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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당적을떠나서

정말국민의대통령으로전념할수없을까”

오늘의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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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희망을안고출발했던庚子年이온갖갈등과

고난속에서저물어가고있습니다. 전혀예측치못했던

코로나19는연초부터온지구촌을우려와고통의소용

돌이로몰아넣었으며, 해가다가도록절망적좌절감에

서벗어나지못하게하고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코로나19를 비교적 善防하고 있다는

평을받고있는대한민국도그방어선이흔들리고있으

며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계등모든분야

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취약한중소기업과영세상인, 서민들은치명

적타격을받고있습니다. 참으로참담한심정입니다.

이런때일수록국민에게희망을안겨줘야할정치권

은갈등의모습만보이고있습니다. 

4·15총선에서압도적의석수를확보한여당은정치

적안정을기해서국가적危難을극복하고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위한국민적에너지를결집해줄것을기대

하면서표를몰아준국민의기대와는달리, 중요한국

가적과제를놓고야당과극한적으로대립하면서, 화합

과포용을거부하고힘의논리와진영논리에매몰되어

문명국가의이성적판단이라고말할수없는안타까운

모습을노정하고있습니다. 

辛丑年새해새희망

화합과포용의정치로국민역량결집되기를기원

金義在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의장

15대의원
前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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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내에서조차도일찍이보지못했던사태가국민들의우려와한탄을자아내게하고있

는실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징계정직시키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고있으며, ‘檢

亂’이라고할정도로검찰내부는물론전직검찰총장들의반발까지불러왔고본인이불복구제

절차를밟는등합리적으로수습되지못하고있는바, 그근본원인이국민의의혹을받고있는비

리사건의수사를놓고빚는갈등이라는점은더욱우려스럽습니다. 法治가무너지고사회정의가

실종된다면우리의장래가암담하다할것입니다. 여기서독일철학자헤겔의말이떠오릅니다.

“자기의신념만을절대시하면主觀化된善이惡이된다.”

회고해보건대, 日帝식민지와광복후의혼란, 참혹한 6·25전쟁등역사적시련을겪으면서, 세

계적으로멸시와조롱의대상이었던이나라를오늘의위치에까지끌어올리기위해우리의선배

들이얼마나많은피와땀과눈물을흘렸으며, 목숨까지버려야했는지숙연히고개숙여집니다. 

선배들의이러한희생을바탕으로해서최악의국가적위기를극복하고산업화와민주화를달

성함으로써선진국반열에이른우리대한민국의성공은, 발전도상국들의부러움을사면서국가

발전의좋은모범사례가되고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좋은사례가있습니다. 최근미국의애플사가출시한아이폰12를분해해본일본의모바일업체

가분석한결과에따르면한국업체가생산한부품이 27.3%의비중을차지해미국산 25.6%를앞

섰으며, 13.2%를점유한일본업체를더블스코어차이로제쳤다고합니다. 前作인아이폰11에서

한국 18.2%, 일본 14.1%의비중이었음을비교하면 1년만에대약진한결과입니다. 이는우연이

아닙니다. 아이폰시리즈가액정디스플레이를삼성전자와LG가만든올레드(有機發光다이오드)

로 100% 바꾸면서일어난일입니다. 얼마나기쁘고대견한일입니까. 곧인공지능이세상을휩쓸

고, 신세계를창조하는인류문명의중대한전환점에우리는서있습니다. IT 강국, IT 인프라세

계최고인대한민국은정치를잘하여각분야의유능한인재들이‘이건희정신’을실현하는분위

기를조성해준다면앞서가는선진국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압축성장과정에서빚어지고있는사회적갈등과정신문화적혼란은인문학, 특히철학, 문학,

사회학등에많은투자를함으로써국민화합을달성하고국력결집을기하도록정치적리더십을

발휘해야합니다. 갈길은아직먼데주춤거릴시간이없습니다. 선진국들은끊임없이전진하고

있습니다. 때가늦으면앞서기는고사하고따라가기도버겁습니다. 

辛丑年새해를맞이하면서우리가 70년현대사로입증한자유민주주의우월성과, 체제의근간

이되는법치주의및인권이존중되는세계모범국가가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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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단계에선대통령도당적을떠나서정말국민을위

한, 국민의대통령에전념할수있는길이없을까, 늘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영결식에 전직 대통령 네

분이나란히앉아서선배를추모하는그런명장면이우리

는불가능한것인가, 27년을교도소에있던만델라가나와

서자기의가장큰정적과손을잡고연립정부를이끌었던

사례를우리는타산지석으로삼을수없는것인가.”

柳瓊賢 헌정회장(10·11·12대 국회의원)은 12월 16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회장은진영논리에빠져상대방을적(敵)으로여기는정치

헌정초대석①

“대통령이당적을떠나서

정말국민의대통령으로전념할수없을까”

金度亨

아주경제신문기자

柳瓊賢(10·11·12대의원) 헌정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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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대해우려를표했다. “역대대통령을비

롯한정치지도자들의공헌이쌓여서오늘의대

한민국이 이뤄졌다고 믿는다”고 한 그는“전직

대통령들이다불행한세월을겪은것이우리정

치의불행”이라고했다. 

柳 회장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

리사회가극복할과제로‘단절의극복’을제시

했다. 그는“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단층, 단

절을조화롭게잘조절해서만인의만인에대한

화해가이뤄지는길을우리가머리를싸매고고

민해야한다”고말했다. 

2021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유 회장은“(헌

정회원들이) 다양한경험과지혜를갖고있으니

까, 좋은플랫폼에서여야의프로파간다, 프로그

램들을보면서기회가있으면적정한통로로노

마(老馬)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

다. 헌정회원들에겐“회원들께서물심으로끝없

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회장으로서 깊이

깊이감사드린다”며“지난한해동안겪었던많

은 아픔과 아쉬움을 잘 챙겨서 흘려보내시고,

2021년새해엔모두에게놀라운평화와성취가

내내함께하시길충심으로빈다”고했다. 

전인류와세균의무한전쟁…

좋은환경물려줄방법강구해야

코로나19로인해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가

혼란스럽다. 여기에서배울교훈이있다면?

“코로나19 대란속에희생되신많은분들의명

복을빌고아직도병상에계신분들의빠른쾌유

를기원한다. 여러어려움을이겨가면서우리나라

방역진과민·관이혼신의열성으로슬기롭게이

겨가고있는데마음가득한존경과감사를드린

다. 우리는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섬기고사

람을사랑하는큰교육의흐름속에서살아왔다.

돌아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흙이얼마나소중한가, 지구와자연의

소중함에대해서우리가너무소홀했던것이아닌

가라는생각을한다. 코로나19는이지구가감당

할수없는어떤비명의분출이아닌가하는견해

에도귀를기울이게된다. 그래서우리가지구, 자

연을더욱더아끼고존중하는존지(尊地) 운동에

총력의박차를가했으면한다. 지금까지큰전쟁

은사람과사람의싸움이었지만지금코로나19 대

란은전인류와세균의무한전쟁이아닌가하는

두려움을느낀다. 한해이산화탄소배출량이 1억

톤, 바다에묻혀있는비닐플라스틱이 1억 5천만

톤이라는현실에대단한안타까움을느끼지않을

수없다. 우리의과소비가빚은공해대란에우리

가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으면우리삶의터전이

기틀을잃게되는사태까지벌어질까걱정하지않

을 수 없다. 그래서 범국민적·범정부적 노력이

합쳐져서좋은환경을다음세대에물려줄수있

는가장적절한길을찾았으면한다.”

