는입장일것이다. 향후미

중경쟁은 점차 격화될 것이며, 과거 한국이 누

렸던 미중 사이의 외교적 공간은 점차 좁아질

것이다. 한국은 점차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고민

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미국은쿼드플러스

와같은다자안보체제에한국의참여를요구할

경우, 세가지옵션이존재한다. 하나는다자안

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한국이 빠지게 되는 것이며,

확대되는중국의영향력에대한세력균형을약

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하나는 다자안

보체제에 참여하고 대중국 군사압박에 동참하

는 것인데, 이 경우 한중관계가 힘들어지게 된

다. 중국의경제제재를예상해볼수있다. 마지

막은참여는하되대중국압박에소극적으로임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참

여국들은모두중국과의경제적관계를의식하

여미국의대중국압박에소극적으로임하고있

다. 한국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를막고미

중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옵

션이 필요하며, 이러한 옵션을 바이든 행정부

와긴밀히협의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 미국의한국에대한안보제공확보

가필요하다. 사드배치이후중국의경제제재당

시 미국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동맹국

이라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assurance)을 제

공했어야한다. 추후사드배치같은선택상황이

왔을경우미국의안전보장제공없이미국을선

택하기는쉽지않다. 이를위한한미간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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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든(Joe Biden) 새 행정부가 출범

할예정이다. 트럼프대통령의외교및국정수

행방법이 워낙 독특하여 세계의 다수 국가들이

바이든대통령시대를고대하고있고, 미국이세

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국민들도바이든행정부의출범으로

한미동맹이더욱공고해지기를바라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실수교정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 유세기간 동안에 트럼

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

을강하게지적하였다. 따라서그는취임과더불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하였다고 판단되는 외

교정책을 수정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없다. 취임하는날트럼프대통령이탈퇴

한‘세계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한 공약

이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잔존

하게될것이다. 당선자는트럼프대통령이‘미

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를 지나치

게노골적으로추진하여지도국으로서의미국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의

제반문제에관한미국의역할을강화할것이고,

국제적인책임을강화할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

았다시피 바이든은 중국과의 상생과 협력을 중

요시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온건하게중국을다룰것이고, 대화를통한문제

의해결을선호할것이다. 당분간은세계 2대초

강대국이 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세계가

걱정하지않아도될가능성이높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

령에비해서는훨씬유연하면서도협력적인정

책을강구할가능성이높다. 사실, 한미연합훈

련을갑자기취소한다든가, 평소의 5배가넘은

바이든행정부출범과한미외교

박휘락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교수

특집Ⅰ 미국대선과한미외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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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

을 요구하는 등 트럼프 대

통령의돌발성으로한미동

맹이 어려워진 점이 없지

않았다. 이를 의식하여 선

거 기간에 바이든 당선자

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

키기 위하여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위협하는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하기도 했다. 1년 넘

게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적절한 선에서 타결될 것이고, 동맹간 협의도

무척긴밀해질가능성이높다. 특히트럼프대

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외교관 및 군인

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북핵의 경우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

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볼때북한이핵무기감축의의사표시

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당분간 미국과 북

한간의대화가능성은낮다고보지않을수없

다. 특히바이든당선자는인권문제를강조하는

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있는북한내정치범수용소, 무분별한처형,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북한이 반발할 것이어서 미

북 간에 활발한 접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바이든행정부는북한의핵무기폐기를촉구하

면서경제제재를강화할것인데, 트럼프행정부

와 달리 중국의 협조를 획득하거나 유엔 등 국

제기구를통한협조된노력을강조할가능성이

높다.  

그러나바이든행정부가추구하는변화가의

도대로성공한다는보장은없다. 냉전시대와달

리현재의세계는미국이어떤정책을추진한다

고하더라도다른국가들이무조건수용하는상

황이아니기때문이다. 세계의대부분국가들이

인정해줘야미국이세계지도국의위상을재확

보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국가들도 적지 않다. 중국과 우호적

인관계를갖고자하더라도중국이호응해줘야

하고, 2018년 5월트럼프대통령이탈퇴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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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란이 불법

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 바이든 당선자

의정책이구현되지못할수있다. 

묘수가없는북핵문제

바이든행정부가고심하지않을수없는심각

한과제중의하나는북핵문제이다. 트럼프대

통령이대화를통한북한의핵무기폐기를시도

하였으나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그러는사이

에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정도의 핵능력을

구비했기때문이다. 북한이핵무기를폐기할확

실한의사가없는상태에서대화를추진할수도

없지만, 북한이엄청난핵전력을구비한상태라

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 등 강경책을 취하기도

어렵다. 

북한의핵능력은미국도간단하게넘길수있

는수준이아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제3

차핵실험을통하여핵무기를개발하는데성공

한 후, 2017년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통

하여 위력이 108-250kt에 달하는 수소폭탄의

개발에도성공하였다. 현재북한은수십개의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개에 이르

렀다는평가도 없지않고, 매년 6~10개정도를

생산할수있으며, 200~300개수준으로생산을

계속할것이라는예상도있다. 

특히북한은핵무기개발과함께미국본토공

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즉 대륙간탄도탄

(ICBM) 개발에집중적인노력을경주하여상당

한능력을구비하게되었다. 북한은 2017년‘화

성-12형’‘화성-14형’의시험발사를통하여기

술을 축적한 후 11월 29일‘화성-15형’을 발사

하여미본토공격의가능성을과시한바있고,

2020년 10월 10일열병식에서는더욱사거리가

증대되면서 다탄두 탑재까지 가능한‘화성-16

형’을선보이기도했다. 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

탄(SLBM)의 개발에도 노력하여, ‘북극성-3형’

을 개발한 데 이어, 10월 열병식에서는 신형인

‘북극성-4형’도과시하였으며, 4,000~5,000톤

급의신형잠수함도건조하고있다고한다. 핵무

기를이러한 ICBM과 SLBM에탑재하여북한은

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기때문에오바마행정

부처럼‘전략적 인내(stategic patience)’라는

정책으로버려둘수없는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

적옵션을검토할수있지만, 군사적공격을가

할 경우 북한은 위의 ICBM이나 SL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거나, 단거리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중국도개입할수있고, 그렇게되면중국

과의 핵전쟁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북한이 ICBM과 SLBM을완성해나갈수

록미국은자국의안전을중요시할것인가, 아니

면동맹의약속을중시할것인가의고민에빠지

지않을수없고, 바이든당선자가어떤선택을

하든한국과미국의안보는심각한불안전상황

에직면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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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균형외교’부터재검토해야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한국을 존중하는 가

운데협의를통한문제해결을중시하겠지만, 바

이든당선자도미국의국익을최우선시할수밖

에없다. 또한전세계를상대해야하는미국대

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이 기대하는 만큼 한미동

맹에 높은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 인도-태평양

전략의경우만해도한국보다는‘쿼드(QUAD, 4

개국회의), 즉일본, 호주, 인도와의관계강화

가더욱시급할수있다. 이러할경우한미양국

간에기대는커지는데비하여성과가미흡할수

있고, 그러할경우실망도커질수있다.   

예를들면, 한국이방위비분담에계속인색한

모습을 보이거나 북핵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한

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겠

다는주장을강화하고, 미국이이를수용하지못

하겠다고할경우한미양국간에불신과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일방적 관계개선을

추구할경우한미간에갈등이발생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 

이제 한국은 소위‘균형외교’의 타당성을 근

본적으로재검토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의동맹

국인 중국의 협조도 얻지 못하면서 북핵으로부

터유일하게한국을보호해줄수있는동맹국인

미국도멀어지도록만들수있기때문이다. 동맹

국인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동등한관계

를유지할경우바이든당선자도한미동맹에관

하여실망할것이고, 그렇게되면동맹의무이행

을재고해야겠다는생각을할수도있다. 자주라

는감정보다북핵억제라는안보의현실을더욱

중요시해야할상황이다. 

한국의주도적노력이중요

바이든행정부시대의한미동맹은미국보다는

한국이 할 바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유연

하지만상호성(reciprocity)을강조하지않을수

는없기때문이다. 미국의어떤대통령도일방적

으로한국을지원하지는않을것이다. 북핵에대

한 미국의 적극적인 안보지원을 얻고자 한다면

한국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더욱적극

적으로동참한다는자세를보일필요가있고, 일

본과의안보협력을강화함으로써한미일 3국간

의유대감을높여야할것이다. 

당연히한국은북핵대응에있어서한미양국

간의정책공조를더욱강화하고, 북한의핵위협

이해소될때까지현재의한미연합사체제를유

지함으로써전환기의불확실성을최소화할필요

가있다. 미대통령취임식이전에방위비분담

문제를 타결함으로써 새 정부에게 미국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한국에게무엇을해주기를바라기

이전에한국이먼저동맹국인미국의신뢰를얻

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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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선거에서한국이관심을기울여야할가장큰

이슈는미국과중국간에날로확대되는갈등이다. 지금양

국간에는‘신냉전’이라는표현이가장잘어울릴만큼양국

갈등의범위는날이갈수록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

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핵심이익이맞부딪치면어떤사태가돌발할지는예견

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대리전쟁(Proxy War)의유발우려도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주변대국간에충돌이일어날때마다분쟁의현

장(現場)이 되거나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심대한 고통을

받아왔기때문에미·중갈등은결코대안의화재가아니다.

특히미·중갈등은남북한의군사동맹세력들간의갈등이

기때문에한반도의안보정세에즉각적이고심각한영향력

을미칠수있다. 다만현시점에서북한이침략전쟁을도발

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미·중갈등과한국외교의설자리

李榮一

헌정회통일특위위원장

11·12·15대의원

특집Ⅰ 미국대선과한미외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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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는한한반도가당장은군사충돌의현장

으로 변할 가능성은 남중국해나 대만만큼 높지

않다. 그렇지만비군사분야, 즉외교, 경제분야

에서미·중대결이우리에게미칠영향은심대

하다. 특히갈등하는미·중양국사이에끼여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의문제는아주중요한문제다. 본고는이러한문

제의식에서이하미국대선의가장중요한이슈

인미·중갈등의배경과현황을검토하고앞으

로의한국외교의선택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미·중갈등의일반적배경

당초 무역 갈등이 양국 갈등의 시작이었다.

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중국이미국에서얻는

무역흑자의원인이양국간무역의불공정성에

서비롯된다고규정하고이를시정한다는명분

에서두가지조치를중국에요구했다. 첫째미

국은중국인들이미국시장에서누리는만큼의

자유를미국기업들에게보장하라. 둘째미국에

수출된 중국상품에 25% 관세를 부과, 불공정

무역에서중국이얻는과다이익을상계(相計)하

겠다. 이에 대해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했는

데트럼프는이를빌미로관세율을 35%대로대

폭인상하겠다면서무역협상을타결하려면미

국의요구조건을중국이전면수용하라고압박

했다. 미국의 통상협상 대표 라이트헤이저

(Lightheizer)와중국국무원부총리류허(劉河)

는협상을통해 2019년 1월절충안을마련했지

만시진핑은공산당통제를무력화시키는자유

시장에동의할수없다고거부함으로써협상은

결렬되었다.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2019년 10월 4

일펜스부통령의허드슨연구소연설을통해중

국을미국의지적재산권을훔치거나해킹하고

시장허용의 대가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강

탈하고 경영기법을 뺏어가는 불공정 무역국가

라고강도높게비판하면서총체적인제재를선

언했다. 이때부터미국의대중국정책은달라지

면서중국에대한무역적자폭을줄인다는소극

적 목적을 넘어서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쪽으로정책의중점을

바꾼다. 즉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중국 이전

을차단, 봉쇄한다는것이다. 대결의초점을이

렇게과학기술분야로옮기면서미국이취한첫

단계 조치는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인

ZTE(中興)에 필요한 부품 수출을 억제하고 나

아가화웨이(華爲) 통신장비에대한부품및기

술이전을철저히차단키로했다.1)

곧이어미국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trategy,

NSS)에서중국을미국의가치와이익에반하는

수정주의세력(Revisionist Power)이자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중

국견제를 구체화해 나갔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취해온 중국 포용 정책이 이렇게

변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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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와대미도발

시진핑주석은 2017년제19차당대회를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미국의 패권을

제압하고 중국이 역사 속에서 추구해온 천하질

서(天下秩序)를복원하겠다면서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포

하였다. 그는중국몽실현의일정표를당대회에

서밝히면서자기책임하에꿈을이루도록당이

자기에게힘을실어줄것을요구했다. 중국공산

당은 시진핑의 구상을 전폭 수용, 2018년 전국

인민대표대회를통해국가주석의임기를제한하

는헌법규정을폐지하고 임기에부담없이큰

과업달성에매진하도록뒷받침했다. 

시진핑이 당 대회에서 밝힌 국가목표는 중국

이 2025년까지 제조업 분야(중국제조 2025)에

서세계 1위를달성하며 2035년현대과학첨단

산업 복지국가를 완성하며 2049년경이면 미국

을압도하는세계최강국가로나간다는것이다.

등소평이 권고한 도광양회(韜光養晦)-음지(陰

地)에서 힘을 기르고 발톱을 보이지 말라-론은

일본을앞지른G2의국력을가진중국의새로운

현실에적용될수없다면서이제중국은그것이

“해킹에의하건, 훔쳐온것이든, 시장개방의대

가로 강탈해 온 것이든”2) 기술 수준과 지적 자

산, 경영기법에서시진핑의중국몽실현일정을

감당할조건을충분히갖추었다고선언하였다. 

시진핑이이처럼호호탕탕 19차당대회를끝

마친 시점은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의 시기였는

데미국은중국의이러한태도를미국에대한패

권도전으로간주하였다. 이당시중국인터넷에

서가장인기를끌었던용어가입관학(入關學)인

것도 시진핑의 중국몽이 패권 도전임을 강력히

시사했다.3)이어중국은헤이그국제상설중재재

판소가판결을통해그주장의법적근거를부인

한남중국해대부분의해양을자국영토라고우

기면서인공섬을만들어군사기지를설치, 미국

과의약속을위반했다.4) 

이때문에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등과해

양영토분쟁이일고있다. 또중국은범죄인송환

법과국가안보법을제정, 이를홍콩에적용함으로

써영국과체결한홍콩조약의자치와일국양제(一

國兩制)를짓밟았다. 미국은중국과의수교당시

‘중국은하나라는주장’을인정했지만, 무력에의

한 중국통일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대만

관계법’을제정, 대만안보에대한미국의관여를

명시했다. 그러나최근남중국해에서전개되는중

국의움직임에비추어‘대만의홍콩화’가능성을

미국은우려하고대만의안전에필요한지원을본

격화하고있다. 미국고위관리의대만방문, 대만

연락대표부를공관급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공

격무기의판매까지허용하고있다. 

미국에서확산되는반중정서

이러한 정세평가 위에서 미국은 국제법과 규

칙이 준수되는 국제질서를 중국이 함부로 뒤엎

는 행동을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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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포용(Engagement) 아닌견제정책을공식

화했다. 미국국회는이를환영했고미국내반

중여론도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5) 앞으로

공화, 민주의어느당이집권해도중국견제는계

속될 것이다.6) 역사에는 패권전쟁에서 패자가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준 선례는 없

다. 반드시큰충돌을수반한다. 미국대선에서

바이든이 승자가 되더라도 트럼프에 못지않게

우방들과 제휴하면서 중국의 도전에 강력대처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Quad의 나토화

나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공공연히 추구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을 포용,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면

대내적으로자유가신장되고민주화가진행되면

서체제변화가이루어지리라고기대했으나그것

은중국공산당을모르는헛기대였고힘을기른

중국이미국의패권지위를넘보는양호위환(養

虎爲患)을당할지경에이르렀다는데국론이일

치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전임대통령들이

2008년 금융대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써중국이미국GDP의 3분의 2수준까지추격해

오도록방치했다고개탄했다.7)

또 21세기는디지털시대인만큼미국이과학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핵심기술을 선점

(先占)하지않고는패권을지키기어렵다는것이

다. 지금중국은전반적인과학기술수준에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5G를포함한시대의특정핵심기술분야에서는

국가의총력지원을통해미국을추월할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패권 투쟁

에서 세력전이(勢力轉移)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단호히 차단

할전략과정책을선택하기에이르렀다. ZTE나

화웨이는 디지털 시대의 중국 선두주자들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미국 패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왕년의 관대한 대중국 정책을 날카로운 견제정

책으로바꾸고있다

중국견제의 큰 틀은 세 가지다. 하나는 EC

등 서방측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각종 상품

과 부품의 공급선(供給先)에서 배제하는 거리

두기(Decoupling)와 화웨이 제품 불사용, 기

술 및 필수부품 제공거부 등의 조치를 확대 추

진한다. 트럼프의 독특한 동맹관 때문에 서방

측의일치된대미협력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

었지만 Covid19의확산과홍콩사태, 신장, 위

구르 지역에서의 인권유린, 중국 시장진출 시

에당했던기술강탈, 해킹, 지적재산권절취행

위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이 촉매가 되어 대중국

디커플링은서방세계의새로운흐름이되었다.

둘째로는중국과의인적교류를제한한다. 중국

공산당이 재미 중국인, 특히 유학생들을 활용,

미국의 기술정보를 빼내 가는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8) 미국의 유능한 기술인재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공작이 진행되는 현실(千人計劃 등)

에 비추어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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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통제한다.9) 셋째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제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

보협력을구체화하고있다. 즉 Quad 4라는명

칭의협력활동을통해합동군사훈련을수차례

실시, 중국과 있을지도 모를 군사 충돌에 대비

하고있다. 특히미국과일본은오는 10월중순

부터 시작되는 Keen Sword라는 연합훈련에

미·일 양국 군 4만6천 명이 대거 참가했다.

한국이불참한가운데일본군이크게강화되고

있다.  

중국의대응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명분으로하여 8,270만공산당원을몰이꾼으로

하여 전체 중국인을 애국주의로 단결시키면서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모택동이 구사했던 지구

전(持久戰)으로맞선다. 시진핑은“우선적이이

길수없도록만들어놓고적에게이길수있도

록기다린다”(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고강조

한다. 우선미국과의정면군사대결은피하면서

중국은자신의넓은시장을미끼로서방자본주

의에속하는국가들이미국과의반중협력을장

기적으로끌고가지못하도록서방의협력과단

결을뒤흔드는외교심리전을강화한다. 또대내

적으로는국가와민간자원을총동원, ‘기술에서

확고히 자립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운용의

큰틀을내수진작에둔다는것이다. 중국경제의

이러한 청사진을 하나로 꿰는 대전략을 시진핑

은‘쌍순환(雙循環)’으로부르고중국경제를국

내 순환(내수)과 국제 순환(수출)으로 구분하면

서경제성장과정책의무게중심을내수로옮긴

다고한다.10)또안보면에서는미국의영토침공

을 막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反接近-地域拒

否)(Anti-Access/Area-Denial) 전략에 입각,

항공모함, 잠수함등해군력증강에박차를가하

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는 둥펑(東

風)미사일(DF-6)개발 시리즈를 확충한다. 특히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이탈할 때는 초강경

작금한국외교는위기다. 미국과의관계는소원해지고일본과는등을돌렸다. 

북한과의대화도끊겼다. 지금은냉철한눈으로상황을읽어야한다.

결국한미일협력강화와안보동맹의틀속에서

안보자위력을키우는도리밖에다른길은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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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불사한다면서 연일 군사적 위협을 시위

한다. 

그러나중국의대미항전은결코쉽지않다. 중

국과국경이맞닿아있는 14개국은중국의전통

적인원교근공(近攻)의외교책략과힘을앞세우

는약육강식(弱肉强食)의민낯을잘알기때문에

어느나라도중국편들기를꺼리고경계한다. 시

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도 부작용

과반발때문에성과는무뎌지고부담만커진다.

또시진핑의기반인중국인민들도모택동시대

의홍위병처럼맹종하는인민들이아니다. 돈과

지식과 정보를 가진 새로운 중국인으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행보다 미국은행에 예금하

는중국지도층이의외로많고또돈벌어미국

이민 가는 것을 중국몽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

도적잖다.   