대한민국 원로들의 모임, 헌정회장으로서 그

는 21대국회에대한고언도내놓았다. 특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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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율과의석수의불균형에대한지적도했다. 21

대총선에서민주당은49.9%, 국민의힘은41.5%

의득표를했는데, 실제의석수는거의두배가

까운차이가났다. 

보복성불길줄이면서

공통의생각조화시켰으면

올해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란다고보시나. 

“21대 국회는 정말 좋은 여당과 좋은 야당이

지혜를모아서좋은정치의새지평을열어갔으

면하는국민들의갈망이모아져있다. 먼저여

야의석비율이 2:1로돼있는데, 총선에서득표

율은 그렇지 않다. 의석수와 국민 지지율 간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

민들은 눈 여겨 묻고 있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보복성·분노성 화염의 불길을 서로가 줄여가

면서 동시대인이라는 공통의 생각을 현실 정치

에서 잘 조화시켰으면 좋겠다. 다원주의, 상대

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의 가치에 좋은 밑거

름이 돼서 훌륭한 정치의 숲을 가꿔 나갔으면

한다. 독일이 2차세계대전후에콘라드아데나

워, 에르하르트 등에 이어서 지금 메르켈 총리

까지제1당이 (내각의) 60∼70%를차지하고나

머지 20∼30%는 다른 당에게 넘기는 연대 체

계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달성했다. 독일이 그런 길을 걸어온 것

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메르켈 총리가 15년

째 임기를 이어가는데 아직도 지지도가 75∼

76%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정치는

불가능한것인지고뇌하고모색해야한다. 저는

198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라는 큰

기둥을 갖고 출범해서 33년 동안 이어져 왔다.

안정성 면에선 가장 뛰어난 기록을 세웠다. 헌

정사를 돌아보면 수직적 승계 문화, 수평적 연

대 문화가 굉장히 척박하다. 우리가 G7이라는

예상 못 했던 경제의 고지를 이룩하고 세계 선

도국가의 전열에 서있는데 비해서 문화사·정

신사적으로는뒤쳐져있다는느낌이든다. 과감

한재충전과재무장이없으면대단히어려운국

면으로갈수도있다는걱정이있다.”

유회장은현실정치의문제점도여럿지적했

다. 특히입법부가고소·고발을남발해사법부에

부담을주는문제나, 국책사업이너무가볍게추

진되는점등을언급했다. 최근정치권에선부산

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가덕도신공항추진논의

가재개됐는데, 이를지적한것으로해석된다. 

계층·세대·지역간의단층, 

단절어떻게조화시키느냐

현실정치의문제점을짚어주신다면.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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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해서 사법

부에부담을주는일이바람직한것

인가, 우리 모두 고뇌를 해 줄여갈

수는없나, 이런생각을한다. 또하

나국가시험제도, 조세제도, 교육제

도는가장안정적이어야될분야다.

그런데 시험이 많이 줄어들고 면접

이나 서류 전형으로 바뀌어서 탈법

이나 변칙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지

적을 외면할 수 없다. 조세나 교육

제도 같은 중요 정책은 한 번 정할

때얼마나많은국민에게혜택이가느냐, 얼마나

오래갈수있느냐, 이두가지기준에비추어철

저하고심도있게검토를해서추진했으면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보자. 시중에 엄청난

유동자금이있는데그유동자금에대한대책없

이 부동산 대책에만 몰두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있지않나. 엄청난유동자금에대한대책을

병행해서세웠어야하지않나. 이런생각을갖고

있다. 중요한국가적전략, 국가적과업을정치

권에서무겁게다루지않고변화를시도하는일

은좀더깊이있게생각했으면한다. 국책사업

은 초정권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선진국가의모습아니겠는가. 북한핵문제는가

장어려운문제다. 북한과의관계에서정부가바

뀔때마다바람정책, 햇볕정책으로바뀌는불안

정을안정의방향으로바꿀수없을까기대하고

있다. 통신, 통행, 통상같은가능한분야에서작

은걸음정책으로, 이후단계적정책적으로길게

보고갔으면하는희망을갖고있다.”

우리사회가극복해야할과제는뭐라고보시나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단층, 단절을어떻

게 잘 조화롭게 조절을 해서 만인의 만인에 대

한화해가이뤄지는길을머리를싸매서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단절을 메우

는과정에서복지라는막중한시대적국가적사

명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 복지를 적절하게 합

리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선진 사회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복지보다는 취약 계층부터 선별적

단계적으로 하는 복지가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

까이런견해를많이듣게된다. 배급복지가너

무무성하면노는사람들이많아지는, 바람직하

지않은국면을걱정하게될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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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달러시대…

초고령사회슬기롭게대처해야

우리사회의성취로꼽고싶은것은?

“1차로성공한것은남북이 1953년휴전이후

에 67년간 평화적인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까지이어왔다는것이다. 역대정부의노력

이고국민노력의결과다. 대단히다행스럽다. 앞

으로도남북관계가평화적으로오래도록갔으면

한다. 경제적 성공도 있다. 우리가 대학 다니던

1960년대엔 1인당국민소득이 100달러미만이었

다. 지금 3만달러까지왔지않나. 경제적으로엄

청난성공을거뒀다. 이제성공을재정립해서성

숙된성공으로탈바꿈하고발돋움하는게오늘

날의과제다. 자선문화, 체육분야에서도한국은

우뚝선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종환삼영화학

그룹회장이 1조 2000억원을 내서장학재단 운

영하는사례가있고, 엊그제는이수영이란여성

사업가가 770억원을카이스트에기증했다. 이런

빛나는사례들이우리들에게정말살맛나는세

상을만들어주고있어감사하게생각한다. 오늘

아침엔 김아림 선수가 미국 LPGA에서 극적인

우승을해서우리들에게많은격려를줬다. 22년

동안실패와실패, 도전과도전을통한노력을고

맙고든든하게생각한다. 뿐만아니다.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세계적인 지도자

자리에한국인들이진출했다. 이번에미하원의

원선거에서한국교민 4명이당선된것도놀라

운한국민족의진취라고생각한다.”

미래세대를위한고언을하신다면.

“인구 축소 문제와 가족의 붕괴, 해체 현상으

로어려움을겪고있다. 초고령화현상을어떻게

슬기롭게대처해가느냐이것이중요한과제라고

생각한다. 인구문제를들여다보면결혼한사람

10쌍가운데출산을하지않겠다는사람이절반

이될정도로국가적난제다. 수많은예산을투입

한것에비해성과가대단히미흡하다는게일반

적 평가다. 그래서 어느 정부,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국가전체의과제로서우리가정말노력

을해야된다. 국민들은정치권에묻고있다. 정

치가진짜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

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국권을 위해 노

력하느냐다음정권을위해노력하느냐, 세대를

위해 노력하느냐, 선거를 위해 노력하느냐, 그

물음에정치권이답해야하는시점이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신 분 3089명, 그중

1600여명이 돌아가시고, 현직에 300명이 계시

고, 전직의원 1180여명이 계신다. 헌정회는이

들을회원으로구성된초당적공동체다. 과거의

여야, 과거의민주투사·산업투사들이한공동체

에서융합돼있다. 우리현역의원들께서훌륭한

정치로국가를이끌어가도록뒷받침하고지켜보

고, 가끔필요하면최소한의울림을울리려노력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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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으로분류되는조바이든당선자의기본적