한국의선택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

해서미·중갈등상황에서다른선택의여지가

없다. 최근 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한국이 70

년전에미국을선택했다고해서지금도같은선

택을되풀이해야하는가”라는발언을쏟았다. 탈

미·친중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

한·중국 간 동맹조약처럼 문서만의 조약이 아

니라지구최강의미군 28,500명을한국의중심

부에 주둔시키는 밀착 지원(Close Deterrence)

조약이다. 한국이동맹을포기하면그것은단순

히대미외교의포기나단절을넘어서서지난 70

년동안서방진영의일원으로서한국이이룩해

온국제관계망에서의탈퇴를뜻한다. 동맹탈퇴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자강 능력

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서방측의 투자는 줄어들

거나 빠져나가 한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면

2013년 12월미국부통령으로한국을방문한바

이든(Biden)이한국정부를향하여미·중양국

을놓고선택(Betting)을 분명히하라고요구한

것을기억해야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해체

가아니고국익수호에있다면미·중갈등상황

에서자기정체성을분명히해야한다. 흔히‘안

보는미국에, 경제는중국에’라면서안미경중(安

美經中)을말하기도하지만이는미·중관계가

포용적일때만통하는이야기다. 우리가외교적

몸짓을약간바꾼다고해도한국이미국편이라

는 중국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

다수가친미적이기때문이다. 최근북한이비핵

화는커녕 핵전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단거리 미

사일 개발로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가중하는

상황일진대미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는것이

우리의 전략적 현실주의 노선이다.11) 요즘 미국

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중

시,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일본의 해·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까지도 중국에 맞설 수준으로 강화

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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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한국외교는위기다. 미국과의관계는소

원해지고12) 일본과는등을돌렸다. 중국의시진

핑은 여전히 항미원조(抗美援朝)가 옳았다고 목

청을높인다. 북한과의대화도끊겼다. 지금은냉

철한눈으로상황을읽어야한다. 강대국들의패

권전쟁은속성상승부가나야끝나기때문에미

국은단기제압을선호한다. 중국내부의불평등

과불균형이라는약점을노리면서강공으로중국

공산당을압박, 정치, 경제, 군사면의와해를시

도한다. 일본도여기에가세하면서군사력을키

우고있다. 이런상황에서한국이외교적으로서

야할자리는어딘가. 중국공산당이경제대전략

으로쌍순환노선을추구하는한중국에서한국

이얻을실익은없어진다. 남은길은결국한미일

협력강화와안보동맹의틀속에서안보자위력

을키우는도리밖에다른길은없다. 

1) 장영희, “미래를위한혈투: 미중기술냉전의현황과전망”,성균브리프(Vol. 57) p.30 

2) 기술개발과 기술경쟁을 펼치는 세계에서 기술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기술자를 빼오거나 하는 것은 정보기술기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면서특별히잘못된것으로인식치않는다. 

3) 入關學은청나라가중원을평정하려면山海關의관문을넘어야했다는고사를응용, 중국이패자가되려면미국을넘어서야한다는메시

지를표현한것이다. 

4) 시진핑은 2016년방미시인공섬에군사기지를설치하지않겠다고했다.

5) 미국의여론조사기관인 PEW는 2018년 조사에서미국인 67%가중국반대를표시했다고발표했다. 

6) Nikkei Asia는 10월 28일자보도에서 US election: Trump's China policy is here to stay, no matter who wins 라고보도하고있다.

7) Minxin Pei, “The four albatrosses weighing down Xi Jinping

8) Political miscalculation and strategic overreach have united West against Beijing“, Nikkei(Oct. 7)에서 금융위기를 미국을 제

압할기회로활용했다.

8) 가. 중국 사이버 안전법(網絡安全法): 인터넷 서비스운영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기술과 암호해독 등의) 기술지원과 협조를

마땅히제공해야한다.(28조) 

8) 나. 중국 국가 정보법: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 정보기관요

원들은유관기관과조직, 공민에게정보수집과관련해필요한협조와지지를요청할수있다.(14조)

9) 2020년 7월 7일미 FBI국장 Christopher Wray는미국허드슨연구소연설에서천인계획과공자학원의실상을밝혔다. 

10) 중국공산당은 지난 8월 베이다이허 회의와 10월 19일의 제19차 5중전회를 통해 쌍순환-진지전을 결의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내수전환정책을추진한다.

11) 문정인 대통령외교특보는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을 우려, Quad 참여를 반대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지금도 항미원조를 옳다

고강조한다.(조선일보 2020,10월 29일 A6면) 

12)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Atlantic Council 화상회의에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역내에서 직

면한 도전들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들 4국 외에 중국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등 10개국을거명했다. 동맹국인한국은빠졌다.(Whytimes, 20/2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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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서울서초구에위치한그의사무실에서

인터뷰를진행했다. 金文起(12·13·14대의원) 원로

회의부의장은사업가이자교육자, 정치인이다. 젊은

시절 단신으로 가구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金

부의장은인터뷰내내성실, 협력, 봉사를강조했다.

“어릴적처음자립할때어떻게살아야하나고민을

많이했다. 성실히일하고, 협력하고, 봉사하는사람

이돼야겠다고내나이 23세때결심했고지금까지

도실천하고있다”는게그의얘기다.

김 부의장은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

였고 국가유공자가 되어 제대한다. 당시 전화(戰

禍)로인하여우리나라는수백만의인명피해와 43

％의 산업 시설, 33％의 주택이 파괴되었다. 전쟁

으로 초토화된 우리나라는 정부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재건의

복구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이 무렵, 김 부의장은

헌정인터뷰⑪

헌정인터뷰는현역정치부기자가헌정회원을인터뷰하여정국에관한의견을제시하거나조언을하고후

대에 전하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연재물이다. 이번호는 열 한 번째로 金文起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을 게재한다. 金 부의장은 건국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美 Wesiey University

명예 인류사회학 박사,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수출입협의회 회장, (사)강원도민회 고문, 학교법

인 상지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 제8대 총장, 강릉김씨대종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전국총재(1983년), 건국

대학교총동문회회장등을역임했다.           <편집자> 

“우리시대어른들은모두어디에갔을까”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金文起(12·13·14대의원) 헌정회원로회의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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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한 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세

우고 1954년 7월 서울 종로 인사동에‘빠고다

가구공예점’을 창립하고 황폐화된 가구산업에

진출하게 된다. 가구기술의 고도화와 완벽한

제품의생산은다양한품질의성공을계속하여

끝없는명품브랜드로발전하였고, 그가개발한

제품은 해외수출 상품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

다.”는성공담을듣게되었다. 그의사무실한

켠 엔 이를 입증하듯‘수출상품은 국력총화의

예술품, 一九七二년 六월 대통령 박정희’당시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소중한 액자 속에서 빛

나고있었다. 

나라어려울때고언을, 

고통겪는국민에겐위로와희망을

코로나로온나라가어렵다. 

정치적혼란도더해가는것같다. 

“이시대에는나라의어른이보이지않는다고

한다. 나라가어려울때마다등장해정치지도자

에겐고언을, 고통과아픔을겪는국민에게위로

와희망을주던우리시대어른들은모두어디에

갔을까. 소멸되지않고지칠줄모르고확산하는

세계적인감염병코로나19의영향으로어른, 아

이할것없이모두힘든시기다. 경제가어려우

니사람들의인심은날로메말라가고, 대면수업

이 이뤄지지 않는 교육현장은 적막감마저 흐른

다. 모두 먹고살기에 바쁘다 보니 공공의 선을

이룩하려는사회적합의조차되지않는다. 위정

자들은둘로나뉘어국민을도외시한채서로비

방하고미워하며제살을깍아먹고있다.”

우리사회에대한걱정이많으신듯하다.

“이런현상을단순히코로나19 탓으로돌리고

싶진 않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현상, 특히

자기생각과이념에반하면적으로간주하는이

이상한 현상은 너무나도 오래됐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한반도에국가가생긴이래반목과전

쟁이오랫동안지속했다. 신라가삼국을통일하

기전부터, 고려가통일국가를만든후에도지배

층과 피지배층의 괴리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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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폐단을극복하고자등장한조선도후대

에가면붕당정치, 오늘날여야의극한대치같

은장면이여러번있었다. 우리민족의뼈아팠

던일제 36년, 이기간에사회주의사상이나타

나나라를반으로갈라놓았다. 좌우의극한대립

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지속하고있다.

이른바진보·보수라는프레임은최근국민까지

둘로쪼개어극심한분열을조장하고있다. 진영

논리가합리적인의사결정을가로막는길로들어

선것이다. 이제우리는이문제를함께고민하고

이다툼과분쟁을종식시킬합리적대안을마련

해야한다. 서로믿지못하고적대시하는세상은

사람이살만한곳이못된다. 지금의위기는단순

히코로나19와같은어떤사건이해결된다고없

어지는게아니라모든국민이서로양보하고화

합하는데서그해결방법을찾아야한다.”

비리사학사실아니다…

봉사하고자하는마음서출발

김문기 박사는 1970년대에 재정난으로 폐교

가 된 원주야간대학교 대신 상지대학교를 설립

했다. 원주대가폐교되면서 1군사령부소속장병

들이학업을중단하게되자 1군사령관이었던한

신장군이부하장병들에게고등교육기회를주

기위해정부에대학설립을건의했다. 박정희전

대통령이 직접 민관식 문교부 장관에게 원주에

대학을지을것을지시했다.

많은사람들이대학설립을거절했는데교육

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나선 것이 김 박사였다.

그는 47년전 200억원이넘는사재를들여원

주시 우산동에 6만 3000여 평의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건물을지었다. 민전장관은“상지대

학은김문기이사장의노력에의해강원중부권

의 유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고 상찬했지

만, 김영삼(YS) 정부 때‘비리사학’으로 지목

됐다. 

지난 2007년대법원에서‘사학법인의자주성

을 인정한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났

지만, 현재 학교 운영권은 9명의 이사중 1명의

이사만설립자의선임이다. 그는“억울해서죽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다”고 했지만, 구구절절

피해를호소하진않았다.

상지대학교설립자이기도하다. 

설립이유는.

“앞서말한것처럼우리시대에필요한것은분

열과대립이아닌화합과상생이다. 나는오래전

강원도원주에상지대학교를설립했다. 홍익인간

(弘益人間) 정신만이인류사회에이바지할수있

다고 생각해서‘인·의·예·지·신(仁義禮智

信)’오상을건학이념으로표방했다. 우리대한

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이런 가치에

충실해야한다. 그걸바탕으로한건학이념이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면서, 믿음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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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학생들이꼭그렇게되길바랐고, 그들이

사회에진출해그렇게살것으로믿고있다.”

상지대학교는 YS정부당시‘비리사학’으로

지목됐다. 이사장직에서도물러나야했다.

“비리사학이란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그 과

정을얘기하려면한도끝도없다. 살다보니인생

마지막에이런결론이얻어지더라. 1970년대당

시에사재 200억원을넘게들여학교부지를매

입하고건물을지었다. 오로지사회발전에협력

하고봉사하고자하는마음이었다. 그동안상지

대학교를둘러싼논란으로엄청난피해와스트레

스를받았다. 그렇지만논란을더키워서무엇하

겠나.”

온고회만들어사회협력과봉사정신

모으려노력

김전의원은‘원로’의역할을여러차례강조

했다. 김전의원은 50여년전‘온고회(溫故會)’라

는단체를만들어지속적인봉사를해왔다. 그리

고지난 2018년에는기념비를제막하기도했다.

‘어른을존경하고어린이를사랑하자, 빈부차이

없이모두다같이잘살자’는뜻을담았다고했다.

우리사회엔‘원로’를박대하는경향이있다.

“그렇다. 그렇지만화합하고상생하는사회를

만들기위해선큰어른, 원로가꼭필요하다. 자

신의 전 생애에 걸친 경험, 그리고 삶의 가치를

후대에전하고위기상

황에서 해결책을 제시

하고상처의치유를맡

아함께문제를풀어가

는사람이진정한원로

이다. 나는이런현상을

예견하고몇십년전에

온고회(溫故會)를 만들

었다, 어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뜻이내포돼있다. 각계

각층에 스며든 불만과

불평, 극심한 대립, 빈

36

대법원전원합의체승소판결순간환호성!(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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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격차에 따른 좌절감 등은 정부의 시책만으로

해결할수없다. 어른을존중하고어린이를사랑

하는마음이기본적으로있으면우리사회의문

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사회의모순은좌우로갈라진이념적머리

와, 분열과대립을재촉하는척박한가슴때문이

다. 여기에우리온고회가지향하는성실, 협력,

봉사의 정신과 원로들의 고언과 충고를 더하면

파멸해가는우리사회가정상적으로돌아오리라

믿는다.”

갈등과반목에대해많은말씀을했다. 

해결책은어떤게있을까.

“나는평생을교육자로서, 정치인으로서그리

고사회봉사자로서살아왔다. 하지만최근의세

상돌아가는일을보면, 매우안타깝고슬픈마

음이 든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해결책을하나제시하고싶다. 모든국민에

게문화예술을향유하게하는것이다. 최근정부

와뜻있는기업인, 예술단체에서많이노력하고

있지만내가보기엔아직갈길이멀다. 문화예

술인에게초점을맞춰야한다. 유럽의경우문화

예술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적극적이고

예술인과국가, 사용자간사회적합의에근거한

정책이 설계돼 있다. 특히 프랑스는 두 유명한

장관앙드레말로와자크랑이후부단히노력한

결과, 몇 년 전부터 국가예산의 1%를 문화예산

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프랑스 등

문화선진국과비교가되질않는다. 우리사회가

분열과 대립이라는 고질병을 고치고 모든 국민

이화합하려면, 인의예지신의오상의가치와뜻

있는원로들의활약, 그리고문화예술로국민의

팍팍한마음을순화시켜야한다.”

둔내덕천노암산에‘사랑의장수로’

등산로만들어힐링장소로

최근엔어떤일을하고계신가.

“아주공기좋고또훌륭한장소를찾아서그

곳을 갈고 닦았다. 어디냐 하면 강원도 횡성의

둔내다. 그곳의산천을잘갈고닦아‘사랑의장

수로’를만들었다. 이게뭐냐면두시간반정도

걸려서등산할수있는길이다. 백세시대를맞이

해서현대인들누구나사랑의장수로를즐겨활

용할수있도록했다. 나도굉장히건강이좋아

졌다. 원래 체격이 비대했는데, 지금은 12kg이

나줄었다. 많은사람들에게봉사를해야겠다는

마음으로만든것이다. 백세시대에힐링을할수

있는장소를무상으로제공하다시피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있다. 항상홍익인간정신을버리지않

고, 지속해나가고있다. 미래에는꿈이있고희

망이있다. 나이가들어도계속그걸발굴해나

가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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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발생한북한군에의한한국공

무원 살해사건은 오늘날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거울과같다. 초기위기관리에실패한

정부는 대북 관여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기에급급한모습을보이고있다. 지난 3

년간가졌던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은우리국

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대화를갖기위해북한에끌려가는안타

까운상황만낳았다. 

우리국민에대한북한의만행

북한의만행이후이틀이지난 9월 24일안영

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설명했다. 발표가늦어진데대한부담감

때문이었는지, 군당국의발표는의외로상세했

고, 그내용은충격적이었다. “우리군은다양한

첩보를정밀분석한결과, 북한이북측해역에서

발견된우리국민(소연평도실종자)에대해총격

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밝힌것이다. 

세부경과는이렇다. 목포소재서해어업지도

관리단소속해양수산서기인이모씨는 9월 21

일소연평도남방해상에서실종됐다. 실종사실

은해경에신고한것으로조사됐고일부수색이

이루어졌다. 이후 우리 군은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

다. 군의발표에따르면 22일오후 3시 30분쯤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상태에서 북

한수산사업소선박에의해발견됐다. 이후북한

군은 6시간 뒤인 9시 40분경 이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10시 30분경에 시신에 기름을

부어불태운것으로파악됐다. 

형식적만남보다실질적변화

가져오는대북정책기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외교안보센터장

특집Ⅱ 공무원피살사건으로보는남북관계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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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설명내용을보면우리군과주한미

군의정보자산이가동되어북한의통신내용

을감청했고또일부사진정보도확보한것으

로보인다. 그렇기에초기합참의설명이이

렇게자세하게나올수있었던것같다.

위기관리에허점노출한정부

안타까운점은북한군이피해자의신병을

확보하고있다는것을파악했음에도불구하

고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후 3시 30분경피해자이모씨가북한에

억류된사실은오후 6시 36분청와대에보고되

었다. 이후 9시 40분경북한군으로부터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기에, 발견으로부

터약 6시간, 청와대에보고한이후로부터약 3

시간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정부가

국민의생명을구하기위해어떤조치를했는지

는아직알려진게없다. 정부의위기관리능력

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 

적어도우리정부는두가지조치를할수있

었다. 먼저 국제 상선통신망을 통한 송환 요구

다. 지금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는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다. 북측의

호응여부는알수없지만할수있는조치는했

어야 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직접 북측에 송환

의사를전달할수있었다. 지난 6월북한이남북

간통신선을차단했지만, 우리국가정보원과북

한통일전선부간의핫라인은살아있었던것으

로 보인다. 북한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온

사과 전통문이 이를 증명한다. 작년 우리 정부

는 선박을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을 북측의 요

구에 따라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우

리도당당히안전한송환을요구했어야했다.

이씨사망을인지한이후의조치역시아쉬움

이크다. 아마도 22일밤 11시전에는청와대에

사망 및 시신 훼손과 관련한 보고가 들어간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취한 조치

는너무안이했다. 두시간이나지난새벽 1시가

되어서야안보관계장관회의를개최했는데, 강

경화장관은개최사실도모르고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 따른 자가

격리를해야했다면외교부차관이라도배석시

켜야 했다. 대통령의 회의 불참 역시 마찬가지

다. 남북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앗아가는일이생겼는데다음날아침에

서면으로보고된것으로전해진다. 위기관리차

원에서는이해하기어려운조치다. 

12월헌정내지-2차  2020.11.24 2:9 PM  페이지39   Cheil-868 



40

북한의진정성없는사과

북한의잔인한만행과우리정부의소극적대

응에국민여론이악화되어갈무렵이례적인북

한의사과통지문이도착했다. 서훈국가안보실

장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보내온 사과 통지문을

공개했는데, 그안에는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

이“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

고(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수역에서뜻밖에불미스러운일이발생

해문재인대통령과남녘동포들에게커다란실

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는 사과 표현이 담

겨있다. 

하지만 북한이 보내온 사과 통지문에는 사실

관계가결여또는왜곡되었다. 북한이보내온통

지문에는“정체불명의대상이도주할듯한상황

이조성되어”40∼50m 거리에서사격한뒤“10

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

유물위에없었다”는주장이담겨있다. 민간인

에 대한 일방적인 사살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적정한경계절차였음을강조한것이다. 한발더

나아가북한은“무슨증거를바탕으로우리에게

‘만행’, ‘응분의대가’등과같은불경스럽고대

결적색채가짙은표현을골라쓰는지커다란유

감을표시하지않을수없다”며우리군당국을

비난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아닐수없다.

북측이비교적이른시간에사과한것은정권

의야만성이국제사회에널리알려질경우외교

적고립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 앞서우리군

당국이총격사망사실을상세하게공개한터라,

그들의 침묵이‘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없다는점도고려됐을것이다. 하지만사실

관계의 일방적인 부인은 그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만들고있다. 

변해가는정부의후속조치

당초북한군의시신훼손과정까지상세히설명

했던군당국은시신훼손과관련하여말을흐리

고있다. 군당국은시신을훼손했다는분명한언

급에서그럴가능성이있다는‘개연성’수준으로

수위를조절하고있다. 김정은의사과가담긴통

지문이도착한이래정부의입장이점차누그러지

고있기에, 북한의잘못된행동에대해눈을감는

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피해자의월북가능성을흘리는것역시적절치

못한행동이다. 사실관계가정확하게밝혀지지않

았음에도정부는이모씨의월북가능성을초기부

터언급했다. 슬리퍼가선상에있었다는점, 구명

조끼를착용했다는점, 부유물을이용했다는점,

그리고채무가있었다는점들이그근거였다, 하

지만함께승선한동료들이나가족은피해자가그

간월북의사를시사한적이없다는점을들어정

부발표에의문을제기했다. 그러자정부는피해

자가당일도박을했고적지않은돈을잃었고비

관적으로월북을선택했을가능성까지시사했다.

고인에대한인격살인을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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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관심을가져야할일은피해자의월북

의사가아니다. 북한의책임자처벌과재발방지

약속을받아내야한다. 그래야유사한상황이다

시발생하는것을막을수있다. 피해자가북한

선박에게 발견된 이후 피살까지 6시간 동안 아

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는반성, 그리고청와

대가 피살을 인지하고도 10시간 동안 대통령에

게보고하지않은위기관리의문제점등을점검

하고이를개선해야한다. 그저쉬쉬하며시간을

보내고 여론의 관심이 바뀌길 기다린다면 그것

은책임있는정부가취할일이아니다. 

2020년이저무는시점에서본

남북관계의현주소

북한의민간인사살행위는하나의사건이지만

오늘날남북관계의현주소를잘보여주고있다.

첫째, 북한은변한것이없다. 세차례의정상회

담과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국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개인의 인권이나

남북관계에대한존중은조금도찾아볼수없다.

그간정부는북한이‘보통국가’로변모하려한다

고누차강조해왔지만, 예전그대로의모습이다. 

둘째, 정부가북한눈치를너무많이보고있

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형식적인 만남의 빈도

가중요한것이아니다. 그속에서올바른남북

관계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남

북간 합의가 만들어지면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그

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지

나치게 몰입하고 있다. 그 결과 북측에 끌려가

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에대한비핵화요

구는점점사라지고있고종전선언이나제재완

화와 같이 북한이 좋아할 이야기는 점점 더 등

장한다. 북한의노골적인모욕과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라는 도발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못하고있다. 

셋째,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빼앗긴

모습이다. 이번사건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이

사실관계를왜곡하고책임을회피하려하는데도

정부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문제를

국제사회로가져가려는의사도없어보인다. 대

화를희망하는우리정부가대화를이어가기위

해북한에끌려다니는형국이라할수있다. 

아무리정상회담을하고도보다리를걷고백두

산에함께오른다해도진정성이없는이벤트중

심의만남은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지못한다

는교훈을금번북한의민간인사살행위에서확

인할수있다. 따라서 2021년에는형식적인만남

보다는실질적인내용상의변화를가져올수있

는신중하고지혜로운대북정책을기대해본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와 같은 거창

한 것은 아니어도 좋다.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하나만이라도바꿀수있다면의미있는성

과를거둔것으로볼수있다. 거창한바램보다

는의미있는작은일하나라도제대로된성과

가나오는대북정책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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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

던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하

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

시두손을마주잡는날이찾아오길기원한다”

고밝혔다. 그는또코로나19와싸우고있는전

세계인에게 위로를 전하고 건강을 기원한다면

서“사랑하는남녘동포들에게도따뜻한이마

음을보낸다”고했다. 김위원장은코로나사태

가진정되면남북대화를복원하겠다는뜻을밝

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목

적으로국경을봉쇄한가운데대외접촉을최소

화하고있다. 

그러나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는의지를분명

히밝힌점에서반전의기회가적절한시점에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막강한비중을고려하면빈말은아닌것으

로평가된다. 그러나지난남북관계역사를되돌

아보면비관도낙관도경계해야할듯하다. 롤러

코스트와 같은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

다. 그래서지속가능한남북관계를어떻게만들

어갈것인가가여전히우리에게주어진과제다.  

불미스런역사의반복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

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

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2018년은

남북한이 평화체제의 초석을 놓기 위해 달려온

한 해였다.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북-북미 간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남북관계어떻게

만들어갈것인가

林乙出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특집Ⅱ 공무원피살사건으로보는남북관계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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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실현하기까지걸리는시간등을고려

해 우선은 남북 간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

제임에도불구하고북한이호응하지않음에따

라안타까운상황이지속되고있다. 

남북한의 신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효과적인장치는최고지도자간의회담을

정례화하는것이다. 지도자간의개인적, 인간

적신뢰를돈독히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

히북한체제의특성상최고지도자와의신뢰는

정치군사적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과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10.4선언

등최고지도자수준의합의들이도출되었지만

지속성과연속성을갖지못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북 간 상

호존중과신뢰의부족과정권교체변수등이합

의불이행의주요배경이라고할수있다. 그래

서 2018년에 성사된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0 평양 정상회담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당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합의

도중요하지만그못지않게중요한합의이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오전판문

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속도’

를유독강조했다. 

11년만에만개한‘한반도의봄’을남과북의

공조로주도적으로이끌어가을의결실을거두

자는 포괄적 다짐이자, 1·2차 정상회담이 김

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 열려

합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선례를

되풀이하지말자는‘현실적필요’에따른것이

었다. 남북정상간의신뢰관계는북미간비핵

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현실은이두정

상이우려한바대로불미스런역사가반복되고

있다.  

판문점서남북정상회담(18.5.26) 

12월헌정내지-2차  2020.11.24 2:9 PM  페이지43   Cheil-868 



44

9.19 평양공동선언의남북관계사적의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65년정전체제를종식시

키고한반도평화및공동번영의길로나아가는

데이정표를세웠다고평가할만하다. 이선언들

에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

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남북한 최고지

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명문화되었다. 선언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군사적 긴장완

화를포함한항구적평화정착문제, 획기적남북

관계발전을위한교류협력사업분야등에서예

상을뛰어넘는많은내용이담겼다. 

또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비핵화와 평화정착

부분에서도진전이이뤄져향후대북제재가완화

된다면 폭넓은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한반도전지역에서전쟁을일으킬수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를

항구적평화지대로만들어감으로써우리는이제

우리의삶을정상으로돌려놓을수있을것이라

는희망을품게만들었다. 특히남북간직접적으

로비핵화논의를한점은이전의남북관계와질

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북한은 이전에

핵문제는 철저히 미국과 협의할 문제이지, 우리

측과논의할의제가아니라고선을그었다.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민간 교류협력사업도 합의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상

호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는다방면에걸친

남북관계개선과병행해서추진해야한다. 평화

체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남북간정

치군사적 신뢰와 함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동시에이뤄져야하는것이다. 비정치적

인민간교류가정치이념의빗장을풀었고양측

국민들의닫힌마음을열어나갈수있다. 

그래서9.19 평양공동선언이후국제사회의제

재틀내에서남북한은철도도로연결및현대화

사업, 삼림협력, 보건의료협력, 체육교류, 예술단

교환공연, 이산가족상봉등다방면의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남과북은당국간협의를긴밀히하

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설치했다. 연락사무소는분야별대화

체계의전면복원과함께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상시협의의틀을마련하고, 지속가능한남

북관계발전에꼭필요한장치였다. 

평양공동선언과함께남북한은‘9.1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군사분야합의서’를통

해모든공간에서의상대방에대한일체의적대

행위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조성대책

강구, 서해북방한계선일대평화수역조성및안

전한 어로 활동 보장,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조치를강구하는데합의했다. 2018년 10월

부터철원군화살머리고지에서지뢰와폭발물제

거작업이 진행되었고, 11월 22일에는 철원 비무

장지대(DMZ) 내전술도로가연결됐다. DMZ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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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에서남북도로가연결된것은 1953년정전

협정이체결된이후 65년만에처음이었다. 그해

12월 9일에는모두 35일동안 660km의한강하

구에대한공동조사도마쳤다. 2018년연말기준

으로‘군사분야합의서’에명시된 7개주요합의

사안 중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이었다. 당시

남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의차질없는이행이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

는데도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남북관계전망

하지만 2019년 2월말베트남하노이에서열

린 2차북미정상회담회담결렬이후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이행은 중단되었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사실상멈추었다. 2020년들어와서

는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돌발변수가등장하면

서남북관계를더욱얼어붙게만들었다. 설상가

상으로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가남북간

모든연락채널의차단, 초유의개성공동연락사

무소 폭파(6.16)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계획을보류하면서간신히‘숨고

르기’국면에들어섰지만여전히불안정한상태

가이어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지난 9월 22일

연평도실종공무원피격사건이벌어졌다. 가뜩

이나경색된남북관계를수렁으로밀어넣는돌

발변수가등장한것이다. 

정부는지난해 2월북미정상회담이후경색된

남북관계의물꼬를트기위해다양한방법을모

색했다. 정부는올해초부터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이확산되기시작한올해초

부터보건·방역협력을강조했고, 올해 7∼8월

에는수해·태풍피해등과관련남북협력의사

를 내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제75주년 광복절

8·15 경축식,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을계기로꾸준히북측에호응을촉구했다. 이러

한정부의노력은꺼져가는남북관계불씨를살

려보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그러나북한은이에화답하지않았다. 북한은

큰 틀에서 올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내년 1월에개최되는제8차당대회이후대

미대화, 대남대화재개여부와시점을판단할

것으로보인다. 남북관계진전과변화는그여건

과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등남북정상간합의를변함

없이이행하고, 당장남북대화복원을위해다양

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산가족문제해결을우선시하면서국제사회

의제재틀내에서도추진가능한코로나방역물

자지원, 보건의료협력, 개별관광등을보다적극

추진함으로써남북관계를복원하고자한다. 우발

적사건이남북관계를파국으로몰아갔던전례가

다시는되풀이되지않기를바라는것이남북한당

국의입장인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서해상우

리어민피살사건과같은돌발사건이국내정치적

으로계속정쟁화되고, 여론이악화된다면남북

관계복원도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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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서해에서발생한해양수산부공무원

사망사건은평화적신뢰구축체제가없으면언

제나우발적사고가발생할수있고위기를피하

기어렵다는것을일깨워주는또한번의계기가

되었다. 이사건은남북간관계개선노력이항

구적평화체제가부재한한반도에서는구조적으

로취약할수밖에없다는점을시사하기도한다.

한국은실종자생존여부를확인할수없는상황

에서, 북측에대해수색정보교환과함께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를 수차례 요청해왔

다. 그러나지난 6월부터일부탈북민단체의대

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한국과의 통신 연락

선을차단한북한은여전히이같은요청에는호

응하지않고있다. 물론, 9월 25일북한이통지

문형식으로김정은위원장의신속한사과와재

발방지약속을표명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

다. 특히“남북간신뢰와존중의관계가허물어

지지 않게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

조한점은남북관계가파국으로가지않도록신

중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있다. 그러나향후남북대화가재개되더라도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문제는 다

시수면위로떠오르게될것이다. 한국군의첩

보를 종합하여 추정한 상황과 북한이 통지문에

서밝힌내용간의차이를확인하지못한채사건

의진상규명이미해결과제로남게되었기때문

이다. 

한반도안보정세와북한의선택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앞으로

북한의비협력적태도가지속될것인지의여부

이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될 안보환

바이든정부의대북정책을

국익에맞게골든타임활용해야

金珍我

한국국방연구원북한군사연구실장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겸임교수

외교부·통일부정책자문위원

특집Ⅱ 공무원피살사건으로보는남북관계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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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면 북한의 입장변화는 불가피할 것으

로예견된다. 그것은미국대선이후의달라지

는 환경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에 유리한 환

경을조성하는데한국의역할이더욱커질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관

계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대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고려하게될가능성이높다. 비핵화협상

은 남북 평화체제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

며, 북미간외교적협상구도와남북교류협력

관계가끊임없이상호작용하게 된다는점에서

그러하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한국이 남북관계를“대조

선 제재 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한다고 주장

하면서 마치 한미 비핵화 공조가 남북관계 개

선에방해가된다는논리를전개했다. 또한한

국이중재자, 촉진자행세를하는것이무의미

하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 한국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축소되는구도가형성되어왔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가추진한대북정책의특징은전통

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는데, 첫번째특징은북한과의협상에연

합훈련과같은한미동맹문제를단독으로결정

하는측면이있다는점이다. 그리고두번째특

징은북한에대해선제적군사공격을위협하거

나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강경-유화

의 양극단의 유형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비핵화협상에있어서북미양자가

중심 행위자로 세팅이 된다. 그러나 동맹관계

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2021

년 1월 20일부터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구도

는변하게될것이다. 

바이든캠프는그간동맹관계를희생하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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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대동결’제안에는반대해왔으며, 우방국과의

공조를통해충분한실무협의가진행된이후북

미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비핵화·평화체제

논의를준비하는중간단계가필요하게되며, 따

라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확대될

가능성이높다. 따라서중재자또는촉진자로서

의한국의실질적역할을북한이부정하기어려

워지는상황이조성될수있다.

그렇다면, 북한의선택지는세가지로축소된

다. 첫째는 대화 없이 관망하기, 둘째는 강경한

행보를보이면서버티기, 셋째는한국을전략적

으로활용하여북미대화의조속한재개를견인

하기이다. 첫번째옵션과관련하여서는코로나

19 이후북중교역중단과태풍수해로인한피해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

이 변수가 된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제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경제개발계획 공표를 앞

두고있다는점도중요하다. 만약주민들에대한

희망적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황을 타개

하기위한당지도부의리더십을보여주고자한

다면, 북한이 2021년에외교적출구를찾으려는

동기는높아진다. 이러한상황에서소극적관망

은합리적이지않을것이다.

두번째옵션과관련하여서는, 당분간도발의

기대효용이높지않은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

다. 일반적으로, ‘도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할 때 시도된다. 첫째는 상황이 비우호

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도발적 행동으로 판세

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때이고, 둘째는

적은비용으로도상당한정치적이익을거둘가

능성이 높을 때이다.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긴

장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도발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한국의 유화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

려운상황으로몰고가게될것이다. 또한미국

을대상으로한과도한도발은미국의대북억제

의지와, 동맹강화움직임을촉진하게된다. 민

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미약속했던점은중요하게여긴다는점이북

바이든캠프가비핵화를포함한군축을중시해왔다는점에서, 

한반도비핵화와신뢰구축문제를연계하는것은어렵지않을것이다. 

이는단기적으로는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그리고장기적으로는위기감소를위해매우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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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 당

선자를 비롯해 바이든 캠프의 참모들은 단계적

이고실용적접근을언급해왔다. 그러나바이든

정부 취임 초기부터 북한이 군사도발을 시도한

다면, 북한지도부는향후기대할수있는협상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이 도발로 얻게 될 기대효용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할수있다.

세번째는한국을활용하여비핵화협상을재

개하는모멘텀을다시살리는것이며, 북한이고

려할수있는옵션이다. 바이든캠프의비확산전

문가들은오바마정부시절이란과의협상을기

획·추진했던인물들이라는점에서, 북한비핵화

협상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2006년 6자회담

이 9.19 공동성명을도출한이후북한핵실험과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문제로 회담이 공전

할때, 미국과북한사이를오가며대화의모멘텀

을다시살렸다. 한국은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

기조치를담은 2.13 합의와제2단계조치인 10.3

합의를조율하는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

했다. 바이든정부의출범이후한국이적극적인

중재역할을할수있는기회는더욱높아질것이

며, 그간북한이비판해온한미간실무회담의중

요성은실제적으로더욱높아질것이다. 미국과

의대화가답보상태에있는가운데, 북한이미국

과의협상을재개하고자한다면협력적남북관계

의가치를평가절하하기힘들어진다.

한국정부의과제

향후한국의과제는 1월 20일차기미국정부의

공식적 출범 이전까지의 시간 관리이다. 바이든

캠프는현정부의업무에개입하는모양새를취하

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한미간 공식적인 접촉은

제한될 것이다. 취임식 이후에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정부시기의대외정책을정상궤도로복원

하는데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이며, 북한문제

에매몰되기를희망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점

은또한향후수개월간민주당의대북정책이한

방향으로고착화되지않고상당히유동적일것이

라는의미이기도하다. 한국정부는바이든정부

의대북정책을한국의국가이익에부합하는방향

으로세팅할수있는골든타임을잘활용할필요

가 있다. 또한 한미간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계속진행된다는점을지속적으로확인시

키는것은북한이상황을오판할가능성을줄이는

데기여하게된다. 특히바이든캠프가비핵화를

포함한군축을중시해왔다는점에서, 한반도비핵

화와신뢰구축문제를연계하는것은어렵지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비핵화와군사적신뢰구축의목

표는예측성과투명성제고라는두가지의원칙을

공유한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이는단기적으

로는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그리고장기적

으로는 위기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한미실무협상수준부터정교한비핵화·

평화체제로드맵을구상하여협의하는데외교적

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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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사람 만날 때면 주먹으로 주먹을 툭!

친다. 권투식공격적인사법이다. 손을꽉맞잡

거나포옹하면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갖다

준새로운인사풍속도다. 세상많이변했다. 변

하지않으면죽기쉽다. 이른아침에잠을깨면

신문보고세수하고조반먹고출근길에나서는

것이통상일정이다. 헌데‘COVID19’-눈에보

이지않는코로나바이러스가온세상을헤집어

놓은 지 근 1년이 지나가는 동안‘거주 이전의

자유’가변질됐다. 일하는방식도달라졌다. 손

씻기와소독에반드시마스크쓰고 2m ‘사회적

거리’를두고이동해야한다. 사무실에출근않

고도 집에서 화상( 像)회의로 일하고 보고(報

告)·지시하면된다. 월급은온라인으로받는다.

스승이나 학생도 집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컴퓨

터로 배우고 가르친다. 매우 편리한 것 같으나

일상생활에활기는사라지고세상살이가‘올스

톱’된느낌이다. 동료끼리전화하면‘방콕(방에

콕처박힘) 생활에미칠지경’이란비명소리를

듣게된다. 

중국우한(武漢)에서번졌다는코로나가유입

된지 11개월에약 500명 (11월 1일현재 432명)

가까이죽었다. 독감으로눈을감은사람도적지

않고하루에 38명씩이나자살하는가하면사고

(事故)나 신병(身病)으로 장례식장 거쳐가는 이

가자꾸만늘어가니저출산풍조와맞물려인구

는그만큼줄어든다. 

이런 와중에도 웃기는 일이 없지도 않았다.

10월 10일 깜깜 어두운 평양 거리를 횃불로 밝

힌군사퍼레이드-신생핵미사일(ICBM)을앞세

운노동당창건 75주년기념행사! ‘27,390여일

의 빛나는 역사’라고 자랑했다. 일찍이 경험하

지못한, 그러니까평생처음보는희한한박수

와함성이새벽밝기를재촉했다. 국경일인광복

절, 개천절, 한글날의잇따른반(反)정부태극기

군중집회를 원천 봉쇄한 광화문의 경찰 방벽과

“서둘면헛디딘다…늦더라도함께가자”

諸宰馨

언론인

前대한언론인회회장

한국일보사우회장

장영실기념사업회회장

특집Ⅱ 공무원피살사건으로보는남북관계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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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선거공약이오버랩되면서“세

상오래살고볼일이구나”저절로홍소(哄笑)가

터져나왔다. 

민생위한정책이되레발목잡는역풍

코로나 때문에 주름진 민생고를 달래준답시

고평생처음거저주는생활지원금 30만원, 60

만원을 받아 고구마 사먹고 우유 마시는 기분

썩 나쁘진 않았지만 곰곰 생각하니‘달콤한 독

약’같이느껴짐은어찜인고? 후손들에게떠넘

기는‘채무증서’가될것인줄짐작하니가슴이

메어진다. 민초들의어려움을대변하듯‘티끌인

생’을뜻하는진인(塵人) 조은산이예절갖춰올

린시무칠조(時務七條) 상소문과무명옷농사꾼

차림의마당쇠가덩달아낸상소문이한더위에

냉수같은 청량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하(殿下)

의명쾌한비답(批答)이전혀없으니허공에개

짖는 소리, 곧 상민(常民)의 헛소리로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다. 기업을 손질한다고 내놓

는 개혁·개선책은‘장사 못해 먹겠다’는 비명

을빚어낸다. 집값과전세·월세값을안정시킨

다고 23차례나거듭발표한국토부정책은되레

집값·방값만 올려놓았다. 속수무책으로 가만

히버려둠만같지못하다는비아냥이거세였다.

시간이흐를수록아파트는낡아져서값이내려

가야하는데당국이건드릴수록값이치솟으니

‘감가상각’이란 단어는 경제학사전 속에 숨어

버렸나? 