인외교방향은명확하다. 바이든당선자는민주당

대선후보로결정된 2020년 4월외교전문잡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외교안보정

책의 윤곽에 관한 글을 실었다. 제목은“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다, 번역하면“트

럼프가 망쳐버린 미국의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미

국이다시리더노릇을해야한다”이다. 그는이글

에서 자신의 3대 외교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첫

째는‘국내에서 민주주의 갱신(Renewing

Democracy at Home)’이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를새롭게만들기위해△부패와의전쟁, △권위주

의공세에대응, △인권증진을정책우선순위에두

겠다고밝혔다. 오바마행정부시절만들었던핵안

보정상회의를 벤치마킹하여‘민주주의 정상회의’

를구성하고민주주의국가들의협력을도모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중산층을 위한 대외정

책’이다.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이며 미국의 통상정

책은 중산층을 강화하는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

초강대국전환기, 한국은아군과
적군을정확히인지하고있는가

남성욱

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특집Ⅰ 미국바이든정부의출발과동북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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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비롯하여경제의원칙을무너뜨리는세력

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은 스스로의

혁신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단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은‘리더 지위의 회복

(Back at the Head of the Table)’이다. 바이

든은 첫 업무 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국익에맞지않는다고탈퇴한파리기후변화

협약에복귀하는것을제시하였다. 세가지기

조에서핵심전략은민주주의의복원과권위주

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다. 바이든은 민주

주의국가들과미국의결속력을복원하여권위

주의 국가들에 대응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전술은△동맹강화 △글로벌리더십회복△

대중견제로구체화될것이다. 

거래적관점보다가치중심의동맹중시정책

바이든당선자는외교안보분야에서기존트

럼 프 의 정 책 은 가 능 한 배 제 하 는

‘ABT(Anything But Trump)’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바이든당선자는후보자간토론회에서

“동맹관계를 바로잡고(repair), 상호 이익을 증

진하도록재창조(reinvent)해야한다”는입장을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동맹의 강화다. 거래적

관점보다는가치중심의동맹중시정책을통해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재건에 외교력을 동원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어려움

에 봉착했던 한미동맹 역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수있을것이다. 동맹은적에대한인식이

동일하고바라보는방향이동일해야한다. 자유

민주주의를수호하고중국과러시아및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같이 갑

시다(Go together)”의 가치(value)를 동맹국들

에게 강조할 것이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을외교정책기조로삼는바이든행정부는

가치동맹으로서한국의역할확대요구가커질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있는중국의팽창을막는반중전선에한

국의동참요구는점차늘어날것이다. 대북유

미국트럼프대통령과조바이든대통령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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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으로한미연합훈련에소극적인문재인정부

의행보는교정을요구받을것이다. 트럼프의반

중전선인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에미온적이었던한국의대미정책은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부분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다. 쿼드의동참에상관없이한미동맹의강화

가논의될것이며한미동맹의틀속에서대중압

박문제도거론될것이다.

북핵, 보텀업(bottom-up) 방식취할것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실무진을 건

너뛰었던트럼프대통령의톱다운(top-down)과

달리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실질적인비핵화조치를취하지

않고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바이든후보는 2019년 5월뉴햄프셔유세에

서“김정은은테이블에마주앉은고모부의머리

통을 날려버린 남자이자 폭력배”라고 김정은을

비판하였다. 일주일 후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트럼프는김정은같은독재자와폭군을좋아한

다. 그래서북한은 (나보다) 트럼프를더좋아한

다”고트럼프와김정은을싸잡아비난하였다. 지

난 10월 22일 테네시 주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에서바이든전부통령은어떤조건에

서김정은위원장과만날수있느냐는진행자의

질문에“그가핵역량을축소할것이라는데동

의하는 조건으로(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라고대답했다. 

지난 11월 12일문재인대통령과조바이든당

선인은전화통화를하였다. 통화의키워드는린

치핀(Linchpin)이었다. 연결축이라고 번역되는

린치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회자되다가 트럼

프대통령시절사라졌던용어다. 바이든은한국

을“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은 바퀴가

축에서빠지지않도록고정하는핵심부품이다.

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 2010년 6월이명박전

대통령을만나“한미동맹이한국과미국뿐아니

라태평양전체에대한안보의핵심축”이라고언

급한 후‘린치핀’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표현

이되었다. 바이든당선인이한미동맹을‘인도·

태평양지역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것은 동북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대중

압박 노선에 한국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겠다

는메시지다. 인도·태평양구상은오바마행정

부의 중국 견제 기조인‘아시아태평양’구상을

한층강화하기위해 2017년도널드트럼프대통

령이내놓은전략이다. 오바마행정부시절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은 2012년호주

에서전세계미국군사력의비중에서유럽과중

동대아시아의비율을 6:4에서 5:5로조정하는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정책’을발표했다.

바이든당선인은앞서일본스가요시히데총리

와의 통화에서도“인도·태평양지역 안전과 번

영의주춧돌(cornerstone)로서미일동맹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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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고말했다. 코너스톤이라는용어역시린

치핀과유사하게오바마행정부에서사용되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한

셈이다. 바이든당선자는전통적인한미와미일

동맹을 린치핀과 코너스톤으로 각각 지칭하며

동북아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고선언한셈이다. 

평양의대미정책 3가지예상시나리오

이제 다가오는 동장군 추위만큼이나 평양의

대미정책은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 더이상

미국 정상이 트위터로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호텔 로비에서 대통령 개인을 유혹하여 합의안

에서명하게하는기이한방식의북미정상회담

은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평양 외무성은

김 위원장에게 3개의 대응 시나리오 보고서를

상신할것이다. 

첫째, 도발자제관망(Wait and see) 시나리

오다. 북한도 2006년 5월 1차핵실험이후에는

미국의국내정치일정이북미협상에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대북외교라인을구축하는데상당한시

간이소요된다는점을비교적정확하게이해하

는 만큼‘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바이든 당선자가 기존 외교 안보정책 평가

와인력배치까지최대 1년정도소요된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이미 내년 1월 초 제8차 당대회

개최를 밝힌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발표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로 북한 내

부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

다. 상반기에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전후에 미

국을 자극하는 대륙간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유예하며바이든의대북정책이

구체화되는 6월까지는‘관망정책(Wait and

see)’을고수할것이다.

둘째, 저강도(low-key) 도발 시나리오다. 미

국의정치일정상상반기에북미간협상이본격

화될수없다는현실은정확하게이해하지만내

년 상반기까지 워싱턴을 바라만 보기에는 평양

의내부사정이매우다급하다. 지난 2016년이

후지속된고통스런대북제재, 수해피해및코

로나봉쇄등으로평양의대중국무역액은 20%

이하로축소되고, 김정은의외화보유고는상당

한 수준 이하로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적도발로자신을잊지말라는‘강력한물망

초 전략(hard forget-me-not)’을 구사하기에

는 실익이 분명치 않고‘유화적인 관망정책(a

conciliatory observation)’으로 일관하기에는

현실이녹록치않다. 1월하순미국의 46대대통

령취임이후 3∼4월이 1차저강도도발의시기

로관측된다. 특히 3월마지막주로예상되는한

미연합훈련은 저강도 도발의 분수령이 될 것이

다. 일단대미비난의수사적강도를높이며한

미연합훈련의강도등을지켜본후 1000km 내

외의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2000km 사정거

리의중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미국의반응을

18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18   Cheil-868 



2021. 1 19

지켜볼것이다. 도발과병행해서뉴욕북한유엔

대표부 채널 및 스웨덴 채널 등을 통해서 제재

완화와북핵일부폐기를소규모로거래하는‘스

몰딜(small deal)’등을미국에물밑에서제안할

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고강도(Aggressive) 도발 시나리오다.