이렇듯답답한상황속에서도청풍같은뉴스

가간간이들려온다. 10월 9일파리공군비행장

에서는‘마지막 프랑스인 인질’소피 페트로냉

(75,여)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환

영을받으며비행기트랩을내려왔다는소식이

다. 그녀는 4년전말리이슬람무장세력에납

서울중구한국언론회관서울외신기자

클럽서해수부공무원유족기자회견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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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고생하다가프랑스정부의외교적노력으로

이날풀려난것이다. 외신은‘국민한사람의목

숨도소홀히하지않는대통령’이라고마크롱을

칭송하였다. 

우리의경우를생각해본다. 1976년 8월 18일

그 유명한‘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자르던 미군 장교 2명

이북한군의도끼와총에맞아죽은사건. 보니

파스대위와마크바렛중위가전사했다. 김일성

의‘유감’표명으로 응징보복작전은 전쟁 일보

직전에멈춰졌다. 

2008년 7월 금강산을 구경 갔던 박왕자씨는

해금강 바닷가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비명횡사

했다. 2015년방북했던미국버지니아대학생오

토웜비어군은 2017년초식물인간이된채풀

려났으나 귀국 후 고문 후유증으로 1주일 만에

죽었다. 

우리정부의호의(好意)에대답없이

침묵하는평양

2020년 9월 22일서해NLL근방해상근무중

이던해양수산부공무원이모(47세)씨는 38시간

물결에 쓸려간 나머지 북한군에 붙들려 6시간

신문(訊問) 끝에 총살, 기름 뿌려 화형, 수장(水

葬)됐다. 천인공노할만행이다. 뒤늦게놀랜정부

는군함으로, 비행기로여러날서해바다를뒤졌

으나유해·유품을찾지못했다. 어린아들은대

통령께올리는편지로‘아버지를찾아주세요’라

고청원하고, 친형이래성씨는동생의사인(死因)

이추락, 실족, 납치, 수영, 표류, 월북인지소상

히밝혀서궁금증을풀어달라고공개질문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화

상(畵像) 연설을 통하여‘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등평화타령에아카펠라를관람하다가 9월 28일

에야‘가슴아프다’고한마디했다는것이다. 이

를보는백성들의마음을무엇이라, 어떻게표현

해야할지난감할뿐이다. 프랑스대통령의처신

과는너무다르다는논평이다. 왜‘즉각돌려보

내라’고한마디안했을까? 

야당(국민의 힘)은‘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

한대통령’이라고비판, 국정감사를통해정부를

문책하고있다. 비무장민간인을총살하고개성

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못된 짓

을연거푸저지르고도사과한마디없는북한정

권.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년기념심야군

사 퍼레이드 끝에“남조선 동포와 손잡는 날을

기대한다”는김정은연설에반색하는이인영통

일부장관. 경제적제재, 코로나방역, 태풍수해

등삼중고(三重苦)에시달리는북한동포를인도

적차원에서돕겠다고하는우리정부의호의(好

意)에대답없이침묵하는평양당국. 

깜깜이 군사 열병식에서 북쪽이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과우방국을겨냥, 공격할수있는장거

리 핵미사일(ICBM)이었다. 입으로는‘평화’를

노래하면서도 겉으로는‘전쟁준비 완료태세’를

과시하고‘핵절대사수’를은근히표방하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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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독재공화국의 이중성을 누가 어찌 믿겠는

가? 1910년 임금 순종(純宗)이‘한·일 합방조

약’에옥새를찍어국권을상실하기전에는반도

삼천리강토에‘대한제국’한나라가 500년사직

을지켜왔었다. 

그러나제2차세계대전후자유·공산진영의

대립과 약육강식의 국제정세로 말미암아‘대한

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갈라진

남북은세계유일한분단국가로서UN 회원국가

로동시가입했지만언젠가는하나로뭉쳐질것

이다. 결코서둘건없다. ‘급하거든돌아가라’는

독일 속담이 생각난다. 이스라엘은 세계열방으

로 흩어진‘디아스포라’가 된 지 2000년 만에

고토(古土)에귀환, 1948년독립했다. 

폐쇄된‘평양궁전’을 자유세계에 개방하도록

시간을두고느긋하게기다리면좋겠다. 뭐가꿀

리나? 어째서 머리를 수그리나? 대한민국은 세

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이다.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성급하게 서둘면 헛디디기 쉽다. 갈라진

남북이서로행복하게잘살기경쟁을하다가때

가 이르면 자연스럽게 합쳐질 날이 올 것이다.

더디더라도 서로 손잡고 얼싸안을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높이날고멀리보자. 언젠가같은핏

줄은하나로뭉치게되어있다. 

‘원(怨)의정치’에서‘원(願)의정치’로

진로를바꿔야

지난 10월태국방콕에서열린제2회세계문

자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소리문자‘한글’이 1

등금메달을차지했다.(2등인도텔루구, 3등영

어 알파벳). 대한민국은 8.15해방 후 70여년 만

에‘얻어먹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

했다. 북한보다 45배나더잘산다. 조선(造船) 1

등국, 자동차 4대강국, 반도체 1등국, 휴대폰·

냉장고·TV·세탁기모두 1등국이다. 주식품인

쌀이창고에넘치고, 고속도로가34개로온나라

가 1일생활권이다. 

기능올림픽에서 10년계속세계 1등을차지했

다. 인천국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이며, 지

하철도 세계 1등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짜

로타는‘지공세대’다. 아파트보급률 102%, 원

자력발전기술과초음속전투기를수출한다. 이

밖에도모자, 헬멧, 지문인식기, 문자열쇠, 내비

게이션, CCTV, LED 조명 등… 국산 162개 상

품이세계으뜸상품으로지구촌에팔린다. 자연

과학, 생명과학 NANO 천체 물리학, 독감백신,

코로나백신연구등으로머지않아노벨과학상

도받게될날이다가온다. 현택환교수는 2020

년도노벨화학상후보로물망에올랐었다. 우리

는박수갈채를보내격려했다. 

늦었다고한숨짓는때가가장이른때다. 문재

인대통령은촛불시위에힘입어다수국민이뽑

은국가원수이다. 거짓말많이한다고야당은비

판하지만 인기 만회의 찬스는 아직 남아 있다.

임진왜란때이순신장군은“신에게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장계를 올리고 전세(戰勢)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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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 노량대첩으로승리를거두지않았던가!

원(怨)의정치에서원(願)의정치로진로를바

꾸면 된다. 썩은 살은 과감히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아첨배와 복지부동, 면종복배하는 관

리는솎아내고, 숨은인재를발굴, 등용하면국

면(局面)은 반전될 것이다. 삼고초려의 인재등

용이 선거공약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집무하고퇴근길엔민초와어울

려 막걸리를 마시겠다고 말했었다. 윗분의 말

이 헤프면 아랫사람의 말도 방정맞기 쉽다. 너

도 나도 말하면 중구난방이다. 보좌관이나 비

서는 본래 입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청와대

대변인’의 존재위상이 돋보일 것이다. 국정감

사에서 나온 이수혁 주미대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은 대통령급 발언으로 들렸다. 분수

없이입놀리면푼수가되는법이다. 넬슨만델

라(1918∼2013)의용서와화해정신, 라몬막사

이사이(1907∼1957)의 멸사봉공 개혁사상은

만인이좋게보는아이콘(聖像)이아니던가! 이

분들의치도(治道) 본받으면틀림없이박수받

을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백성들은말이없어도속으로생각은한다. 조

국(曺國)·추미애(秋美愛) 전·현직 법무장관의

귀걸이코걸이식법치관(法治觀), 대통령의말씀

대로‘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다가 코너에 몰

리는 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길,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감사보고문제등으로화제에오

른최재형감사원장의뚝심을보고백성들은많

은것을생각하게된다. 

문득루이 16세의왕비마리앙투와네트의치

맛자락, 진시황의만리장성, 알프스를넘고도깨

닫지못하는나폴레옹, “빈손을관(棺)밖에내보

이라”고 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 등이 주마등

같이스쳐간다. 나물먹고물마셔도격양가를

부른요순(堯舜) 시대의백성이무척부럽다. 세

계최고·최상인대한민국의복지를누리면서도

‘나랏님’을욕하고공산주의를사모하는부류의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임금귀는 당

나귀귀’라했다. 듣기는속히하고말하기는더

디하는모습을보고싶다. 많이듣고깊이생각

하여 결론만 말하면 현군(賢君)이 되리라. 역지

사지(易地思之)할 줄 알면 지혜로운 리더십을

지녔다 볼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

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

다. 자존감에서 나온 신념과 의지로 설계하고

관용과 협치로 항행하는 뱃사공은 성공의 포구

에서달콤한미소를지을것이다. 세상에는공짜

가없고거저도없다. 심은대로거두리라. 박수

칠때퇴장하는이의뒷모습은아름답다하리라.

옛시조한수를덧붙이며글을끝맺는다. “공명

을즐겨마라영욕이반이로다/ 부귀를탐치마라

위기를밟느니라/ 우리는한가한몸이니꺼릴것

이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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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백석(본명 백기행) 시인은 1912년평안북도정주에서태어났다. 1924년오산소학교를졸업하고오산학교(오산고등보통

학교)에입학하였다. 1929년오산학교를졸업한후, 1930년조선일보‘신년현상문예’에단편소설「그모(母)와아들」이당선

되었고, 일본도쿄의아오야마(靑山)학원영어사범과에입학하였다. 1934년졸업후귀국하여조선일보사에입사하였으며,

1935년조선일보에시작품「정주성」을발표하면서등단하였다. 1936년함경남도함흥영생고보의영어교사로부임하였으

며, 1939년『에는경성으로돌아와『여성』지의주간일을맡기도했다. 1940년에는만주장춘으로가서만주국국무원경제

부직원으로재직하였고, 1942년에는만주안동세관에서일하기도했다. 1945년해방과함께정주로귀향한뒤에러시아문

학작품 등의 번역 등에 매진해 오다가 1958년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1996년에 죽었다. 시집으로『사슴』

(1936), 『백석시전집』(1987), 『흰바람벽이있어』(1989) 등이있다.       

나와나타샤와흰당나귀
백석

가난한내가

아름다운나타샤를사랑해서

오늘밤은푹푹눈이나린다

나타샤를사랑은하고

눈은푹푹날리고

나는혼자쓸쓸히앉아소주를마신다

소주를마시며생각한다

나타샤와나는

눈이푹푹쌓이는밤흰당나귀타고

산골로가자출출이우는깊은산골로가마가리에살자

눈은푹푹나리고

나는나타샤를생각하고

나타샤가아니올리없다

언제벌써내속에고조곤히와이야기한다

산골로가는것은세상한테지는것이아니다

세상같은건더러워버리는것이다

눈은푹푹나리고

아름다운나타샤는나를사랑하고

어데서흰당나귀도오늘밤이좋아서응앙응앙울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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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중요한국가정책은국민적여망과지혜의

결집일것이라생각한다. 그러나이념이나국가

지도자의의중에따라중요한국가정책이국민들

이알지못하는사이에잘못결정되는경우도많

다. 현재국회심의중인민주당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보면더욱그런생각이든다.

지난 8월 4일김병기의원등 50명이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①국정원 명칭 변

경, ②직무범위 축소, ③대내·외적 통제 강화,

④정보공개범위의확대, ⑤국정원직원에대한

벌칙강화등국가안보의중요한한축(軸)인국

정원을완전히무력화시킬수있는내용들이다

수포함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손발이 잘린

「불구정보원」, 자율적업무추진이어려운「식물

정보원」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원 받는「왕

따정보원」이될가능성이많다.

대공수사권폐지로간첩천국이될수도

우선 가장 중요한 직무범위 축소 문제를 살

펴보자. 국정원 직무 중 ①대공수사권 ②북한

과 연계되지 않은 안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③국가보안법상찬양·고무죄에대한정보수집

④국정원직원의직무관련범죄에대한수사권

등네가지직무가폐지된다.

첫째, 대공수사권폐지문제이다. 국정원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 북한간첩과 국가안보 위해

(危害) 사범 수사는 경찰이 전담(專擔)케 된다.

그러나북한간첩의 90%가외국을통해침투하

고 있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도 없고 타국에서

의 정보·수사 활동이 주권침해에 해당돼 간첩

수사를제대로할수가없다. 

민주당국정원법개정안, 

무엇이문제인가

염돈재

前국정원 1차장
前성균관대국가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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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첩수사를 위해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

보 , 인간정보 (HUMINT)와 기술정보

(TECHINT),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출

처(source)를활용해야하나경찰은간첩수사를

위해 이런 정보자산(資産)을 별도로 갖추기 어

렵다. 더욱이간첩수사에는정보와수사의유기

적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82개국

중미국, 프랑스, 이스라엘등 52개국이정보기

관에 수사권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역(逆)으로정보와수사를분리시키려한다.

박지원국정원장은국정원이도와주면된다지

만현실을모르는얘기다. 정보기관정보는비밀

출처를통해수집한것이많아다른기관에넘겨

주기가어렵다. 따라서현실적으로대외안보위

협에직면해있는나라가운데간첩수사를경찰

에만맡기는나라는단한나라도없다. 그런데

우리는간첩수사를경찰에만맡긴다는것이다.

경찰내부사정을보면, 북한간첩이나반국가사

범수사를경찰에만맡기는것은얼마나큰잘못

인지금방알게된다. 1980년대말박종철사건

등일련의사건이있은이후경찰의안보수사능

력이대폭저하됐고문재인정부출범후경찰이

검거한간첩은 3명에불과하다. 또경찰에는일

반 시민,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가 안보수사 여부를 검토토록

돼있어간첩수사를제대로하기가더욱어렵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공안부도

대공업무와인원이 30% 이상감축됐고,  국군

기무사령부도 아무 근거 없는‘계엄문건’을 이

유로해체하고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신설하는

과정에서 4,200명이던요원이 2,900명으로감

축됐고많은베테랑요원들이교체됐다. 따라서

국정원대공수사권폐지는심각한국가안보수

사공백으로이어질가능성이많다.

안보사범에대한정보수집도엄격히제한

국정원대공수사권폐지대신안보사범에대

한조사권을부여한다고하나국정원은정보수

집도제대로할수없게된다. 안보사범수사에

서가장어려운부분이북한과의연계입증인데

국가보안법위반자에대한정보수집을“북한과

연계된안보침해행위”에대해서만하도록제한

한다. 말하자면‘간첩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서만정보수집을하라’는격(格)이니간첩정보

수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또이렇게되면조국(曺國) 전법무장관이관련

됐던 1990년대초사노맹사건이나이석기의원

이관련됐던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 같이

북한과의 연계가 없거나 연계관계가 밝혀지지

않은반국가사범, 이른바‘자생적안보사범’들

에대해서는정보수집도할수없게된다.

또간첩색출의중요한단초를제공하는국가

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관한 정보수집도 금

지시켜간첩정보수집은착수조차어렵다. 국정

원직원의업무상범죄에대한수사권이폐지되

면종북세력들이허위정보로국정원요원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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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집’을 유도한 후 고발해 국정원 요원은 종

북·반국가세력의손쉬운‘먹잇감’이된다. 그

리고국정원에부여하는조사권이란주민등록조

회나 출입국기록 조회도 못하는 권한으로 국정

원직원은삼림단속이나환경단속공무원보다도

못한권한을가지고간첩정보를수집해야한다.

간첩잡는일을아예하지말라는얘기나마찬가

지다. 이렇게되면원하든않든대한민국은간첩

천국, 종북세력천국이될수밖에없다.

통제강화로창의적정보활동어려워

국회정보위원회의 통제강화도 국정원의 손발

을묶어놓는다. 국정원은①신안보위협정보수

집범위설정시국회정보위의승인을받아야하

고, ②정보감찰관은국정원근무경력이없는사

람가운데정보위가추천한인사를임명해야하

며, ③정보위원 3분의2 이상요구시조직, 소재

지, 정원과비밀공작등거의모든기밀을정보

위원회에공개해야한다.

지금은감사원이회계분야큰항목감사만하

고있으나앞으로는감사원이요구하면①국외·

북한정보수집과비밀공작②방첩③내란·외환

의죄관련업무등국정원의가장중요한업무에

대한자료제출을거부할수없게돼감사원의세

부감사가가능해진다. 정보업무는비정형적업

무, 성과예측과비용·편익분석이어려운업무,

효율성보다는효과성이중시되는업무가많은데

법규준수와효율성여부, 회계및증빙자료의정

확성을중시하는감사원감사가이뤄지면과감한

정보활동은엄두도못내게된다. 

세계에서 의회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세부감사도 받는 정보기관은 하나도

없다. 애초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를 만들

때정보기관에대한통제와감독을의회로일원

화 해 정보기관의 자율성과 기밀을 보호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정보업무에문외한인‘독립적정보감찰관’이

각부서업무까지관여하게되면실무부서의자

율적, 창의적활동은크게위축될수밖에없다.

정보공개로‘비밀없는비밀정보기관’이돼

기밀공개범위확대도큰문제이다. 정보위원

3분의2 이상이요구하면국정원의해외거점, 가

장업체, 공작원현황등민감한기밀을모두공

개해야한다. 그러나정보위원의기밀누설시벌

칙은하나도없어기밀누설을막을방법이없다.

또 감사원 감사관들이 매년 교체되고 외부출신

정보감찰관이 2~3년근무하다떠나면국정원의

모든 비밀이 하나하나 새 나가 국정원은‘비밀

없는비밀정보기관’이된다. 그리고이런사실이

알려지면공작원·협조자의확보와외국기관과

의정보협력이어려워져국정원은국제사회에서

경원받는‘왕따정보원’이된다. 

국정원명칭을바꾸겠다는것도잘못이다. 국

정원명칭은각부처정보업무를통괄하고국내

외 정보를 모두 취급하는 국가최고 정보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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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나타내야하는데새로운명칭‘대외안보정보

원’은미국 CIA처럼해외정보만취급하는기관

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NIS)은지난 20년간세계 8∼12위권정보기관

으로명성을쌓아온브랜드가치가높은명칭인

데‘흑역사’청산을이유로개칭하게되면명예

가실추되고협력관계에있는많은외국정보기

관들에게큰혼란과번거로움을주게된다. 더욱

이국정원법 27개조가운데직원처벌규정이 6

개나되고, 형기는 7년에서 10년으로늘어나며,

공소시효는무기징역죄 15년보다훨씬높은 20

년이된다. 

손자병법 13篇 용간(用間)편을 보면 장수(將

帥)는첩자와가장친밀한관계를유지해야하고

가장후(厚)한대접을해야하며인의(仁義)가없

으면첩자를부릴수없다고했다. 첩자는유능

한사람이어야하고, 목숨과신명(身命) 바쳐일

해야하고배반하면엄청난손실을초래하기때

문이다. 이 정부가 국정원을 이렇게 천시(賤視)

하고홀대해서무엇을얻겠다는지알수가없다.

납득하기어려운국정원법개정이유

국정원법개정이유도납득하기어렵다. 이번

개정안의핵심목표인정치개입과권력남용방지

를위해서는국정원장임명시국회동의를의무

화하고, 정치개입지시를받은직원이국회정보

위원회에제소토록하면되는데, 이런손쉬운방

법을놔두고국정원을완전히‘무력화시키는개

혁'을하려는이유를알수가없다.

권력분산과 견제·균형으로 권력남용을 방지

하기위해대공수사권을경찰에넘긴다는데간

첩 잡는 대공수사권이 무슨‘권력’이며 국정원

과경찰이나누어가지고있는대공수사권을경

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고 견제균

형인지모르겠다.  

‘흑역사’청산을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데 2014년 북한 거주 중국인이

탈북자로위장해입국한후북한을왕래하면서탈

북자 200여명의명단을북한에넘기는등의일

로기소된소위‘유우성사건’외에국정원의대

공수사권이문제가된경우는단한번도없다. 더

욱이국정원보다훨씬요란한흑역사를가진경찰

에대공수사권을넘기는것이무슨흑역사청산이

고무슨개혁인지도저히납득할수가없다.

북한핵문제와미·북관계악화로한반도주

변정세가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는데, 대

공수사체제를약화시키면북한의핵개발과대

남적화 전략을 고무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또 간첩침투를

쉽게 해 놓으면 김정은이 간첩침투를 증가시키

고 수 틀리면 요인암살, 시설폭파 등의 유혹을

받을가능성이많다. 지금은국정원의대공기능

을더욱강화해야할때인데반대의개혁을추진

하고있으니안타깝기짝이없다. 광화문네거리

에가서“국정원은국민을지키고국민은국정원

을지킨다”를크게외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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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얼마전에재정준칙을내놓았다. 그러

나준칙의법적근거와적용시기는물론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재정준칙을 법이

아니라시행령에담겠다고하는데, 대통령은언

제든지시행령을바꿀수있다. 적용시기도현

정부가 끝난 2025년 이후인데 이는 현 정부의

방만한재정운영에대해면죄부를주는것과같

다. 재정준칙의계산식도재정건전화를위한의

지는보이지않고꼼수처럼악용되기알맞다. 계

산식은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이계산식에따르면통합재정수

지 비율이 0.0001%라도 흑자이기만 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아무리 올라가도 재정준칙 위반이

아니다. 또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만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90%까지 늘어도 문제가 없다.

재정은마지막보루다. 가계와기업이어려워지

면정부가도와야하는데재정이무너지면이마

저도하기어렵다. 우리나라는인구구조와노동

시장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늘어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없다. 이미가계부채와기업부채는최악

의상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의하면 GDP

대비가계부채비율이 97.9%로조사대상국중

에서 가장 높고,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도

104.6%로 7번째로높다. 

강력한재정준칙이필요한경제구조

우리나라는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재

정위기의늪으로빠져들고있기때문이다. 재정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

다. 첫째, 수입보다지출이훨씬많고둘째, 지출

이미래를위한투자가아니라현재소비에치중

하고셋째, 재정위기가닥쳐와도지출을줄이기

가쉽지않도록구조화되었다. 정부는소득주도

성장의미몽에빠져재정확대로경제성장은물

론사회복지까지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

한국형재정준칙, 문제없는가

김태기

단국대경제학과교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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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출을마구늘렸다. 사람중

심 경제 등 온갖 미명으로 정치

논리가판치고사업의타당성검

토도 무시해, 재정의 성과는 작

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인다.

예산은 2017년 이후 매년 10%

가까이 증가했으나 경제성장률

은평균 2%에미치지못했다. 체

감 실업률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면, 생산성

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

정확대에더열을올려내년도예산은 90조원

의국채까지발행해 556조원으로증액했다. 이

에따라국민이세금이갚아야할세금은 6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도 2017년 36%에서 내년에는 47%로

올라가, 한국은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경제개

발협력기구(OECD) 국가중에서가장빠른나라

중의하나가되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나라와 비교하냐

에따라다르다. 또재정을늘리면일자리가증

가한다고주장한다. 이또한사실과다르다. 먼

저재정과일자리의관계에대한경제개발협력

기구(OECD) 국가의 경험을 보면 재정이 악화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늘면 재정

이 나빠진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만큼 개인

의소비와기업의투자여력이줄어민간고용

이 감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도 생산

성이 올라가지 않아 결국 지출만 늘고 세수입

은감소하기때문이다. 또재정이나빠지면실

업률은 나선형을 그리며 악화한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부채를 갚기 위

해국채를발행하다가재정위기에직면하게되

고, 위기의 마지막 수단인 공공일자리 사업마

저하기어려워진다. 이러한일은남미는물론

이고우리나라에도꽤알려진그리스와스페인

이탈리아등남부유럽이그랬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등복지국가의전형으로손꼽히는북부

유럽은노동생산성은높고실업률이낮아세수

입이좋고재정도건전하다. 또공공부문고용

비중이 높아도 생산성도 그만큼 높고, 복지국

가를유지하기위해서라도재정건전성은반드

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여야가 모두 폭넓게

공유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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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책실패사례타산지석삼아야

외국의 정책실패는 타산지석이다. 지금도 실

업률이 높은 그리스(18%), 스페인(14%), 이탈리

아(10%)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전만해도노

동생산성은낮아도나름대로경제성장과재정이

양호했다. 그러나우리나라처럼포퓰리즘이나라

를흔들어세수입이좋다고돈을마구풀다가세

계금융위기가터지면서재정이몇년사이에급

속히 악화했다. 결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치솟아그리스는 177%, 이탈리

아 135%, 스페인 95%로되었다. 게다가지금우

리나라처럼재정은늘리면서노동시장을경직화

시키고생산성은높이지못했다. 그결과다른나

라보다경기회복이훨씬더뎌재정위기가만성화

되었다. 이로인해금융과외환시장은계속불안

했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의통제하에놓였듯이, 결국국제기구에구

제금융을요청했다. 그러나 IMF에더해유럽중

앙은행과유럽연합이라는트로이카는냉정했다.

이들은지원의조건으로긴축재정과노동시장과

복지개혁등을요구했고받아들여지지않으면추

가지원이곤란하다며버텼다. 어쩔수없이따랐

으나 긴축재정정책은 공공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했고, 미온적인노동시장개혁은비정규직만늘

려정치사회불안이가중되었다. 

재정안정에성공한나라를본받아야한다. 정부

는우리나라의국가부채비율이낮다고하지만남부

유럽이아니라북부유럽과비교하면이야기가전혀

달라진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등북부유럽은

노동시장과복지개혁이성공해저실업-고생산성으

로재정이건전하고경제도지속적인성장을한다.

실업률은스웨덴이6%, 덴마크4%, 노르웨이3%이

고,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은각각35.1%, 33.2%,

40%로우리나라보다낮다. 또정부는재정악화에

대한비판을미국과일본도나쁘다며피해간다. 그

러나여기에도중요한사실을외면하고있다. 미국

과일본의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100%를넘는

것은사실이지만실업률은3% 정도로매우낮다. 독

일도마찬가지로정부부채비율이60%로높고실업

률도3% 정도에지나지않는다. 실업률과정부부채

비율은일반적으로양의상관관계지만예외가되는

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 3개국모두기축통화국

가라정부부채증가에따른국내경제의부담이작

다. 게다가미국과독일은노동생산성이세계에서

가장높은국가군에속하고일본은해외자산이가장

많은나라중의하나이기때문이다. 

재정악화의원인은정치실패

재정악화는궁극적으로정치실패에기인한다.

경기가일시적으로나빠지면수입보다지출이많

고경기가좋아지면균형으로돌아가는게정상이

다. 그러나기술혁신이나산업구조변화에따른구

조적인경기침체문제는재정으로해결하기어렵

다. 그런데도정치적인이유로재정으로해결한다

고무리수를둠으로써오히려성장과고용에장애

가된다. 재정정책에정치가판을치면심각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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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을풀어일자리를늘려선거에이기려는

유혹이정치에따라다니기때문이다. 재정악화를

해결하려면정치와경제양면에서다각적인노력

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경제의체질을바꾸고

단기적으로는재정에대한규범의확립이필수다.

독일과북부유럽은동서독통일과과도한복지로

한때위기에처했으나재정에대한규범은흔들리

지않았다. 반면, 남부유럽은정치불안으로규범

이무너졌다. 북부유럽은복지와노동개혁을, 독

일은여기에더해산업혁신까지강력하게추진했

다. 노동시장유연화에다복지와일자리를연계함

으로써세수입은늘리고낭비성복지지출을줄였

다. 독일은 4차산업혁명으로기업의경쟁력은키

우고직업교육·훈련의질을높여신기술도입에

따른고용불안을줄임으로써또미국은노동시장

유연성의장점을살리고첨단산업에더해강력한

제조업부흥정책을통해세수입기반을확대했다. 

포퓰리즘으로부터나라보호규범이재정준칙

정책에도 규범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나라는

재정준칙을만든다. 포퓰리즘으로부터나라를보

호하기 위해서다. 159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

고 117개국은법률과헌법으로재정준칙을도입했

다. 우리나라는재정준칙을강조하면보수, 그렇

지않으면진보로보는경향이있는데이것도착

각이다. 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은오히려진보가

더중시한다. 사회민주주의가강한스웨덴등북

부유럽은복지국가를유지하려고재정건전성에

더철저했다. 미국은보수공화당정부가세금을

줄이느라오히려재정건전성에소홀했다. OECD

국가의 경우 경기 불황기에 재정이 늘고 선거가

있을때는더욱그랬다. 포퓰리즘정책이재정건

전성을훼손했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유럽연합

(EU)은 일찍이재정준칙을회원국의의무조항으

로만들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과‘안정 및성

장협약’에 따라 각국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비율은 60% 이하로유지하도

록하였다. 이조항에따라 EU가남부유럽의반

발에도불구하고긴축재정을요구한것이다. 독일

은균형재정의의무를헌법에다부채브레이크조

항으로못을박았다. 헌법제109조제3항에연방

정부의재정적자는국내총생산의 0.35%를넘지

못하게하고자연재해나심각한경기침체가있을

때만예외로인정한다. 미국은새로운재정지출을

할때기존사업의지출을줄이거나재원확보대

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법을제정했다. 

국가살림에도불변의법칙이있다. 돈을버는

사람이많고액수가올라가세금이많이들어오

고정부가낭비를줄이면재정이건전하다. 일하

는사람즉고용률을높이고노동생산성을올리

며동시에재정을정치로부터독립시켜야한다.

대통령과국회의원부터재정준칙을준수해야지

속적인성장은물론지속적인복지도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수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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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님이운명하셨다는비보를접한

그날, 저는서른세살육군소령이었습니다. 바닷

바람부는이른새벽진해육군대학교정이었습니

다. 대통령님을가까이서모신적은없었지만눈

물이계속나왔습니다. 허망하고분한생각에그

저하늘을쳐다보고눈물을삼키고, 또한번쳐다

보고눈물을삼켰던기억이어제일처럼생생합니

다. 이자리에서저는참으로만감이교차합니다. 

오랜세월이흘러제가감히추모의말씀을드

리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을직접모시고한강

의기적을만들어낸주역들은이제거의다세상

을떠났습니다. 비록대통령님에대한개인적인

추억은없지만먼발치에서나마대통령님을존경

하며 잔뼈를 키웠고 세계의 위대한 혁명가들과

대통령님을함께생각하면서대한민국의영광을

꿈꾸었던후진의한사람으로서, 그리고평생을

정치에바친한사람으로서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가대통령님의역사적위상과그업적과유

산을오늘다시말하는것은그렇게중요하지않

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온갖폄훼와모욕이가

해졌지만, 박정희시대는우리나라를넘어 20세

기세계사에깊이아로새겨져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지금이순간도우리대한민국모든국

민은그시대의축적에의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만 해도 박정희 시대부터 쌓아올린 경제력과

국가재정, 국민건강보험을비롯한제도, 그리고

의료 및 통신 인프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온국민의참여와협력, 뛰어

난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

신적인노력으로이만큼싸울수있는것입니다.

이정권은방역성과를자기들공으로자랑하기

朴正熙시대는우리나라를넘어세계사적인기록

국가보다정권을우선하는권력은短命

姜昌熙

前국회의장(6선)
한나라당부총재최고위원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前과학기술부장관

故박정희대통령제41주기추도사

이 글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가진 故 박정희대통령 제41주기 추도식에서 행한

추도사전문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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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쁘지만, 대한민국의이저력이 어디서나

오는지모르는국민은아마없을것입니다. 

그러나이런생각들을하면할수록우리는또

다시 후회와 탄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

리는안주하고있었고, 해야할말을제대로다

하지 못했고, 시대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

화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지혜

로웠더라면, 국민의 생각과 기대의 높이를 더

일찍더깊이생각했더라면이토록우리들마음

이억울하지않았을것입니다. 대한민국현대사

가이토록뒤집히고이토록수모당하고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우리 모

두는죄인일뿐이라는생각을합니다. 

올해는광복 75주년의해입니다. 세계에서가

장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우리 국민은

6.25전쟁의황량한폐허위에서오늘의경제대

국, 오늘의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

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順天者는 흥하고

逆天者는 망한다는 그 이치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땀 흘려 일하고 근검

절약하며교육에온힘을쏟아서여기까지왔습

니다. 이것이대한민국의역사이자진실입니다.

광복 75년의우리현대사는결코부정될수없

습니다. 그누구, 그어떤세력도이역사를모

욕할수없습니다. 

지금권력자들은이빛나는역사를부정하고있

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구해낸 큰

어른들의묘를이곳현충원에서파내자는패륜적

언동까지서슴없이나오고있습니다. 그들은증오

와적개심, 그리고복수심에빠져있습니다. 역사

를뒤집고현대사의기억을말살하려하고있습니

다. 그렇게하기위해서그들은국민을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인간이성의최고표현이아니라, 권력의도구로마

구잡이로만들고있습니다. 심지어정치나권력과

는아무관계도없는세계에서가장우수하고경

쟁력있는원전폐기를아무도납득할만한이유

없이힘으로밀어붙이고있습니다. 

이정권은또기업들을옭아매는데정신이없

습니다. 일부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홍위

병이되어서하루살이떼처럼덤벼들고있습니

다. 법과정치의경계는이미사라졌습니다. 법

만 피해갈 수 있다면 아무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 인간의 염치와 양심을 법전 속

에넣어둔비천한사람들이평범한국민들의상

식과양심을조롱하고있습니다. 정권친위대를

만들고언론을틀어막으려하고있습니다. 정부

를비판하는모든집회는원천봉쇄되고개인의

자유는억압당하고있습니다. 

1970년 3월브란트서독수상이동서독정상

회담을위해기차편으로동독도시에르푸르트

를 방문했습니다. 기차역에는 수많은 동독사람

들이브란트를외치며환호하고있었습니다. 그

러나 브란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

람들이어떤체제, 어떤권력아래살고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브란트는 도저히 웃을 수조차

12월헌정내지-2차  2020.11.24 2:9 PM  페이지65   Cheil-868 



66

없었던것입니다. 

2년전 9월문재인대통령이평양에갔습니다.

환영나온평양사람들을보면서세상을다얻은

듯희열에차있던그모습, 평양의경기장에서

연설하던그모습그내용, 우리는똑똑히기억

합니다. 북한주민들은 광복 이래 히틀러, 스탈

린, 모택동 시대보다 더 혹독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비행장에,

경기장에나왔는지문대통령도알고우리도압

니다. 그러나문대통령은마음껏기뻐하고마음

껏환호했습니다. 저는그때뭐라고표현하기어

려운실망감과함께북한주민에대한연민과예

의는어떻게나타나야하는지생각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공무를수행하던우리국민이그렇게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사태를 당해서도 북을 꾸짖기는커녕 이 정권은

희생자를월북자로몰아세우는데급급했습니다.

북핵문제에는말한마디없이종전선언만앞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오밤중 군사 퍼레이드에서

우리 국민을 절멸시킬 수 있는 초대형 미사일과

온갖전술무기를두눈으로똑똑히보면서도뭐라

고한마디조차못하는이정권을우리는과연어

떻게이해해야합니까. 북에는양처럼순하고비

판하는우리국민과야당그리고대기업에는맹수

처럼사나운정권을우리는어떻게봐야합니까. 

국가보다정권을우선하는사람들, 안보와미

래를저버리고권력유지에모든것을건세력은

결코오래갈수없습니다. 향싼종이에서는향

내가나고생선싼종이에서는비린내가나는법

입니다. 거짓과 위선, 분열과 선동으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권은 끝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것입니다.  

우리가이자리에모인뜻은박정희대통령님

을기리고추모하기위한것만이아니라, 더이

상허물어지기전에이나라를살리는데모든지

혜와힘을모으자는데있을것입니다. 그렇게하

자면우리는더낮은곳에서더반성해야할것

입니다. 변하고 또 변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결코 분열하지 않고 대한

민국과민주주의수호라고하는大義아래하나

가 되어야 합니다. 能屈能伸, 국민의 뜻과 요구

를겸허히받들수있는세력, 노블리스오블리

주를 실천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세력으

로우리가나아갈때국민의마음은반드시돌아

올것입니다. 더이상낙엽처럼메말라가는나

라가아니라, 희망이소생하는대한민국을다시

만들수있다는믿음을국민에게안겨드려야합

니다. 그다짐을함께나누는것, 이것이박정희

대통령을추모하는참뜻일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안식을 삼가 기원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정재호 회장님

을 비롯한 민족중흥회 여러분,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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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가펴내는월간지 <憲政> 11월

호의글한편을보고적지아니당혹스러웠다.

제목은‘10.26 사건과 법정 공방’인데, 솔직한

내느낌은“대한민국이이래도좋을까?”하는것

이다. 주위 분들도 비슷한 놀라움을 표명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전직국회의원 1,500 여명을

회원으로하는사단법인이아니던가? 국회안에

사무실이있고, 역대회장으로는백낙준윤치영

장경순이철승등이름을대면알만한의회지도

자들이두루거쳐간곳이고, 이나라를떠받치

는기둥의하나다.

그런곳에서내는잡지에 40년전사형이집

행된대통령시해범김재규를영웅으로떠받드

는글이떡하니올라온것인데, 그게정상이라

고 보긴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

사상과 이념의 혼돈 현상이 월간지 <헌정>에도

이렇게거칠고투박한방식으로투영돼있는것

일까? 대한민국주류가흔들리고뒤집히고있다

는느낌을재삼확인했는데, 그글필자가인권

변호사의원조강신옥변호사라는점도다소뜻

밖이었다. 

김재규영웅만들기가목표인가

趙佑石

시사평론가

문화일보·중앙일보기자

KBS 이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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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류흔들고뒤집기

그가 13대와 14대국회의원을지낸경력도있

으니글을못쓸것은없지만, 확인해보니 1935

년생이었다. 곧90세가다되어가는원로라면한

국사회에 요구되는 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옳

을텐데, 1970년대의 낡은 고정관념을 확대재생

산하고있는것이다. 김재규옹호가그의신념이

고소신일수도있겠지만, 대체언제시절의구

원(舊怨)을 들고 나와 이 나라에 평지풍파의 쉰

목소리를내지른단말인가? 

강신옥, 그 분이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1970년대 인권변호사의 원조였고,

김재규를변호했던신분이라하더라도사회적통

념과어긋난글을쓰는것을절제했어야옳았다.

한국사회혼란의뿌리가뭔가? 과거사를들고나

와기왕의정치사회적합의를뒤엎고흔드는행

위가아니었던가? 오래전제정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도 제1조(목

적)에는 명분상으로나마“왜곡되거나 은폐된 진

실을밝혀냄으로써…과거와의화해를통해미래

로나아가기위한국민통합”을선언하고있다.

하지만실제론‘과거사법’이현대사를둘러싼

끝없는인식의내전으로한국사회를황폐화시켜

왔던과정을우리모두는알고있다. 이번그가

일으킨또한번의소동도그런성격의것이아

닐수없다. 글의세부내용많은대목도다분히

논쟁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투영하고 있어서

나는동의할수가없었다. 강변호사의글의전

체내용은김재규가권총을뽑아박정희대통령

을시해한것은소의(小義)를버리고대의(大義)

를지킨것이라는얘기로요약된다. 교묘한말이

다. 궤변의극치다.

김재규가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았

다고하는지적을뒤엎기위해그런말도안되

는논리를새로만들어낸것이다. 김재규의행위

야말로대표적인배은망덕의경우이고대역행위

라는걸이글뒤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생각인

데, 더어이없는것은김재규의시해가민주회복

을위한영웅적행위이며그래서오늘날민주화

를 앞당긴 의거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

적비약이다. 그의말이얼마나황당한지는다음

주장에서도보인다.

즉 1980년서울의봄당시 3김, 즉김대중김

영삼 김종필씨가 일치된 목소리로 김재규 구명

운동을했더라면김재규는살아나고, 전두환집

권도막을수있었을것이라는태연자약한말이

그것이다. 강 변호사 글의 폐해는 그 이상이다.

김재규를 단죄하고 들어선 전두환 대통령의 집

권자체를그는송두리째비판내지부정하면서

이어진전두환노태우정부의 12년이군사독재

를 연장시킨 불행한 시기였으며, 바로 그 통에

김재규의의거가묻혔다는볼멘소리까지했다.