평양의대미강경파들은 2021년여름까지인내

심을발휘하는현실에대해수용하기곤란하다

는 보고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

다. 한국전쟁이후지난 70년간의대미협상시

작전에유보적인자세보다는공격적인입장을

견지했을때미국이신속하게협상에나왔던경

험으로돌이켜볼때공격적인도발이불가피하

다는입장이강하게대두된다. 

필자의 평가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신정부 출범

첫해에북한이고강도도발을자행한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5월 25일 오바마 행정부 첫해

에자행한 2번째핵실험이다. 하지만오바마집

권 첫해에 북한이 2번째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써 북미 간에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상반기에 발사

하는데는한계가있다. 특히중국입장에서바

이든행정부첫해부터한반도에긴장이고조되

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에서

반드시긍정적이지는않다는판단하에일단북

한의 절제를 요청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반기에는저강도도발시나리오로미국을협

상장에 유도하면서 물밑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다양한협상을제시할것이다. 

상반기 7개월이불확실성고조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1월말 방한에서

“바이든행정부가대북정책을확정하고, 북한도

내년초 8차당대회를통해새로운방침을정하

는 7개월정도시간동안불확실성이있다”면서

도“북한이 (사태를결정적으로악화시킬) 군사도

발을하진않을것”이란긍정적인전망을내놓고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왕이 부장의 발언

대로 군사도발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21년상반기까지 7개월이동북아정세의불확

실성이 고조되는 기간이라는 점은 왕이 부장의

지적대로 명약관화하다. 1960∼70년대 미중 외

교의주역으로미외교가의원로로꼽히는헨리

키신저전국무장관은조바이든당선인에게미

중갈등의조속한봉합을주문했다. 그렇지않으

면“세계 1차대전에비견할수있는재앙상황이

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 

역사적으로한반도는명·청시대등주변강

대국이 급변하는 전환기에 사태의 흐름을 정확

하고제때에파악하지못해주기적으로국가위

기를 경험하였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전환

기(transition)에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인지

하고 아군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한반도의안위를결정할중요할가늠자가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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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미국대통령선거결과민주당바이든후

보가제 46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트럼프대통

령이아직공식적으로결과에승복하겠다는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권력 이양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바이든후보는 2016년트럼프공화당후보에게

근소한표차로빼앗긴블루월(Blue Wall) 3개주(위

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를되찾아왔을뿐만아

니라, 1990년대초중반이후민주당후보로는최초

로조지아와애리조나에서도승리하였다. 바이든후

보는 모두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주요경합주의우편투표결과가고려되지않았

던 선거일 개표 초반 예상되었던 결과와는 다른 낙

승이다.

트럼프 4년전보다더높은 46.9% 얻고도

재선실패

재선에는실패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번선거

에서 4년 전보다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였다.

2016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수는 약

6,400만명이었고, 이것은투표한유권자전체의약

바이든시대미국민주당과공화당이갈길

河尙應

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

특집Ⅰ 미국바이든정부의출발과동북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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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였다. 2020년 12월 7일현재트럼프대통

령은약 7,400만표를확보하여, 46.9%의득표

율을보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재임4년내내

50%를넘겨본적이없는그의지지율과 2016년

및 2020년의 득표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은대단히놀라운사실이다. 트럼프지지자들은

여간해선그에대한지지를철회하지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의미국인들이코로나19 확진판정을받을만

큼 방역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전망역시어두움에도불구하고 4년전보다무

려 1,000만명정도가더트럼프대통령을지지

하는현상은상식적으로받아들이기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백인, 개신교도, 고졸, 시골지역거

주자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한 때 미국의

주류였다. 하지만그비율이점점줄고있는추

세이다. 히스패닉계이민자들의비율이높아짐

에따라백인과개신교도의비율이상대적으로

줄어드는현상은 2000년대들어와두드러졌다.

또한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양질의교육을받

은노동자를점점더필요로하고, 이들을위한

일자리가주로서해와동해에위치한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이젠 상식에 가깝

다. 미국사회의주류였던사람들이인종, 종교,

교육수준, 그리고거주지역기준으로소수자로

전락하는것을막겠다는구호가트럼프대통령

의“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였다. 다시 말해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지지하는행위는자신들이더이상미

국의 주류가 아닐 수 있다는 지위 위협(status

threat)에서비롯된것이다. 

트럼프지지자들의지위위협인식과

투표행태

이번선거직후공개된뉴욕타임스출구조사결

과를보면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의지위위협

인식이어떻게투표행태로전환되는지를쉽게확

인할수있다. 전체유권자의약 34%를차지하는

고졸백인유권자들중에서약 64%가트럼프대

통령을찍은반면, 약 35% 정도가바이든후보를

선택하였다. 대졸백인유권자(전체유권자의약

31%)는정확하게약49%씩트럼프대통령과바이

든후보를각각지지하였다. 유색인종유권자들의

경우대졸자(전체유권자의약 13%)의 71%, 고졸

미국제 116대연방의회개원식(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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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체유권자의22%)의약72%가바이든후보를

선택하였다. 결국인종및교육수준기준으로볼

때, 트럼프대통령을바이든후보보다선호한집단

은고졸백인유권자밖에없다는것이다. 

거주지역기준으로출구조사결과를봐도이

미알려진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미국의동

부(전체유권자의약 21%)와서부(전체유권자의

약 22%) 지역 유권자의 약 58%가 바이든 후보

를선택한반면, 중서부(전체유권자의약 23%)

와 남부(전체 유권자의 약 35%)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약 51%가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였다.

소도시혹은시골지역유권자(전체유권자의약

20%) 중 54%가트럼프대통령을선택하였으나,

인구 5만이상의도시거주유권자(전체유권자

의약 30%)의약 60%가바이든 후보를지지하

였다. 교외지역 거주 유권자(전체 유권자의 약

51%) 중 51%는 바이든 후보를, 48%는 트럼프

대통령을찍은것으로추정된다. 한편전체유권

자의약 28%를차지하는백인기독교근본주의

자(evangelicals) 중 76%가 트럼프 대통령을,

24%가바이든후보를선택한반면, 이들을제외

한 다른 (비)종교 집단 소속 유권자의 36%만이

트럼프대통령을지지한것으로파악된다. 

상원의원배분, 

선거인단이점십분활용한공화당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면 공화

당의지지기반이전국단위에서점점줄어들고

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도시지역거주유권

자들의투표참여율이높은한, 공화당은선거에

서이기기어렵다. 1992년이후모두여덟번의

대통령선거가있었는데, 공화당대통령후보의

전국단위득표율이민주당대통령후보의득표

율보다컸던경우는 2004년부시대통령의경우

가유일하다. 수적으로열세에있는공화당은인

구가 적은 주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배분 방식,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선거인단 제도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것이다. 2000년

부시(George W. Bush) 후보와 2016년 트럼프

후보가 전국 단위 득표율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예를 보면 선거인단 제도가

왜공화당에게유리한지어렵지않게이해할수

있다. 

그렇다면공화당은어떤구상을하고있을까?