그래서문제다. 강변호사의글은현대사에대

한 전면 부정을 숨기고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단순한 인권 차원의 문제제기나 사실관계 소명

여부를 떠나궁극으론反대한민국정서로냉큼

12월헌정내지-2차  2020.11.24 2:9 PM  페이지68   Cheil-868 



2020. 12 69

치닫고있는꼴이다. 기회에사실관계를새로점

검해보지않을수없는데, 강변호사의이런주장

은 10.26 직후김재규에대한수사기록을잘살펴

보지못한한계때문이다. 즉그는 <헌정>에기고

한글에서스스로밝힌것처럼 10.26 한달이조

금지난뒤인 11월 29일김재규를첫면회할수

있었다. 때문에그전상황은잘모른다는얘기인

데, 그런한계가지금의짧은인식으로이어진다.

김재규는왜말을바꿨을까?

“그때우리들이만난김재규는처음부터끝까

지 10.26을 혁명이라고 그 정당성을 역설했고

그후그러한태도는재판이끝날때까지변함이

없었다”는게그의이번글에서의주장인데, 그

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엄청 다른 것임을 우선

밝혀둔다. 그런 말 바꾸기의 실체를 지적한 게

현대사의 중요한 증언인 <전두환 회고록>(전3

권)이다. 회고록제1권을보면김재규의말바꾸

기는 육본 계엄군법회의로 송치된 직후부터 시

작됐고, 날짜는정확하게 11월 13일부터였다. 그

전, 그러니까 합수부 수사 단계에서 그런 말을

단한번도한바없으며내내자신이집권하기

위한야심으로일을저질렀다고자백했던게전

부였다.(제1권 153쪽)

그게무얼말해주는가? 집권욕이범행동기였

다는것, 그러나계엄사령관정승화가관할하는

육본계엄군법회의로송치된직후부터는표변하

기시작해서“유신의심장에비수를꽂은민주투

사”로자신을애써포장하기시작했다는것, 그

게진실이다. 직후재야세력의지원을받은변호

인단은“민주화 영웅론”을 들고 나왔고, “의사

(義士) 김재규”를들먹이기시작했다. 구명을위

한 서명운동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탄원서

까지제출했으나끝내헛수고에그쳤다.

강변호사의이번글은40년전실패했던시도

의뒤늦은연장인데, 그에더해김재규행위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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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원수로갚은최악의사례라는것도새삼지

적해둔다. 즉동향출신에육사 2기생사이인박

정희대통령과김재규였지만, 나이는박대통령

이 9살이나많았다. 그러던둘이맺어지게된것

은 1954년 박 대통령이 5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김재규가 같은 사단의 연대장으로 부임한 것이

계기였다. 직후혈육보다깊은인간관계로발전

했다는걸당시군고위장성들은다알고있었다.

혁명주체 세력이 아닌 김재규에게 5.16 직후

중책을잇달아맡긴것도순전히박정희의배려

였다. 호남비료사장, 6사단장, 보안사령관, 3군

단장, 유정회 국회의원, 건설부 장관을 거쳐

1976년중정부장에앉힌화려한경력이모두그

랬다. 그렇게‘박정희의사람’로커가던그는어

느순간자신이박정희체제를떠받치는기둥의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놀랍게도 본인이 대통

령 적임자라는 그야말로 황당한 망상에 빠져들

어갔고, 끝내일을저지르고만것이다. 그걸뒷

받침하는사실도있다.

당시전두환보안사령관이이끌던합수부조사

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김재규가

10.26 직전에자기부친의묘소를이장한점이다.

첫묘소는경북금릉군에있는데, 이장을결행한

곳은 왕이 날 터라는 풍수쟁이들의 말을 듣고서

서둘러선택했다. 김재규를잘아는사람들은그

가풍수나도참같은미신을곧잘믿었다고증언

하고있다. 그래서나는강변호사에게묻는다. 당

신은이같은사실을알고있었는가? 그걸충분히

인지하고도김재규를옹호할생각을하는것인가?

좌파정치영화들의폐해

올해 초에 개봉됐던 영화‘남산의 부장들’도

사실고증에큰문제가있음을이참에지적하려

한다. 영화에서는핸섬한배우이병헌이보여준

‘고뇌하는 중정부장’이미지를 내내 보여주지

만, 그건사실과전혀다르다. 김재규는그정반

대 스타일이었다. 우직함, 예절 바른 태도를 일

부가지고있지만, 동시에일추진능력이의심

스럽고상황에따라수시로말을바꾸는유형에

속했다. 시국관도왔다갔다했지만, 소심한데다

가욱하는성격이었다.  이게다어디에서나오

는말인가. 

영화 원작인 김충식의 책‘남산의 부장들’에

등장하는말임을밝혀둔다. 김재규영웅만들기

는처음부터되는소리가아니고, 추진할수없

는 일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실은 강 변호사의

글이 <헌정>에실린게크게걱정스러운이유는

그게어떤잘짜여진각본에따른움직임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조금전영화‘남산의부장’들을

언급했지만, 그게신호탄이었다. 그건최악의작

품이었다. 김재규 이름을 김규평으로 등장시키

고, 중정부장김형욱은박용각으로, 그리고경호

실장차지철은곽상천으로했지만, 현대사왜곡

을노린무서운작품이다.

물론 500만가까운관객이몰렸으니영화테

크닉상으론제법잘만든영화가‘남산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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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그래서물어봐야한다. 왜재임시불법

으로돈을받고퇴임이후검찰에조사를받다가

뛰어내리는다른대통령이야기나, 4억 5000만

달러 돈을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해서 김정일과

의정상회담을연출했던또다른대통령의사례

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러고도 이 나

라가 정상일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숫제

뒤집힌운동장이맞다.

그리고‘남산의 부장들’은 무엇보다 싹 음습

한정치영화인데, 실은개봉타이밍만봐도그렇

다. 4월총선이 3개월앞둔상황에서개봉했다.

왜그랬을까? 무슨노림수일까? 사실 1000만관

객이 들었던 한국영화의 상당수는 대선이나 총

선이 치러지는 해를 맞춰서 전략적으로 개봉되

는데, 그건젊은이들수백만표를좌파로끌어들

이기 위한 장난이라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

다. 몇몇사례를들어보자.

광주 5.18을다룬최악의영화‘화려한휴가’

도 2008년 대선이 코앞이던 2007년에 개봉했

다. 그렇게하고도이명박이승리했다는게기적

이었다. 노골적인노무현옹호영화‘광해-왕이

된남자’의경우도 2012년대선 3개월을앞두고

개봉했다. 노무현향수를자극해서새민주당후

보에게표를몰아주기위한용도였다. 박근혜대

통령이 당선되면서 저들의 꿈이 잠시 무산되자

좌파는이듬해인 2013년말다시영화‘변호인’

을 개봉한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또 준비해서

좌파는끝내2017년장미대선에서승리했다.

현대사의진정한화해를위해서

한국영화는 철두철미 정치화된 장르다. 현실

정치와 함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작

업에 몰두하는 무시무시한 전위부대인데, 그런

맥락에서 영화‘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를 영

웅으로띄우고박정희죽이기에몰두한것이다.

그렇게 군불을 땐 뒤 이번에 국회와 대법원을

공략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라고 나는 파악하고

있다. 사실 법원에는 김재규를 사형시킨 1980

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요청해놓은 게

현상황이다.

그게 올해 5월이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참

부지런도하게손을쓴것이다. 그렇게한뒤두

드린또한번의노크가국회이고, 그게 <헌정>

11월호의 글이다. 두렵다. 안타깝다. 박정희 서

거 40년이렇게반(反) 박정희로흘러가는이나

라가걱정된다. 과연어떻게하는게해법일까?

뜻밖에도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

사가답이다. 당시그는“우리는누구나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역시김대중, 노무현만이아니라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

사속에있다”고언급한바있다. 

그게맞다. 균형잡힌역사인식은그게백번

옳은얘기다. 그렇다면빈말만하지말고, 이제

그걸 실천할 때다. 김재규 영웅 만들기는 현대

사를뒤집어놓고, 흑을백이라고주장하는망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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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

의 견제에서 비롯되었다. 패권국가와 신흥강국

간대결이다. 영원한 1등국가를유지하려는미

국은‘자국 우선주의’입장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최대한줄이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

다. 이에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G2, 미국과

중국이전면전으로치닫고있다. 양국이 1979년

수교이후약 40년간유지된미·중밀월관계

를 끝내고 대결별(Great Decoupling)이라는

‘신(新)냉전’에진입하고있다. 

이와관련미국의대중전략은이제‘중국때

리기’,‘중국틀어막기’, ‘중국지우기’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중국은‘지구전(持久戰)’과

‘진지전(陣地戰)’으로‘버티기’, ‘홀로 서기’,

‘내실다지기’로맞서면서미국의‘공성전(攻城

戰)’과‘단기전’에대응하고있는형국이다. 

중국정부는‘중국제조(中國制造) 2025’를통

해 첨단제조업을 육성하고, 관련 업체들의‘쩌

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를 도모해‘기술 굴

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외경제 전략 실

행으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친미(親美) 경제블록구상차원

에서중국내생산기지를미국으로회귀시키거

나인도·베트남등미국이믿을수있는‘클린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글로벌 공

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과제는 중국과 벌일 패권전

쟁차원에서경제전쟁이핵심이될전망이다. 

이러한상황은중국을‘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아넣고 있다. 사방이 반중블록으로 둘러싸인

상태로예전과달리서방세계와의협력과협업도

불가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로 몰리는 상

황이다. 미국주도의강력한압박으로인한외부

미·중냉전시대

중국대외경제정책의변화

李相基

(사)한중지역경제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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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발생은중국의경제전략변화를

유도하고있다. 또다른이유로그간수출주

도형성장전략도점차동력을잃어가고있

는추세다. 중국의대외무역의존도(GDP 대

비전체상품무역비율)는2006년64.5%에

서 2019년 35.7%로대폭감소되었다. 외부

수요에굳이매달리지않아도성장할수있

다는반증이다. 이에중국은미국의압박회

피전략으로중국내부에서경제성장동력을찾

겠다는카드를제시했다. 바로‘내수중심’, ‘첨

단기술 (자립)발전’이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제19기 5중전회 14

차 5개년계획(2021~2025년)에서중국정부는

내수중심의‘쌍순환 전략(雙循環戰略, The

Dual Circulation Strategy)’을중국국가경제

성장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공식화했다. 글로

벌교역의부진, 각국의중국견제확대등대외

환경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의압박에

대항해불안정한외부가아닌중국내부에서생

존을모색하겠다는것이다. 즉경제성장과정책

의무게중심을내수로이동시켜내수확장후국

제순환(수출)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외리스크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

화하겠다는판단이다. 

쌍순환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종전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래서 5중전회에서 가장 많

이 언급된 3대 키워드도 발전(업그레이드), 신

(新), 전면(혁신)이었다. 수출보다는국내소비위

주로, 유형적인 고정자산(부동산·인프라)보다

는 R&D, 지적재산권, 신재생을중시하는무형

과 신형인프라 구축으로, 위안화 세계화 및 채

권·주식개방확대를유도하여금융시장개방

과자본시장자유화를지향한다는것이다. 

신(新) 7대영역인프라투자(5G,인공지능,빅

데이터,공업인터넷,고속철도,첨단전력설비,신

에너지)로제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신형인프

라구축, 내수확대로국내시장을강대하게만들

고, 제조·품질·인터넷·디지털강국등‘4대

강국건설’로중국의경제실력, 과학기술역량,

종합국력을 대폭 제고시키며 동시에 기후변화

대책 등 글로벌 리더십도 확장해 결국 미국 국

력을넘어서겠다는것이다. 

실제적인측면에서중국GDP의주요성장동

력은 내수다. 2019년 전체 GDP 성장에서 약

60%를차지했다. 중국중앙정부는지방정부의

‘특별채권’발행량을작년대폭늘리고 , 조기

집행토록하여주택·건설수요성장세를이끌

고, 자동차운행제한및주택구매제한정책등

악수하는미중정상회담(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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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

도하였다. 이러한결과 3분기들어소비역시성

장세로돌아서면서단기적으로는내수경기활성

화및플러스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단순 임가공 저부가가치

중심에서고부가가치첨단제조업으로업그레이

드시켜 2025년까지 10대핵심산업의부품및

소재국산화율을 70%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이

다. 이른바중국내에서글로벌수준의가치사슬

이 완성되는‘홍색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

하겠다는복안이다. 대표적인사례로중국최대

통신장비 화웨이도 미국의 고강도 제재 때문에

미국산반도체부품을사용하지못하게되자‘홀

로서기’차원에서중국상하이에직접반도체공

장을설립한다. 하지만중국반도체기업의국산

화율은 지난해 기준 15.4%에 불과해 자체적인

공급망구축에는한계가있다는분석과함께상

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 

중국의내수위주의경제전략전환과미국등

서방국가들의‘왕따 전략’의 충돌은 이미 막이

올랐다. 아무튼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신

(新)냉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부과·수출입제한

조치등양국간교역갈등에서대결별로의전환

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점차 BC(Before

Conflict)에서 AD(After Decoupling)로격상되

고있는추세다. 그야말로 2등국가의부상을두

려워하는 1등 국가의 견제에서 비롯된‘투키디

데스함정’으로대변되는미·중경제갈등양상

은다양한차원과영역에서전개될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미·중경쟁구조에는변화가없을전망이다. 고

로중국경제의‘급소’와‘취약점’을겨냥한미

국의 견제와 압박은 점차 예리해지고 정확하게

정조준될 공산이 크다. 이에 중국 정부도 13.5

계획(2016~2020년)때는 6.5% 이상의경제성장

률목표치를발표했지만금번 5중전회에서 14.5

계획기간의성장률을제시하지않은것은그만

큼중국도중국의미래경제상황을불확실하게

보고있다는반증이다. 

미·중간‘신 냉전’은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미국자유시장경제간‘전면전’이다. 미국의전

방위적인총공세는아직까지는중국의‘내성’과

‘맷집’을키워주고있다는분석이다. 중국경제

의 3대 실물 지표인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

투자등이동시에플러스전환추세이고, 대외적

으로도 통화가치, 교역 수지, 경제성장률, 채권

펀드투자추세, 세계시장에서중국의점유율도

양호한추세다. 하지만점차미국의대중공세는

강화될전망이며, 이에중국도상응한대외경제

전략을구사할것이다. ‘장군멍군’대결이될지

‘원사이드게임(one-sided game)’이될지아직

판단하기에는이르다. 분명한것은‘창과방패’

의대결이라는점이다. 여하튼미·중간경제전

쟁은공평한원칙을서로주장하면서‘눈에는눈

이에는이’라는상호보복성논리를전개하는한

치도양보없는‘치킨게임’이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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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원고

우리조합원들의나이분포도를보면

저는아래쪽에자리잡은청춘세대이

다. 60세이상이 80%이다. 대개 60세

정년에가까워지면또다른삶으로농

사를생각한다. 흙이좋아지는시기다.

자연의 순리로 보면 당연한 것 같다.

100세인생이라고하지만, 80이넘으면

아무래도이승과저승이한발짝사이

에있는느낌이다. 어제만났던분이아

침에세상을떠나는것이다. 인생무상이다. 돌아가시

면보통한달이상유산을정리한다. 그동안출자금이

나배당금, 사업준비금으로조합에서돌려주어야할

고인의몫이있다. 남은가족들은생각보다유산에관

심이많다. 6개월이상합의가안되는가족도있다. 생

전에어느정도재산은정리하고, 집과같이필수적인

것과필요한현금만가지고사는것이좋다는생각이

다. 그런데어떤분은자식에다바치는분이있어마지

막삶이순탄치않다. 자식바보인분이다. 특히사업하

는자식이있으면사업의실패에따라험한꼴을당할

수있다. 꼭한계를긋고살아야한다. 19세기프랑스

소설가발자크(1799∼1850)는그의역작《고리오영감》에

서이세상과이세상사람들이얼마나속된가를적나라

하게보여준다. 고리오영감은밀가루를만드는제면업

자로당시의시류를잘타서크게부자

가된사람이다. 그는아주순수한사람

이다. 자기가최고로여기는가치에온

몸을다해바치는인물이다. 부인은일

찍죽었고딸들의행복이곧자신의행

복이고, 딸들의불행을자기불행으로

여기고못견뎌하는사람이다. 두딸이

시집갈때전재산을절반씩떼어서지

참금을주고명망가의집안과혼인시

킨후자신은은퇴한다. 그런데두딸은재산없이연금

으로만먹고사는아버지를오히려부끄럽게여기고외

면한다. 그러면서도돈이필요할때는아버지에게손을

벌린다. 자식을목숨보다사랑하는그는자신이가진

것을팔아서준다. 나중에는자신의종신연금까지처분

해서딸들을도와주고빈털터리가된다. 그는죽어가면

서후회한다. 

“내가그애들을너무사랑해서그애들은나를사랑

하지않게된거야. 돈을손에거머å채자식들에게굴

레를씌워서말고삐처럼ã고있어야하는건데. 그런

데나는딸들앞에서무을Ý었으니......”

딸바보고리오영감이왜후회하는지이해할것이다.

우리는삶을사는동시에죽음을향해가고있다. 무엇

보다마무리이다. 자신보다소중한것은없다. 

딸바보고리오영감의후회

“자신보다소중한것은없다”

林榮鎬

동대전농협조합장

前대전동구청장

자유선진당총재비서실장

18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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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

2040)에따르면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22

만 명(총인구 대비 4.3%)에서 2040년 352만

명(총인구 대비 6.9%)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특히이민자 2세는같은기간 28만명(0.5%)에

서 70만명(1.4%)으로 2.5배이상증가할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해

2008년 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은 새로운

단계로의전환을요구받고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결혼이민자’는 2019년 통계에서

약 34만 명, 그 자녀는 약 23만 명 정도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노동 이주한

이주노동자 부부와 자녀, 일반 외국인 가족,

난민가족 등 이주 가족을 모두 포괄하는 데에

는분명한한계가있습니다. 이러한문제로현

행「다문화가족지원법」은‘가족의 구성과 혈

통의 유지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국적과 혈통

공존과연대의통합시대를향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전부개정법률안」발의

印在謹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19·20·21대의원

의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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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반을둔차별로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

준히받아왔습니다.

물론「다문화가족지원법」

외에도우리사회에여러방

식으로 이주하거나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 등을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

한 법률」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해당법제도들은개

인을단위로하는초기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을뿐안정기단계의가족정

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

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다

문화가족지원법」을“이주가

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

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

다. 법안에는 그동안 현행 법제도 안에서 한계

로 지적되어 왔던 이주가족의 포괄 범위를 더

크게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이주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가족생활을이룰수있도록하며필요

한 경우 가족 상담과 교육, 가족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습니다. 법의개정을통해그동안‘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졌던 이주가

족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연대가 살아

숨쉬는 통합의 시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

나19의 장기화와 온라

인매체의팽창에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

트코로나시대의급격

한 글로벌화를 예측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양극화의가속화문

제또한새로운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가족관련정책은더

이상시혜성제도에머

물러선 안 됩니다. 공

존과 연대를 위한 담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주가족지원법”체제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

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내딛어야 하는 첫걸

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내딛어질

수있도록, 더따뜻하고인간다운사회, 진정한

통합의시대가열릴수있도록묵묵히걸어가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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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길어도 상반기 내에는 끝나지 않겠

어?”하였지만코로나19의확산으로헌정회출입

이통제되고, 여성위원회가상반기내내준비했

던 정책토론회(2020년 9월 8일 대한간호협회

공동주최)도무산됐다.

따라서이번워크숍과제는현안인코로나19로

인한일상의변화중에서도‘가족의생활변화’를

살펴보기로하였다. 그래서주제는『코로나19! 여

성일상생활변화어떻게할것인가』로, 부제는「미

취학및초등학생자녀돌봄을중심으로」로정하였

다. 여성위원회운영위원인김희정의원(17·19대,

전여성부장관)이발제를하고, 이영순의원(17대)

이좌장으로, 참석자전원이토론자로참석하였다.

그러나이번여성위원회워크숍을준비하면서마

음이편치않았다. 매일발표되는확진자의증가

추세를보며, ‘20여명이모여도좋을까’부터‘발제

는누가?’, ‘그럼장소는’등등.. 다행스럽게도김

문기선배님이가꾸어오신청정지역태기산주천

강자연휴양림을워크숍장소로제공해주셔서잠

시나마마스크를벗고토론할수있는공간이생기

게되어그곳에서워크숍을진행하게되었다.