일부공화당원들은트럼프대통령식의세력몰

이로충분히승산이있다고생각할것이다. 어떠

한 일이 벌어져도 공화당이 확보할 수 있는 약

46∼7% 정도의 유권자 집단을 결집시키고, 약

3%포인트정도의부동층유권자를설득하는전

략을펴면해볼만한승부라고충분히생각할수

있다. 이번선거에서연방상원다수당의지위를

잃지않을뿐만아니라, 2018년대비연방하원

의석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대단히 고무

적인성과라고여길것이다. 또다른공화당원들

은보다근본적인지지기반의확장을요구할것

이다. 포섭대상은사회문화적으로보수적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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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띠고있는히스패닉계유권자이다. 히스패

닉계유권자는소수인종유권자집단중에서상

대적으로공화당친화적이다. 2020년선거에서

도흑인남성(전체유권자의 5%)의 18%, 흑인여

성(전체유권자의 7%)의 8%만이트럼프대통령

을 지지했던 것에 비해, 히스패닉 계 남성(전체

유권자의 6%)의 36%, 히스패닉계여성(전체유

권자의8%)의28%가트럼프대통령을찍었다. 

급진적목소리커지면

바이든가시적성과없이지나가

민주당내에도역시서로다른미래를꿈꾸는

두 세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2016년과 2020년

경선에서 바람을 몰고 온 샌더스(Bernie

Sanders)의 입장을 옹호하는 급진세력이다. 이

집단에는 이번 선거 경선에 참여한 워런

(Elizabeth Warren), 2020년재선에성공한오

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을위시한총네명의젊은유색인종여

성의원들(The Squad)이포진하고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확충(Medicare for All),

최저임금인상, 대기업및고소득층을대상으로

한세금인상, 국방비삭감, 기후변화에대응하

는 경제정책(Green New Deal), 여성, 소수인

종, 성소수자의권익보호를위한적극적인정부

의개입등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민주당내

급진세력의목소리는전통적인민주당지지자였

던 낙후된 중공업지역 노동자들에게 호소력이

없다. 이들은노조를중심으로결집하여노동자

의입장을상대적으로잘대변해주었던민주당

을오랫동안지지했었는데, 2016년트럼프후보

를선택한사람들이다. 당내급진세력에반대하

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낙후된 중공업지대 노동

자들의지지없이정권재창출은어렵다고본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세력이 약화될 것

을두려워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대 정당이 어떠한 모습

으로변모할것인지여부는이번연방상원의원

선거결과에달렸다. 만약 2021년 1월 5일에열

리는 두 석의 조지아 주 결선투표에서 한 석만

공화당이이겨도상원다수당이된다. 올해 7선

에성공한매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이다

수당대표로선출되고, 노골적인트럼프옹호자

였던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이 영향

력있는자리를차지하게된다면, 상원다수당으

로서의공화당은오바마행정부 2기에그랬듯이

바이든정권에서하고자하는모든일에훼방을

놓을것이다. 이에대응하여바이든대통령은행

정명령을발효해일을진행할수밖에없게될것

이고, 이는대통령과의회의갈등을더욱심화시

킬것이다. 바이든행정부가마주하는현실은이

렇듯녹록치않다. 양대정당에존재하는급진적

인목소리가정국을지배하는구도로상황이전

개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4년은 아무런 가시적

성과없이지나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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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이든민주당후보가선거인단 538표가운데

306표를확보해 232명을얻는데그친트럼프대통

령을제치고제46대대통령으로사실상확정되었다.

코로나19의확산이라는어려운상황속에서치러진

선거이니만큼, 신행정부에게는어려운과제가주어

졌다. 11월 8일바이든후보는당선연설에서대통령

에취임하는즉시해결해야할우선과제로코로나19

대응, 경제 재건, 인종차별 해소, 기후변화 문제 해

결등네가지를꼽았다.

이처럼바이든미행정부가국내의산적한과제를

해결하는데중점을두면서대외정책이후순위로밀

려나는게아닌가하는우려도있다. 미국은국내문

제뿐만아니라국제무대에서도수많은도전에직면

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신자

유주의퇴조와중국과의전략경쟁속에서트럼프의

부정적유산을청산하며자유주의국제질서를재건

해야하는과제를떠맡고있다. 

지금중국은이미 19기 5중전회를통해쌍순환전

략을내놓는등미·중전략경쟁의장기화에대비하

고있고, 유럽국가들은트럼프시대의동맹홀대로

강한대미불신과불만에가득차있다. 이처럼국제

동맹들과힘합쳐中추격따돌리기

대북정책, 외교적해법과단계적접근법

趙成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자문연구위원

특집Ⅰ 미국바이든정부의출발과동북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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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가한층복잡하게흘러가고있기때문

에, 바이든 신정부가 오바마 시대의 정책

으로회귀하는것만으로는중국추격을따

돌릴 수 없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쉽지않다.

‘트럼프지우기’와새로운동아시아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트럼프 때

와마찬가지로중국의추격을따돌리는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관계를 통

해중국때리기에나선데비해, 바이든신행정부

는동맹들과힘을합쳐중국의추격을따돌리고

자하는점을들수있다. 동일한목표를지향하

더라도접근법이다르기때문에, 미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은우리에게큰차이로느껴질것이다.

바이든대통령당선인은트럼프행정부가동

맹관계를망쳐놓았다고생각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동맹

관계의 복원과 동맹국 간 관계의 정상화에 둘

가능성이높다. 바이든행정부는동아시아지역

에서한·일관계정상화와한·미·일안보협

력의구축에상당한공을들인것은잘알려진

사실이다.

오바마행정부당시미국의중재로2012년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합의됐으나 체결 직전

에중단된바있고, 그뒤에재추진되어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TISA)과

2016년11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잇달아체결되었다. 미국은 2015년 12월한일

위안부합의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따라서바이든행정부가출범하면과거사에서시

작해경제와안보갈등으로비화된한일사이에

서중재역할에나설가능성이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의 복원과 한·

미·일안보협력을이룬뒤에는중국을견제하

는데에한·일양국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4

개국안보대화체(Quad, 쿼드)를중심으로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과‘항행의자유작전’(FONOP)은지속될것이

다. 다만동맹국의 동의를중시하는 민주당정

부에서는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을 의식

해참여를꺼리는‘쿼드플러스’(Quad plus)를

그대로 추진하지는 못할것이다. 그 대신에민

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로 글로벌민주주

의정상회의(GSD)를조직해중국, 러시아등권

위주의 국가들을 압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문재인대통령 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자 스가일본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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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퇴출하기위해 2020년 5월부터추진한경제

번영네트워크(EPN)는 동맹국들이 난색을 보이

고있고미국기업조차참여를주저하고있어더

이상추진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대안으로일

본주도로체결되어있는‘포괄적·점진적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한국과함께참

여하거나오바마행정부때의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수립이라는 바이든의 대

외정책원칙과도부합한다. 

신행정부는화웨이, 중싱(ZTE) 등첨단기술기

업을겨냥한 5G 클린네트워크는명칭이바뀌더

라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미행정부가화

웨이, 중싱(ZTE)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

어, 미의회도최근통과시킨‘2021회계년도국

방수권법’에서중국산 5G를사용하는국가에대

대급이상의미군과주요무기체계를해외에배

치할때해당국가의 5G네트워크가인원, 장비,

작전에끼칠수있는위협요인을고려해야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11월 말 현재 전세

계에서 50개를 넘는 나라들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의사를밝힌상태다.  

2019년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원칙아래한국의신남

방정책과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을조화롭게추

진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처럼한국은‘자유

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FOIP)에는협력할의

사를분명히밝혔다. 하지만미국이요구해온쿼

드 플러스 참여에는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클린

네트워크에대해서도국내통신사LG유플러스가

이미 2013년부터 5G 기지국에화웨이장비를사

용하고있어공식참가가어렵다는입장이다.

이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재편하려고 하지만, 트럼

프시대의유산을극복하지않으면안된다. 미

행정부가 동맹들을 결집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복원한다고해서중국추적을따돌릴수

있을지불확실하다. 특히미국이동맹국의입장

을고려하지않고일방적으로자국의정책을따

르도록강요한다거나, 과거사드보복사태때처

럼 미국의 선택으로 동맹국이 피해를 보는데도

방관적태도를보인다면동맹의신뢰를잃게될

수있다. 바이든행정부는오바마시대로의회귀

가아니라변화된정세에맞은새로운비전을내

놓아야만대외정책이성공할수있을것이다.

한미동맹중시와원칙적인대북정책

바이든행정부의한반도정책은한미동맹의복

원과북핵문제의해결에초점을맞출것으로기

대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TV토론에

서 밝혔듯이, 주한미군을 카드로 삼아 동맹을

‘갈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

그런점에서한미관계에서갈등요인이됐던방위

비분담금은 2021년 1월취임직후지난 3월실

무협상단이잠정합의했던 5년계약에 13% 이내

에서인상하는수준으로타결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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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북핵문제나방위비인상의협상카

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거나 시도하는 일

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수권법(NDAA)

에는 주한미군의‘현 수준 유지’가 명문화되어

있고 바이든 캠프에서도 별도의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지난 10월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미국방부는“주한미군을현수준으

로유지한다”는기존입장의재확인을거부했다.

미국가방위전략(NDS)에따라해외미군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재조

정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2021년 하반

기부터 한국에서 대선 국면이 전개된다는 점에

서, 주한미군재조정논의가당장제기될가능성

은높지않다.

북한핵문제는대통령선거과정에서핵심의제

의 하나였다.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과수소폭탄실험의성공으로이미미본토를위

협하는핵능력을보유하였다. 그런점에서오바

마행정부때의전략적인내정책이재연될가능

성은 희박하다. 북한 스스로도 제재·코로나·

수해의 3중고로 인해 경제회생이 시급한데다가

이미‘국가핵무력의완성’으로추가도발의필

요성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무역

에서 90%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이한반도정세

의안정을원한다는점도크게작용한다.

바이든 대선팀이 북핵 문제의 청사진으로 제

시한것은이란핵합의(JCPOA) 방식이다. 바이

든 진영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핵위협의 감소에

초점을맞춘핵군축방식의단계적인해법을지

지하고있다. 이는핵프로그램의동결과비확산

을거친뒤핵군축을실시해북한의핵능력을실

질적으로무력화시킨뒤, 최종적으로한반도비

핵화를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향식 협상과 다자주의를

내세웠지만, 중국이 의장을 맡았던 6자회담을

재현하기보다는기존의북·미양자협상을기본

으로하면서사안별로양자, 다자방식을결합하

는 방식이 될 것이다. 새로운 북핵 협상 틀은

북·미대화를기본으로하면서한·미·일사전

협의체를운영하며, 미·중양자관계를통해중

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것이다. 바이든신정부도완전한비핵화까지

원칙적으로대북제재를지속한다는입장이지만,

이란핵합의방식에따라북핵문제의진전에맞

춰단계적으로제재완화를할가능성도있다.

미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해법과 단

계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비핵화의대상과범

위, 검증에서‘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이킬

수없는폐기(CVID)’방식을내건점은협상진

전을어렵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 그런점에

서바이든신정부의한반도정책에맞추려고하

기보다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 목표와 방법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

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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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치러진미국제46대대통령선거는

민주당의조바이든후보가전국유권자 81,284,158

표(51.3%)를 획득한데다 선거인단도 306표(공식적

으로는 12월 8일각주의회공인과내년 1월 6일상

하 양원회의에서 확정)를 얻어 당선이 확정된 셈이

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개표 다음날인

11월 4일저녁선거인단당선마지노선인 270표확

보도되기전에자신의승리라고선언한뒤, 선거한

달이지났는데도‘이번선거는사기, 거짓, 조작, 부

정’이라며거의매일트윗이나기자회견, 연설등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도

무시한채광적인행보를계속하고있다.

공화당소속전대통령, 

상원의원도바이든축하메시지

조지부시전대통령, 전공화당대통령후보이자

현상원의원밋롬니와공화당 27여명의원도바이

든당선을축하, 전화까지하고있는데다, 우방각국

정상들의당선축하와전화, 심지어신중히최종공

식선거결과를지켜보겠다는중국의시진핑주석도

축전을보낸바있다.

재선실패한트럼프의광풍(狂風)질주

바이든대통령의험난한앞길

申仲植

17대의원
前국정홍보처장

前민주당부대표

특집Ⅰ 미국바이든정부의출발과동북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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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김정은은미국내에서벌어지고있는

트럼프불복행태와선거무효소송진행상황을

지켜본뒤입장을표명할것으로대북전문가들

은관측하고있다.

지난 11월 7일 펜실베니아주 개표가 종료 선

거인단 20표를추가해 270표를넘게되자바이

든 후보 측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절박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회복, 우방국과 유엔 등 국

제기관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권인수팀

(Transition Team)을가동하기시작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집요한반대로코로

나방역, 예방상황, 국가안보에대한정보마저

접근하지못하는도저히미국대선사상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5만명을넘는시점에트럼프대통령

이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총무·조달업무행정부직속기관)에바이든인

수팀에게 재무성 내 사무실과 6백60만달러의

예산 사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펜타곤과 CIA,

FBI 등주요국방·정보핵심기관에대한인수

협의에는거부하는등민주주의법질서와미국

민주주의전통을짓밟고있어언론과민주당의

집중공격을받고있는실정이다.

코로나긴급처리무관심…대선불복의트럼프

트럼프대통령의이런상식과상상을초월하는

언행등은자기에게투표한74,221,816표(45.9%)

와맹목적인지지자들에의한선거소송비용모

금, 4년후트럼프의대선재도전설로까지그의

대선불복의 광적인 질주는 계속될 것이라는 미

주요신문, 방송의보도가쏟아지고있다.

12월 6일 저녁 8시 30분(미국 동부시간), 한

국시간으로는 12월 7일아침 10시 30분기준미

국의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수가 1천4백75만

명을넘고, 사망자가 28만2천3백명을초과하자

공화, 민주양당의의회지도자들은 (주지사들도

바이든 당선인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9,08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구조 예산에 대해

적극협의에들어갔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긴급하고절실한예산

편성과진행과정에대해특별언급이나관심도

없이선거소송비용모금과절대지지자에대한대

선불복발언을쏟아내고있다. 그는 12월 14일연

방의회에서의확정발표가나면바로백악관을떠

나겠다고기자회견을통해언급했지만, 일부정치

평론가와 학계, 주요 언론에서는 그의 상습적인

말뒤집기와허언으로신뢰할수없고, 오히려1월

20일바이든대통령취임식에맞춰4년후선거출

마를표명할것같다는관측도나오고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정

상적인행태는어디서비롯된것일까? 워싱턴포

스트는대선수개월앞둔시점에서트럼프대통

령의 숫자왜곡, 거짓발언 등이 1만 번을 넘고,

미국의저명한 27명의심리학자, 정신분석전문

가는이미 2017년당선 1주년을앞두고‘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위험지수’란책을통해 1)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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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르시시즘-자가도취 (Pathological

Narcissism) 2) 정신적인무능과신뢰결핍증 3)

새벽 3∼5시트윗수십차례전송 4) 백인우월주

의와인종차별, 이민자(특히중동, 중남미)에대

한편견등을열거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비정

상적인언행을지적한바있다.