이전워크숍과달리, 올해는여성의원 17명에,

유경현회장, 김일윤부회장, 장경우부회장, 김

문기원로회의부의장, 황학수사무총장등여러

헌정회 식구들의 동참으로 많은 힘을 보태주셨

다. 발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지고 바뀐

것들, 온라인수업과엄마의새로운일, 몰랐던

아이의일상, 가족구성원의갈등등을살펴보았

고, 한 선배님이“잠깐 정말, 그런 일이~”하며

놀라는모습에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 즉석에

서 김일윤 부회장님의 특강요청과 헌정회 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제안은 성과 중 하나였

다. 김희정의원이많이바빠질것같다. 가장가

여성위원회워크숍을마치며
- 이제는아동청을설치할때 -

申

헌정회여성위원장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17대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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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니 모두 다 잘 안다고 생각해 덮어두지 않

았나 싶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과 더 잘

살펴보아야겠다는마음을다짐해본다.

유치원·어린이집·돌봄교실 등 아동과 돌봄

에관한업무는중앙은교육부·복지부·여성가

족부로, 지방은자치단체·교육위원회로나뉘고,

대학교육에서도 유아교육과·아동학과 등으로

분리되어있다. 과연우리아이들은어떻게해야

하나! 이제는관련부처가적극적으로협력하고

진지하게생각할때이다. 코로나19로인한국민

생활의대전환기를맞고있다. 교육과사회안전

망, 생태등을비롯한일상을다시설계해야한

다. 특히그중에서도코로나19로인한우리생활

속에서여성의역할이더욱커지고있기때문에

여성의제개발의과제를안고있다.

다시금태기산휴양림의공기와주천강의맑은

청정지역에서생태계의보존이얼마나중요한지

교훈을얻게되었다. 50년, 100년뒤‘우리아이들

이어떻게살것인가’를생각하고, 이번워크숍에

서모아진아동청설치등의의견을토대로지난11

월 7일(제7차여성위원회운영위원회) 자녀돌봄정

책 T/F를구성하였고(이영순(위원장, 17대), 신명

(17대), 김희정(17·19대), 장하나(19대), 정은혜(20

대), 신보라(20대), 김은희(전여세연대표), 황훈영

(국회보좌관)), 아동청설치등자녀돌봄정책건의

안을마련하여관련기관에정책건의를준비하고

있다. 여건이되면작은토론회도구상하고있다. 

여성위원회는 1995년정책연구원회여성분과

위원회를출범하여 2008년여성위원회로승격,

회원 164명(제헌∼20대여성국회의원 194명중

작고 30명)인 25살의청년이다. 그동안여성지

위 향상을 위해서 정책토론회, 회원모임 등 여

성국회의원의 고향으로, 울타리이자 지붕으로

노력해왔다. 작년에 시행한 토론회《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할것인가》의결과에따라국회에

청원한 ≪다문화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폐기되었지만, 21대국회에서다시발의

(인재근의원대표발의) 되었다. 이제여성이국

가경쟁력이고 곧 미래이다. 앞으로 여성위원회

는여성정치인의후견인이될것이다. 

여성위원회워크숍전체회의사진(10.28) 여성위원회워크숍단체기념촬영(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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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더늙기전에이번한국방문동안에는병

상에누워있는이건희회장을꼭만나보리라다

짐하며태평양을건너왔다. 그런데공항에내려

2주 자가격리를 시작한지 며칠 안 되어 이렇게

세상을훌쩍떠나시다니! 착잡한심정으로지금

서귀포에서먼바다를내다보면서지난 63년쌓

였던이건희회장자랑을하려고붓을들었다.

나는지금까지고이건희회장이나부친호암

이병철선생에대한글을한번도쓰지않았다. 그

것은이두분이한국과한국역사에남겨놓은업

적이너무나컸기에혹시라도나의회고록이폐

가 될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헌정’지의

청탁을받고이글을추모의글로남기면서장례

에갈수없었던나의안타까움을위로해본다.

나와‘학생이건희’, 

호암이병철회장과삶-1957~58년

필자는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 재학시 이건

희회장과 2년간같이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

며학습지도를했던서울대사대부고 7년‘선배

교사’이며친구였다. 1957년봄어느날김영훈

교장의추천으로나를소개받은부친호암이병

철선생은“우리건희를맡아가르치며같이살

아달라”고했지만그때나는정신없이애인(지

금의배우자)을만나던때여서‘방문교습’을하

기로했다. 그러나호암선생은곧‘나의 100%

헌신’을요구하였고드디어나를설득시켜한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그‘장충동 붉은 벽

돌집’으로들어오게하였다.

가끔나는만약내가 1957년에이‘학생이건

희’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까를 알았더라면 어

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마 특별한

방법도 없었을 것만 같다. 그때 나의 목표는

어떻게해서든이 10대소년을부모님이원하는

‘1등모범생’으로만드느냐하는것이었다. 그러

나이러한목표를행한나의화살은첫날부터빗

나의자랑이건희
바다건너찾아온옛‘선생님’의글

서문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명예석좌교수

前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50주년기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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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처음만난그는보통내가보던 10대소

년이 전혀 아니었다. 첫날부터 그는 나를 심문

하였는데“학생은 도대체 왜 공부를 잘해야만

되냐, 왜꼭정해진시간에공부를해야만되냐,

왜중고등학생은영화관에가면안되냐”등등

의질문이었다. 

그는이와비슷한질문으로나를심문하였고

나는궁색한답을거듭제조해냈다. 내가궁지

에빠지면그는뒤에와서꼼짝못하게나를조

르고(그는 힘이 셌다) “중앙극장에 오늘 한 번

더 같이 가주면 내일부터는 꼭 하라는 대로 하

겠다”는예쁜제안을내놓았다. 그는자기와꼭

같은카키바지와재킷을내게입히고연예인들

이나쓰던베레모자는다른색으로씌워집에서

가까운 중앙극장에 나를 끌고 갔다. 운전기사

차씨와는 언제나 미리 비밀약속이 되어있었고

우리는 이 변장술로‘미성년 입장불가’의 명화

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호암 선생이

몰랐을리가없다. 

그는 어려서부터‘협상의 위력(Negotiation

Power)’으로 나를 이기려 했지만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공부시키는 조건으로만 협

상을받아들였다. 그가삼성을대기업으로만든

이면에는이협상능력이큰역할을했다고나는

믿는다. ‘학생이건희’는틀에박힌패러다임을

우선 챌린지 해놓고 사회적 표준, 관습의 테두

리에서 벗어나 보려는 모든 노력에 늘 나를 실

험용으로 100% 활용하였다. 이 과정이 내게는

고통이었지만또한나를늘웃게만드는즐거움

이 되었다. 통상 개념을 부수고 승리했을 때마

다우리는같이즐거워했다. 이경험은내가미

국에서학생들이좋아하는교수로, 또한국인 2

세들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더 큰 세계시

민으로살아주기바라며지난 50년을살게만든

원동력이 되었기에‘학생 이건희’에게 나는 무

한감사한다. 이렇게나는가르치는교사, 배우

는 교사로‘이건희 막아내기’작전에서 대부분

‘져주는사람’으로변신되어있었다. 그패잔병

을 부친 호암 선생은 매월 마지막 날이면 저녁

1952년이병철선대회장과이건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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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는조반상으로초대하여“우리건희가선

생님시키는대로잘하고있죠?”의질문을반복

하였다. 식사후에는정중히흰봉투에한번도

통용되지 않은 지폐를 넣어 급료로 전달했는데

여기에어머님도늘동석하였다. 이것은하나의

예식이었다. 이런자리에서“네, 건희가참잘하

고있습니다”와같은겉치레대답은하지못했고

다만내가겪는어려움과고쳐나가야할점들을

낱낱이고하는‘월말보고’였고국정감사와비슷

한 시간이었다. 다만, 미리 약속한 대로 영화구

경다닌다는이야기는절대로하지않았다. 

나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이건희의 방은 바로

옆이었다. 나는‘학생의본분은공부’이고‘목표

는 1등이다’를 반복하였고 이를 따라 외우라고

했고그는늘웃으면서도마지못해이를복창하

였다. 우리는 이런 친구로 변해 버렸다. 이때부

터가르치는일, 배우는일은그렇게어렵지않

았다. 서로를 잘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호암 선

생이나를택한이유는바로이런 1등정신을가

르치라는것이었기에초등학교부터고교졸업때

까지 계속 1등을 유지한 나를 표본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가르친것은은근히나를롤모

델로 삼으라는 것(그가 잘 믿지는 않았지만)과

영어나 수학은‘연습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여 숙제를 많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성적이

올라가는것에는큰관심이없었지만내가같이

살아주는것에는늘감사하였다. 내가기억하는

이건희는 언제나 순수하고, 참신하고 상상력이

풍부한큐트(cute)한 10대소년이었다.

석양이드리울무렵밖을내다보면약수동언

덕에다닥다닥달라붙은작은집들이한눈에들

어왔고 밤 11시 50분이면 늘 서울중앙방송국의

‘명상의시간’과함께마스네의‘타이스의명상’

곡이흘러나온후방송이끝나면나와이건희의

하루의전투도막을내렸다. 이런생활이약 2년

계속되던어느날나는학도병으로징집되어논

산훈련소로가게되었고그후육군이등병이되

어만난이건희는건장한청년으로변모되어있

었다.

나의 여정, 그리고 멀리서 바라 본 이건희,

‘매년일어나는한강의기적’

나는 1962년 서울대 대학원 재학 도중 미국

으로 떠나면서 학생 이건희와 작별하였다. 당

시 한국의 GDP가 $82였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Raleigh)까지의 편도요금이 $640이

었으니 그때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나는 분

명행운아였다. 필기시험후최종인터뷰를맡

은 미 대사관의 참사관은 나에게 비전을 물었

고나는‘섬유공학을하고오면한국을가난에

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다.

이 때문인지 나는 350대 1의 좁은 문을 뚫고

NC주립대학에 가서 약속대로 섬유공학 석사

를마쳤고계속하여확률론을섬유공학에이용

해 보려는 의지로 통계학 박사도 끝내게 되었

다. 1971년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나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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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회장은 삼성에 오라고는 하지 않고

“자네는 지금 한국에 나올 때가 아냐”라는 결

론과 함께 미국에서 학문을 더 연마하라고 하

였다. 그분의이고마운충고는 100% 나를아

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섬유공학과

통계학으로 제일모직의 자문역을 맡도록 하였

고삼성의생산기획시스템, 전산시스템의기초

를만드는일에기여할기회를만들었다. 그러

나한편내게장학금을준미국의재단과나를

선발한시험관과의약속을잊지않았기에오늘

도 나는 스스로를‘한국에 빚진 자’라고 생각

하며살고있다.

내가미국에사는동안의반세기는한국이인류

역사에전례가없는큰획을긋는기간이었다. 한

번일어난‘한강의기적’이아니고‘매년일어나

는연속적한강의기적’을멀리서바라보며나는

호암이병철, 이건희회장의업적은세계에빛나

는업적임을알게되었다. 과학자로나는삼성이

만들어온역사를연구해보았다. 그러나이런엄

청난일들이어떻게가능했는지에대한정답은없

다고 결론지었다. 늘 비판의 대상으로만 알려져

온정부, 국회, 교육, 사회제도가 50년간삐걱거

리면서도세계어느나라보다더빨리, 더효율적

으로굴러왔으며내가한국을떠나던 62년에비

해GDP가365배가된사실뒤에는‘우리도잘살

아보자’하는국민들의열망이있었고, 묵묵히참

고일해온과학자, 교사, 교수, 공무원들의피나는

노력이있었기때문이었다.

이건희-나의 1등제자, 나는 1등선생!

나는“이건희회장은나의 1등제자”라고자

랑하며 살아왔다.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

다. 이런자부심이면에는“너도 1등선생”이되

어야 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고가 늘 따랐

다. 때문에나는미국에거의60년세계시민으로

살아가며이런노력을그치지않았다. 증거를대

라고한다면자랑이되는것같지만몇가지적

어본다. 나는한국사람으로 150년만에처음으

로미통계학회의펠로가되었고, 60년만에첫

미섬유학회회장이되었다. 은퇴한 NC 주립대

섬유대학에서는 120년 만에 한국인 석좌교수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영국, 미국의 세 저널의 편

집인, 부편집인으로지금도일해오며 250여편

의논문을발표하였다.

1994년나는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의회장으로첫연례국제학술대회(UKC)를창설

하여금년 12월 14일에 27번째종합학술대회가

미국과서울하야트호텔에서동시에개최된다.

1995∼96년에는 한국정부의 보조를 얻어 워싱

턴에 건물을 구입하여 한미과학협력센터

(KUSCO)를 설립하여 1995년 재미과협 샌프란

시스코UKC에서김영삼대통령이KUSCO센터

를KSEA에전달하는식을갖게하여이센터가

금년에 창립 25주년을 맞게 되었다. 또한 1981

년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창립을

주도하여회장, 이사장으로일하는동안미주전

역에 1,800여개의 한국 학교가 생기게 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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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나의 노력을 지켜 본

모국 정부가 국민훈장 과학기술웅비장, 석류장

을수여한것은나에게가장큰영광이아닐수

없다. 지난해(2019) 12월에나는제21회‘자랑스

런서울사대부고인상’을받으러한국에왔었다.

모교인서울사대부고가동문에게주는이최고상

을받으면서나는이상을2000년에받은이건희

회장을기억하지않을수없었다. 나와는비교가

되지않게큰업적을세운나의‘1등제자’가이

상을받고 19년후에그를지도했던선생이꼭같

은상을받은것을나는결코우연이라믿지않는

다. 확률론이 나의 전공이지만 이것이 무작위

(randomness)적으로발생한희귀현상이라고나

는믿지않는다. 즉, 이건희의성공은나에게자

랑뿐아니라나를떠밀어주는보이지않는힘이

되어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 있으면

서그를의식적으로만나려하지않았으나삼성

본관에서우연히나를만날때마다그는나를언

제나‘선생님!’이라크게불렀다.

이건희회장의‘1등정신’과

삼성의품질경영철학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는‘Excellence is Not

a Virtue But a Habit(우수함이란덕목이아니

고습관이다)’라고했다. 

이건희회장의 1등정신은그의정신이며또한

선친호암의삼성정신이었다. 1등이다만좋아서

가아니라 1등을하지않으면살아남지못하는시

대에 와있기 때문인 것을 일찍 깨달은 때문이었

다. 1등정신은확실히선친호암선생의모토였

다. 그는매일새벽현관에서골프채로수백번씩

빈골프채로스윙연습을하였는데이는스윙에도

1등을해야된다는신조때문이었다. ‘1등’을바꿔

말하면‘제일’인데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합섬

같은제조업이름에도잘나타나있었다. 그의뒤

를 이은 이건희 회장의 1993년‘신경영 선언’은

미국의 Motorola와 General Electric 회사가

Six-Sigma 품질경영철학을내놓기 2년전에내

놓은더앞선착상이었다. Six-Sigma나그의전

신인 TQM보다 달랐던 것은 소위 Continuous

Improvement의점진적인품질향상철학과달리

좋은 품질은 물론“확 바꿔서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을 강조한 사실이었다. 미국에서 Six-Sigma

품질경영철학의선봉에섰던Motorola는몇년후

삼성에완패했으며세계에서가장연구개발을잘

하고선두를달리던 GE는유명무실한회사가되

어오늘1주당$8에거래되고있다. 

내가제일모직자문역으로있던어느날이대

원사장이내게물었다. “교수님, 회장님이우리

모직회사한테내년까지수익을두배로올리라고

하는데어떻게해야죠?”그에게나는“하라면해

야되는거아닌가요? 불가능한것을만들기위해

서는더잘하는게아니고완전히새로운방법으

로같은기능을가진제품을싸게만들든지, 또는

소비자가아직모르는완전히다른제품을만드

는것”밖에는도리가없다고했다. 이런나의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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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원하지는않았지만 Six-Sigma의변천사를보

면불가능한목표를세워보는작업이나중에추가

되었다. 이러한정신으로제일모직은한때‘1PP’

라는 모직물을 만들었는데 호주의 산꼭대기에서

기른양의가는털로 세계에서가장좋은직물을

만들었고1년에2벌밖에생산못하는직물을만들

었다. 이것은참으로 1등정신의실현이었다. 삼성

은스스로에게늘“10년후에우리는무엇을먹고

사나?”를물었다. 이질문은얼마나좋은제품을

만드느냐가아니고어떤새로운제품을만드느냐

의심각한질문이다. 세계의어느기업이든이에

대한답을못하면살아남을수없기때문이다. 제

일좋은필름을만들던코닥은이미없어졌고가장

큰컴퓨터를만드는일에열중하던 IBM은오늘완

전히다른비즈니즈를하고있다.

한국대기업에남기고싶은말-

‘코끼리는춤을잘춰야한다’

삼성, 그리고한국의모든재벌기업, 대기업에

남기고싶은말이있다면그것은큰몸을어떻게

든 유연하고 신속히 움직여 옆 사람 받지 않고

춤을잘출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오래전에

‘Teaching the Elephant to Dance’(코끼리에

게 춤 가르치기, James Belasco 지음, 1991)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유는 코끼리

처럼덩치가큰기업들이야말로우아하게춤을

출수있어야만살아남는다는이유에서였다. 크

든작든오너기업의장점은신속한의사결정을

할능력이있다는것이다. 그러나소비자의수요

를알고신기술을예측, 활용하여신제품을만들

어내는능력은별도의영역이다. 내가이번에한

국을방문하게된주목적은미국에있는 350만

한인교포 1세, 2세, 3세들을어떻게하면앞으로

한국이좀더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를타

진하기 위해서이다. 노벨상이 하나만 나와도

좋겠지만 앞으로 매년 몇 명씩 나와야 되고 나

올수있다고나는확신한다. 내년 2021년에창

립 50주년을맞는재미과협(KSEA)은나를 50

주년사업위원장으로 뽑아 정부, 국회, 기업들

과만나획기적인중장기계획과사업을만들어

보라는것이다. 

이글을읽으시는여러분들께부탁드린다. 우

리나라가잘되기위해서는세계각국에흩어져

있는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을‘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재미과협은 1971년故

최형섭과기처장관당시세워져한강의기적에

직접 참여하고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한국이

G7은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강국, 경제강국이

되는것은곧‘한국의 1등정신’이라하겠다.

故 이건희 회장을 추모하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말이있다. ‘이건희는한국의, 아니세계의

큰 별이다. 그 별은 몇 주 전에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하나의새로운성좌를만들어한국하늘

에떠있다’라는사실이다. 나는다른큰별들이

모여 이 성좌를 더 크게 만들어 가리라는 꿈을

가지고있다. Yes, I have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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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벌어진북한군의해양수산부공무

원사살사건에대한정부의대처방식을보면서

근본적인질문을하지않을수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있는가? 과연

정부는할일을다했던것인가?”

해경이 10월 22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이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 때문에 현

실도피목적으로월북한것으로판단한다”고했

다. 이에 앞서 군 관계자도 9월 24일 언론브리

핑에서“지금까지 정황만으로는 자진월북을 시

도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강조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월북기도를 부인하고 있다.

아직나이어린아들은월북낙인을시정하기위

해끝까지싸우겠다고밝히고있다.

해경은이씨가 9월 21일오전 2시실종된것

으로추정하고“이씨는실종하루뒤인지난 9월

22일오후 3시 30분북한등산곶인근해상에서

북한수상사업소선박에의해발견됐다. 등산곶

은최초실종지역으로부터북서쪽으로 38㎞떨

어진 곳이다. 발견 6시간 10분 뒤인 오후 9시

40분께북측의총격으로사망했다”고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북한군이 그를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하는‘만행’을저질렀다고했는데국정감사

장에서국방부장관은소각에대해서한발빼는

표현을했다. 이제해경은더나아가그가자진

월북한것으로결론지어책임추궁을벗어나려는

행태를보이고있다. 그러면서도증거가많다고

되풀이할뿐확실한증명은제시하지않고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사망사건’이라고

사건을‘격하’하자북한은“(남측이) 자기측주

민을 제대로 관리통제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책임을떠넘겼다.