역대대통령, 주지사선거에서공화당의선거

전략, 특히홍보분야를 40여년추적, 분석한끝

미국대선지역별분포도와선거인단분포도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30   Cheil-868 



2021. 1 31

에내놓은‘Don't Think of an Elephant(공화당

의 상징 코끼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홍보, 토론

전략을 세워라)’란 유명한 책을 쓴 조지 레이코

프는트럼프대통령의폭풍트윗은대부분의주

류언론과의대응수단으로지지자들에게보내는

메시지요신호로서, 예상외의반향과주목의대

상이되고있다면서소위트럼프의트윗공세를

무시하라고민주당에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국무장관도국방장관도심지

어백악관비서실장도 CIA 국장도트윗몇줄로

해임, 날려보내는상식과관행을뛰어넘는인사

및정책발표의무기로사용하고있다. 트럼프로

서는거의등을돌린비판적인주류언론과 TV

대신 시선과 관심을 자신의 트윗에 집중시키는

데성공한것이다. 그러나대통령으로서의품격

과권위, 직무수행방식을중요시하는미국의정

치문화에서는트럼프의행태에대해실소하면서

도뉴스를쏟아내고있는트럼프의트윗에눈길

을돌릴수없는현실이다.

미국민주주의의최종보루미연방대법원이

12월 11일 또 하나의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전언론이급보로전하고있다. 트럼프대통

령이경합 4개주의개표결과를무효로해달라고

제기한소송을기각한것이다. 민주, 공화양대정

당상하양원과 50개주에서도비상한관심을표

명했다. 주요언론과법률·정치·역사학자들도

일제히역사적인판결이요, 미국민주주의승리라

고논평하고있다. 11월 3일제46대미국대통령

선거를부정·사기조작이라고연일주장해온트

럼프대통령에게는일대타격이아닐수없다. 바

로텍사스주검찰총장의대법원불복소송에 17개

주검찰총장과 106명의공화당소속상하양원의

원등이소송에적극찬동하고나선직후미연방

대법원의신속한결정이기에아연충격을주고있

다. 더욱이트럼프와줄리아니대표변호사등은

임기중보수성향의판사를 3명이나지명해현재

9명인대법원구성이6대3으로우세하다고판단,

마지막대선결과뒤집기를기대하고있었기때문

에더욱충격이컸다고한다. 이제 12월 14일월요

일 50개주 의회에서 공식 선건인단을 선출하는

절차만남아있다. 이미알려진대로민주당의바

이든후보가 306표공화트럼프후보는 232표로

예상돼더이상트럼프의불복행태는이제아무런

의미가없다고보겠다. 그러나상식과상상을뛰

어넘는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행동들(acts of

nonsense)은더연출될듯하다. 미국의저명한역

사학자·정치학교수와평론가수십명은이미역

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the worst

president)이될것이라고평가한바있다.

‘America is Back’으로 백악관 입성하는

바이든

지난 11월 7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Decency Matters(품위가 문제다)’, ‘You are

fired(당신해고야)’란트럼프유행어등팻말과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31   Cheil-868 



32

구호를외치는등대통령직에대한국민들의품

격과권위를중시하는시민들의당선환호모습

의한장면이연출되기도했다.

바이든당선인도선거운동기간‘For the Soul

of America(미국의 혼, 정신을 찾자)’구호와

‘For Better America(더나은미국)’에이어당

선된후에는‘America is Back(미국이다시여러

분 곁으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백악

관입성을준비하고있다. 바이든의‘America is

Back’은 순탄할까?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의

급선무는국내적으로는양극단으로분열된미국

사회를화합, 단합시키는어려운과제를안고있

고, 대외적으로는트럼프재임지난 4년간실추,

훼손된우방국과의선린우호관계회복과국제사

회에서의주도국으로서의역할이라하겠다.

▲파리기후협약복귀: 바이든당선인은취임직

후대외관계첫조치로트럼트대통령이탈퇴선언

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소위

유엔주도195개국이참여한기후변화에대처하는

온실가스감축등을주내용으로하는협약)

▲ WHO(세계보건기구)와의 절대 협조 강화:

트럼프대통령은연간 4억달러에달하는미국의

보조금을 축소, 중단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해

안토니우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사

무총장은코로나사태가가히전세계를강타하

고있는데다검역, 예방다음단계인백신개발을

위해서도선진강대국들의더많은기여가절대

적이라며호소, 독일메르켈총리와마이크로소

프트의 빌 게이츠도 트럼프의 행위는 위험하다

고비난한바있다(현재트럼프는보조금중단은

유보하고있는상태이다.)

▲ WTO(세계무역기구) 무력화 공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선진국에 달한 한국, 중국, 멕

시코에대한개도국우대특혜를없애라고경고

하면서탈퇴도거론하였으며, 이는중국의경제

성장을막고위안화절하조치가환율조작의수

법이라며엄포하였다.

▲이란핵협정폐기: 오바마행정부당시타

결된이란과의핵협정을트럼프대통령이 2018

년 5월공식탈퇴를선언하고석달후인 8월부터

바이든당선인의급선무는국내적으로는양극단으로분열된미국사회를화합, 

단합시키는어려운과제를안고있고, 대외적으로는트럼프재임지난 4년간실추, 

훼손된우방국과의선린우호관계회복과국제사회에서의주도국으로서의역할이라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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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제재조치(이란산원유전면금지)를시행하

고있다.

▲한국, 독일, 일본과의방위비협상: 한국은

올해 1조389억원을 주한미군 각종 주둔비 명목

으로부담하고있는바, 트럼프행정부는 5배로

인상을요구하였고, 바이든당선인은미군주둔

과방어약속을구실로한국에대해갈취하는강

압수단은안쓰겠다고입장을표명하였다. 또한

미국하원외교위원장인엥겔의원과스미스군

사위원장도“미국의안보와대중견제로서한국

에게 지나친 주둔비 인상요구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한편일본은현재약 2조1720억원을부

담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미군 5만4

천명주둔), 미합참의장밀리대장은미군의해

외 상시주둔에 문제를 제기하고 순회기동 배치

개념을 다시 꺼낸데다 미국의회가 요구하는 중

국화웨이와 ZTE의 5G 기술을사용하는국가에

대해방위비와군사장비제공을중단할수있다

는결의안을제출하고있어, 현재LG유플러스가

기지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

비가문제될수있다.

▲정권인수팀의구성과성격:바이든대통령

은 차기 국무장관에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58세)을, 주 유엔대사에 린다 토마스

(Linda Thomas, 흑인여성), 백악관 안보보좌

관에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을 내정 발

표했다. 블링컨장관은바이든부통령, 상원외

교위원장 보좌관 그리고 국무부에서 같이 근무

해온외교전문가이며, 설리반보좌관역시바이

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보좌해오면서 이란과

의 핵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40대 후반의

패기만만한 협상가이다. 그러나 일부 외교전문

가들과 언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안

보, 경제, 보건핵심이모두오바마행정부와바

이든 부통령 시절 같이 근무해 온 충성파로 채

워져 다양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

는지적도있다.