여기서다시근본적인의문이생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월북하려고 했다는‘추정’만으로

정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씨가 월북시도를 했다

고‘판단’해도되는것인가? 정부는왜사고당

남북모두에게버림받은사람들

李信範

공정사회실천연대이사장

한국LPG산업협회회장
15대의원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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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북한당국에실종사실을알리고송환을요구

하지않았는가? 다른통신이두절되어있었다고

해도국제상선통신망은열려있었다고하지않

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책임추궁은하지않는가?

독재시대‘이심전심’같이?

월북판단의 근거가‘추정’이라고 하니 과거

독재시대의조작사건같은냄새가난다. 명시적

인증거를찾을수없자, “피고인들이‘이심전심

으로’정권타도를음모했다”는긴급조치시대의

수사결과 같은 해경의‘판단’을 과연 받아들일

수있겠는가?

정부는미리결론을내려놓고있는것같으니

유엔에호소한가족들의판단은절망의몸부림

같아참으로안타깝다. 킨타나유엔북한인권특

별보고관은 10월 23일유엔총회제3위원회화

상회의에서북한인권현황을보고하는가운데

이사건을언급했다. 그는“최근북한경비병에

의해총격살해당하고시신이불태워진한국의

공무원사건처럼북한정부가입경을금지하기

위해총탄을사용하는코로나19 정책을즉각고

칠것을촉구한다”고말하고“이런사건은민간

인을자의적으로사살한것으로보이며국제인

권법을위반한것”이라고했다. 

킨타나보고관은또한 10월 14일제75차유엔

총회 북한 인권 보고서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책임을물어야하며공무원의가족에

게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이는무단침입자라고하는이들

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지적했다.

해수부공무원이탔던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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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국군포로’처럼버렸나

이씨의경우는베트남에서 1966년북한으로납

치된고안학수하사사건을연상케한다. 안하사

는베트남파병중실종되었고이듬해 3월평양방

송과로동신문에등장했다. 그리하여그는정부에

의해납북이아니라월북자로분류되었고, 그가납

북자로고쳐져분류되기까지43년이걸렸다. 

“경북포항시한초등학교교장의아들안용수

(당시 16세)군은영문도모른채군용지프를타

고 육군보안사령부 포항지부 사무실로 끌려갔

다. 보안사 요원들은 안 군의 머리에 양동이를

덮어씌우고발길질을해댔다.

일명‘돌림빵’고문이었다. 베트남전에 참전

했다가행방불명된형안학수하사때문이었다.

1964년베트남에파병된형은 1966년사이공

(현 호찌민)으로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정부는

이듬해‘안학수가자진월북했다’는평양방송의

보도만을 근거로 안 하사가 탈영해 월북했다고

단정하고가족들의동향수집에열을올렸다. 요

원들은안군의집에쌀이늘어난사실까지훤히

꿰뚫고있었다. 접선하는간첩이누군지대라며

윽박질렀다.

안군은서울교대에진학하고서야보안사의손

아귀에서벗어났다. 경찰정보관이가끔찾아오긴

했지만잡아가거나가혹행위를하지는않았다.

형은 실종된 지 43년이 지난 2009년 월북자

가아닌‘베트남전국군포로 1호’로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아버지는 강제로 사직 당했다.

안용수씨역시대학을졸업해교사자격증을따

고서도교단에설수없었다. 성인이된안씨는

외상후스트레스와반복성우울장애등정신질

환을앓았다. 고문후유증으로여름에도속옷을

두겹껴입었다.

안씨는형이월북의누명을벗은뒤납북피해

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보상금지급을신

청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

했다.”(연합뉴스2013. 4. 13.)

안하사는북한에서처형당해생을마친것으

로파악되었다. 2009년진상조사를통해통일부

가안학수씨를‘국군포로’로인정하기는했지만

그의삶은남북모두에게서버림받았던것이다.  

한번찍힌낙인의책임은

안학수하사의경우당시의군당국은월북으

로간단히처리하고모든책임을본인에게돌리

고가족들을낙인찍었다. 그렇게제나라정부가

버린‘납북’포로는 안 하사만이 아니었음이 밝

혀지기도 했다. 그리고 안학수씨는‘월북’했다

는북에서도버림받았다.

해양수산부공무원이씨는남쪽에서는‘월북’으

로판단되었고북쪽에서는그를 6시간이넘게바

다에떠있는상태로둔채신문하고서는사살했다. 

그러나 한번‘월북’으로 낙인찍히면 그것을

고친다는것은보통힘든일이아니다. 안하사

의동생이끈질기게싸우지않았더라면한번문

서화된잘못된‘월북’기록은굳어졌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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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형, 해수부이씨가족들의싸움이안타

깝다. 실체적증거를제시하지못하고내린정부

당국의‘월북판단’은사막의신기루같은허상

으로 보이지만 일단 공식 판단으로 공개되었으

니 이를 시정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진

상은명명백백하게밝혀져야한다. 

잘못된대북메시지

그런데해양수산부공무원사살이라는북한의

‘만행’에대한정부에영향력있는관련인사들

의반응은잘못된대북메시지로보인다.

언론보도에의하면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통해사과한것과관련, 유시민노무현

재단이사장이9월25일한토론회에서우리가바

라던것이일정부분진전됐다는점에서희소식’

이라며김위원장을‘계몽군주같다’고평가했다.

함께출연한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

부의장은“‘통큰’측면이있다”고치켜세웠다.

유이사장은김위원장의사과속보를언급하

며“이사건이남북관계전화위복의계기가됐으

면좋겠다는소망을밝혔다”고반색하면서이같

이말했다. “북한이2008년 (금강산관광객) 박왕

자씨피격사건때사과했던선례가있다, 이번에

도사과할필요가있다”고했던정수석부의장은

웃으며“(북한이) 말을잘듣는구나”라고말했다.

토론에참석한김준형국립외교원장은앞서토론

중간에“북한이사과할기회”라고발언했던것과

관련, “제가맞췄다”면서기뻐하기도했다.

비무장 비전투원인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데

대한진상규명과분명한사과, 재발방지약속을

강조해야할때에이사건이대화재개의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은 잘못된

시점에잘못된메시지임에틀림없다.

미국 등은 테러조직에 의한 인질사태가 나도

몸값을주지않는방침을세우고있다. 인질범들

과 타협하지 않으며 인질이 희생되더라도 이것

으로 인질극을 끝낸다는 단호한 방침을 테러리

스트들에게알리고있는것이다. 타협하면, 갈수

록더욱잔인하고규모가큰불행이일어난다는

판단때문에단호하게대처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처럼 겉으로는 사살사건

에항의하면서북한에구걸하듯대화에연연한태

도를보이면앞으로도항의는체면치레로보일뿐

북한의‘만행’은계속일어날수밖에없을것이다.  

국민을제대로보호해야

제국민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정부는무

엇을위해있는것인가? 과연정부는할바를다

했던가?  남과 북 모두에게서 버림받아 목숨을

잃은 이들의 원혼은 누가 어떻게 달래줄 것인

가? 다시묻지않을수없다.

해수부 공무원 사살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국

제법을위반하여인권을유린했다는것이다. 말

없는 망자의 생각을 상상하고 유추하여 추측성

판단으로 사태의 본질을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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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68주년장서 700만권달성행사’참석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0월 22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국회도서

관 68주년장서 700만권달성행사’에참석했다. 朴의장은축사를통해“앞으

로 5년간 1,100억원을투입하는‘국가지식인프라구축사업’을통해국회도서관

이대한민국지식의샘역할을담당할것이다. 미국은구글을중심으로주요도

서관의장서를디지털화하는장기프로젝트를시작했고, 일본도국립국회도서관

의장서디지털화에 1,000억원을투자하고있다. 대한민국국가경쟁력의원천가운데하나는김대중대통령

이추진한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었다. 향후 5년간진행될국가지식인프라구축사업역시그못지

않게중요한국가사업이다. 700만장서기념도서의책제목은『도서관은살아있다』라며이책제목대로국회

도서관직원여러분의창의력과상상력을바탕으로살아숨쉬는국회도서관, 디지털대전환을선도하는국

회도서관을만들어주시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국외안장독립유공자유해봉영식’건국훈장헌정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참석해 조종희·나성돈 지사의 영현과 유해

에 건국훈장을 헌정했다. 조종희·나성돈 지사는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군 활동을

통해조국독립을위해헌신했다. 이들은공훈을인정받아 1990년건국훈장애족장

을각각서훈받았다. 이들은미국에거주하다올해작고했다.  

‘국민의당전국청년위원회’운영위원회및출범식

安哲秀(19,20) 국민의당 대표는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린‘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운영위원회 및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에

서 安 대표는 구혁모 전국청년위원장 및 지도부와 함께 주거, 취업 각종 청

년문제등을청년백신으로해결하겠다는퍼포먼스를했다.  

박정희대통령제41주기추도식엄수

鄭在虎(9,10) 민족중흥회회장은 10월 26일박정희대통령제41주기추도식을국립

서울현충원 박정희대통령 묘소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예년 5,000여명의추도물결에비하여 250명으로제한된가운데거

행되었다. 정재호추도위원장의개식사에이어강창희(전국회의장), 구상진(헌법을

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강명도(동포사랑전국연합회 대표), 김성원(美 펜실베니아대학교 유학생) 순으

로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식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헌승·추경호 의

원, 조원진우리공화당대표, 김문수前경기지사를비롯한사회단체대표등이참가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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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송년차담회

朴權欽(10,11,12)(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

이호텔에서 2020년 송년 차담회를

갖는다. 이행사에서한국다도대학원

제27기 다도교수과정 졸업식과 올해 차인상 및

올해 명예차인상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차인연합

회는 이에 앞서 11월 21∼22일 이틀 동안 울진

덕구온천호텔에서 2020년도청소년다도예절인성

교육지도자자격시험을위한연수회도가졌다.

2020 사이버가디언즈콘퍼런스

柳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

구원 원장은 11월 14일‘2020 사이

버 가디언즈 콘퍼런스’를 온라인으

로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정

승기 테이텀 CTO는‘코로나 시대 기술의 변화와

정보보안’에대해기조강연을했다.  

헌정산악회가을모임

李龍澤(11,12)

헌정산악회 회

장은 11월 18

일 서울 평창

동 한식당에서

모임을갖고산악회운영방향에대해논의했다.  

‘美中전략경쟁과韓日

관계’세미나

柳興洙(12,14,15,16) 한

일친선협회 회장(前 주

일 대사)은 11월 1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美中

전략 경쟁과 韓日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사랑의쌀나누기’전달식

韓斅葉(12) 한얼공동

체총재(헌정회부산

지회장)는 11월 15일

노인대학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쌀과 라

면을전달하는‘사랑의쌀나누기’전달식을가졌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63쇄 발간 기념 학술

집담회

朴錫武(13,14)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10월 30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

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실학박

물관·다산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유배지에서

보낸 편지』63쇄 발간 기념 학술집담회에 참석,

편역소회를밝혔다.

‘마한역사문화 보존과 발전방안’

세미나

柳寅鶴(13,14) 마한역사문화연구회

이사장은 11월 3일 영암군 청소년수

련관대강당에서 영암군이 주최하고 마한역사문화

연구회가 주관하는‘국가사적지 지정 및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마한역사문화 보존

과발전방안’에대한세미나를개최했다.   

헌정회방문

金浩一(14,15) 대

한노인회 회장은

10월 21일 헌정

회를 방문해 유

경현회장과환담했다. 金회장은 10월 19일회장

선거에서총 272표중 129표를얻어당선됐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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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포럼정기모임

金武星(15,16,17,18,19,20)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

럼) 공동대표는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

에서 열린 마포포럼 정기모임에 참석해 안철수

국민의당대표등과환담했다.  

‘지속가능한경제사회로전환, 

K뉴딜의성공전략’세미나

薛勳(15·16·19·20·21) 의원실은

11월 2일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의원

실,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와 공동으로‘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평화·통일의교두보-북중러접경

[하산] 국제공항건설’세미나

宋永吉(16·17·18·20·21) 외교통

일위원장실은 10월 28일 의원회관

에서 (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과 공동으로‘평

화·통일의 교두보-북중러 접경 [하산] 국제공항

건설’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일본방문

金振杓(17,18,19,20,21) 한일

의원연맹 회장과 간부 7명

은 11월 12∼14일까지 일본

을 방문했다. 金 회장은 14

일오전도쿄한호텔에서도쿄특파원단과조찬간

담회를 가졌다. 金 회장은“가급적이면 모든 한일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징용문제는현상태에서더악화하지않도록

봉합하고 징용 외 도쿄올림픽 협력 등을 하자. 이

런협력을하는게결과적으로과거사갈등을해소

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주요내용’세미나

卞在一(17,18,19,20,21) 의원실은 10

월 29일 의원회관에서 (사)국회물포

럼과 공동으로‘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주요내용’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2020 미래먹거리, 디지털 헬스케

어산업활성화포럼

李光宰(17,18,21) 의원실은 10월 28일

의원회관에서 송기헌·허영 의원실,

강원도, 원주시와공동으로‘2020 미래먹거리, 디

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포럼’를개최했다.

‘구글인앱결제정책과소비자’세미나

禹相虎(17,19,20,21) 의원실은 10월

30일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

비자’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전문가초청세미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10월

29일 의원회관에서 김성환·양이원

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공

동으로‘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그린스완 시대의 산업동향과 투자전

략’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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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국회자살예방포럼출범기념국제세미나

尹昊重(17,19,20,21) 의원실은 10월

29일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의원실,

국회자살예방포럼, 안실련과 공동

으로‘제3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출

범 기념 국제세미나/코로나19와 자살예방(대한

민국,미국,호주,덴마크)’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

했다. 

‘세포 기반 코로나 치료제 국제 개

발동향및국내정책토론회’

全惠淑(18,20,21) 의원실은 10월 21

일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

원회, 이낙연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포 기반 코로나 치료제 국제 개발 동향 및 국

내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KBS 생방송심야토론출연

金炅俠(19,20,21) 의원

은 11월 7일 申源湜(21)

의원과 함께 KBS 생방

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미국대선이후한반도외교안보지형변화및우

리의대응에관해심층토론했다.   

‘위드 코로나19시대 사회복지교육 무엇을 어떻

게혁신할것인가?’세미나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10월 27

일 의원회관에서 최종윤·허종식 의

원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

동으로‘위드 코로나 19, 뉴노멀의 시대 사회복지

교육무엇을어떻게혁신할것인가?’에대해세미

나를개최했다. 

‘여행업계코로나19 위기극복방안’세미나

都鍾煥(19,20,2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실은 10월 29일 의원회관에서 한국여

행업협회와 공동으로‘여행업계 코로

나19 위기극복방안:코로나위기의여

행산업생존전략모색’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특허박스제도도입’국회토론회

朴範界(19,20,21) 의원실은 10월 29

일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동작을) 의

원실과 공동으로‘특허 박스제도 도

입을위한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朴 의원은“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

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 사

업화에큰보탬이되었으면좋겠다”고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현황과과제’온라인생중계

朴完柱(19,20,21) 의원실은 10월 30

일 의원회관에서 양기대 의원실, 오

영환의원실과공동으로‘소방공무원국가직화이

후소방재정현황과과제’에대해페이스북온라

인생중계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세미나

尹厚德(19,20,21) 의원실은 10월

28일 의원회관에서 김주영 김경협

박주민 의원실, 한국행정학회, 한국노총 전국공

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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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구단체대중문화미디어연구

회창립총회

李憲昇(19,20,21) 의원실은 10월 28

일 의원회관에서 국회대중문화연구회, 황희·이

양수 의원실과 공동으로‘국회 연구단체 대중문

화미디어연구회 창립총회:포스트 코로나시대 대

중문화산업의 위기와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정치문화플랫폼‘하우스’오픈

기념특강

吳晨煥(19,20) 협동조합 하우스 이사

장은 10월 30일서울여의도정치문화플랫폼‘하

우스’오픈 기념으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위기의 한국민주주의-보수정당이 한국민

주주의에기여하는길’에대해특강을개최했다.  

국민총행복정책포럼세미나

姜勳植(20,21) 의원실은 10월 29일

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으로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세미나’를 개

최했다. 

제4차기후위기대응농어촌에너지전환포럼

金成煥(20,21) 의원실은 10월 27일

의원회관에서 김정호·위성곤·이원

택·양이원영·이소영 의원실과 공

동으로‘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

촌에너지전환포럼: 기후위기대응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에 대해 세미나를 개

최했다. 

차등의결권제도관련정책토론회

朴用鎭(20,21) 의원실은 10월 27일 의

원회관에서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와공동으로‘차등의결권

제도관련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관광산업과관광교

육패러다임의대전환’심포지엄

朴釘(20,21) 의원실은 11월 2일국회도

서관에서 이병훈·최형두 의원실과

공동으로‘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관광산업과관광교육패러다임의대전환심포지

엄’을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동체지원농

업(CSA) 활성화방안’세미나

朴柱民(20,21) 의원실은 10월29일의원

회관에서‘포스트코로나시대공동체지

원농업(CSA) 활성화방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ILO 핵심협약비준에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개정’세미나

安浩永(20,21) 의원실은 10월 29일

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수진·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근본 대

책을세우자’세미나

魏聖坤(20,21) 의원실은 10월 27일

의원회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농정신문과 공동으로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자’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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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圭(9) 원로가 11월 9일 별세. 고인은

경기중 졸업, 일본 육군사관학교·서울대

공과대학 졸업, 美 공군참모대학·인하대

명예공학박사. 공군사관학교장, 군사정전

위원회 대표, 공군참모차창, 공군참모총장. 대한중석주식

회사 사장, 영남화학주식회사 사장, 대림산업(주) 부회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학교법인 대림학원 이사장

등을역임했다. 향년 100세.

鄭鎭吉(11) 회원이 10월 30일 별세. 고인은

전주고 졸업, 육사12기,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원수료, 국회부의장비서실장, 신민당당

수비서실장, 평화민주당총선대책조직위원

장, 국민회의당무위원국정자문위원, 제16대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고문, 한국정학연구소이사장, 헌정

회이사·사무총장등을역임했다. 향년 89세.

金正均(12) 회원이 11월 6일 별세. 고인은

목포 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정외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민주정의당 선전부국장·전문위원·선전

부장·부대변인, 국회 교체위원, 예결특위위원, 건설위

간사, 민정당 국책평가위원, 민자당·신한국당 국책자문

위원, 선문출판사 대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등을 역

임했다. 향년 80세. 

李成烈(12) 회원이 11월 2일별세. 고인은조

선대학교법정대학졸업, 고시사법과합격,

군 법무관으로 활동, 광주지법 판사·광주

고법 판사, 전주·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

고법부장판사, 대전·광주지법원장, 대법원판사, 헌법재판

소재판관, 12대국회때민정당국회의원으로 활동, 변호사,

공증인등으로활동했다. 청조근정훈장수상. 향년 94세. 

張慶宇(11,13,14) 회원 2020년 11월 20일(금) 18시, 아들

결혼 장소: 서울웨스틴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林仁培(15.16,17) 회원 2020년 10월09일(금) 17시, 딸결혼

장소: 연세동문회관 3층그랜드볼룸

趙在煥(16) 회원 2020년 11월 21일(토) 13시, 아들결혼

장소: 그래머시코엑스 1층그랜드볼룸

全正姬(19) 회원 2020년 11월 7일(토) 오후 12시30분, 아들

결혼 장소: JW메리어트호텔서울(반포) 5층그랜드볼룸

鄭宗燮(20) 회원 2020년 11월 15일(일) 오후 12시30분

딸결혼 장소: 그랜드하얏트서울그랜드볼룸

‘남은음식물(사업장) 감량및

안전처리방안’토론회

林鍾聲(20,21) 의원실은 10월 30일

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와 공동으로‘남은 음

식물(사업장) 감량 및 안전 처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청소년시설주변, 

청소년유해업소난립’국회토론회

鄭春淑(20,21) 의원실은 10월 30일

의원회관에서 김성주·정태호 의원

실과 공동으로‘아동·청소년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2일에는국회도서관에서한국가정어린

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2020년 소규모 어린이

집규모별표준보육비용현실화방안모색정책

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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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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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12월헌정내지-2차  2020.11.24 2:10 PM  페이지96   Cheil-868 


	헌정회-표지2
	헌정회-내지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