▲바이든 당선인의對한반도정책: 상원의원

36년간 특히 외교위원장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

험과식견에김대중대통령과의특별한인연, 이

란핵협상에이어북한과의비핵화교섭등바이

든대통령취임후한국정부, 대북접근이주목

의대상이다. 중국과의대결과정에서절제된관

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무모한도전(장거리미사일발사, 핵폭탄

제조가시화) 등이없다면한국을중재자로대북

접촉에나설가능성도없지않다고관측하고있

다. 따라서코로나사태확산과장기화로경제침

체와실업사태, 영세상공인과서민들의고통이

더욱심해져가는이위중한시기에바이든미행

정부와의긴밀한우호, 협조강화로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은물론야당과기업과근로자, 시민단

체모두가국익과국가안정, 발전을위해상호

협조와총력을쏟아야할시점이라고본다. 그러

나이는현집권여당의정치력과협치노력이선

행되어야만가능할것이다.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33   Cheil-868 



34

한편의긴박한드라마와같았던제46대미국대

통령 선거가 끝났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글로벌 방역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

진이번미국대선은전세계의관심을모았다. 민주

당조바이든후보는대통령선거인단총 538명중

306명을 확보하면서 당선 기준선인 270명을 넘었

고, 지난 12월 14일선거인단투표에서이탈표없이

확인되어사실상당선이확정되었다.(트럼프후보는

232명확보) 하원의원선거역시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며 211석을차지한공화당을앞서고있다. 상

원은의석 100석중현재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각각확보한상황이다. 2021년 1월 5일조지

아주 2개선거구에서치러질상원결선투표에서승

리하기 위해 양당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1월 20일새롭게미국의최고령(만 78

세) 대통령으로 취임할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을 이

해하고앞으로바이든행정부가펼칠대외정책에대

해면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바이든당선과한미관계전망

朴振

국민의힘국회의원(4선, 강남을)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석좌교수

아시아미래연구원이사장

헌정회정책세미나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의장김의재)는지난 12월 7일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세미나는방역지침에따라제한된소수인원만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박진국민의힘국회의원은‘바이든

당선과한미관계전망’에대해발표했다. 다음은이날발표된내용을필자가정리해온전문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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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정치인생

미국대선역사상 8,128만표라는최다득표

로당선된바이든은 11월 10일승리선언이후첫

일성으로“미국이돌아왔다”(America is back)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를내세웠던도널드트럼프 행

정부와달리미국의글로벌리더십을회복하고

동맹네트워크강화와다자주의외교로돌아가

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6선 의원으로

36년동안정치를하며상원외교위원장(12년, 3

회), 상원법사위원장(8년, 2회), 부통령(8년)을

지낸정치베테랑이다. 특히상원외교위원장활

동을 통해서 국제정세와 핵군축 문제, 중동 평

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쌓은 국제통

정치인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

상(SALTⅡ)을할때에는미국상원의원들을이

끌고크렘린관리들과만나서비준을위한구체

적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테러리

즘과 대량살상무기, 탈냉전 질서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다루고미국의정책과관련입법을앞

장서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NATO 동맹의

동유럽확장과유고슬라비아전쟁개입에찬성

했고, 2002년이라크전쟁을초기에지지했다.

그러나이라크에대한미군의추가병력파견은

반대했고, 부통령으로서 2011년 이라크로부터

의미군철수정책을이끌기도했다. 

바이든당선인은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

현안에도밝은편이다. 바이든은한국을공식적

으로두차례방문한적이있다. 김대중전대통

령의 미국 망명 시절 인연을 맺은 바이든은 상

원 외교위원장으로서 2001년 8월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을만나북한에대한햇볕정책에

대해의견을교환했다. 2013년 12월두번째로

한국을 찾았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미

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

다”라고하면서“미국은한국에베팅할것”이라

고언급한바있다. 방한일정중손녀피네건과

함께 DMZ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들으며 한

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과거 시진핑 중국 부주석과 부

통령 시절 만나‘2인자’끼리 교류했으며, 미국

정치인중중국의지도자들과가장많은소통을

한인물이다. 또한바이든은 2013년 12월일본

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바람직하지않다는메시

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

가 얼마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주

일미국대사관은“일본의지도자가주변국가와

긴장을악화시키려는행동을취한것에미국정

부는실망했다”라는이례적인담화를내놓기도

했다.

바이든의 정치인생은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1972년 약관 29세 나이에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불의

의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이 숨졌고 아들 둘은

부상을입는비극을겪었다. 그는이사고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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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낙심하여남은아들들을돌보기위해정치를

포기하려했으나, 당시민주당상원원내총무인

마이크맨스필드의원이극구말렸다고한다. 그

가아들병상에서상원의원당선선서를한이야

기와 남겨진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같이

윌밍턴-워싱턴 간 120마일 왕복 3시간 거리를

암트랙기차를타고 36년간출퇴근한것은유명

한일화다. 바이든은장차미래의대통령감으로

애지중지키운장남보바이든(전델라웨어주법

무장관)이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또겪으며정신적으로좌절하기도했고, 2016년

에는민주당대선후보를힐러리클린턴전국무

장관에게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1988년, 2008년에 이

어 결국 세 번째 도전 끝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것이다.

바이든의정치적동지

필자는 2008년 7월말한미의원외교협회단장

으로 워싱턴을 방문중이었다. 공식일정을 마치

고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집무실에서 바이든 위

원장과만나환담을나눴다. 당시상원외교위원

장 보좌역이었던 프랭크 자누지(現 맨스필드재

단 회장)의 소개로 바이든을 만나 한미관계, 미

중관계, 북한문제, 자유무역등외교안보현안에

대해격의없이의견을나눴다. 그때 6선의바이

든위원장은거의20년연하의정치후배인일리

노이주 출신 초선 상원의원 오바마 대선후보로

부터부통령직을제안받고고민하고있던중이

었다. 그러더니대뜸필자에게“한참젊은정치

후배인오바마에게부통령제의를받을줄알았

으면대통령빨리할걸그랬다”라며껄껄웃으며

농담을했던기억이생생하다. 

바이든은그리고나서한달후부통령직을수

락했다. 인종, 세대, 선수(選數)의차이에도불구

하고바이든과오바마의동지적관계는미국역

대대통령과부통령의파트너십의모범이라고불

릴정도로호흡이잘맞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바이든은자신의36년정치관록을40대젊은대

통령의진취적리더십과융합시키며국내외정책

결정과정에서시너지를내었다. 평소상대방에

대한배려심이깊고공감능력이뛰어난바이든의

성격이이러한결과에한몫했을것이다. 

한편애리조나주출신베트남전쟁영웅인공

화당존매케인상원의원과민주당바이든상원

의원의초당적우정도유명하다. 바이든과매케

인은 각각 상원외교위원과 해군 의회담당 연락

관으로첫인연을맺었다. 두사람은지난 2008

년대선에서각각공화당대통령후보와민주당

부통령후보로서로반대편에서경쟁을벌인사

이지만, 상원에서의정활동을하며본회의장토

론 때 늘 옆자리에 앉을 정도로 각별한 동지적

우정을쌓았다. 바이든은 2018년 5월말기뇌종

양으로투병중인존매케인을위로방문했다. 매

케인은 죽음이 직면한 상황에서도 바이든에게

2020년 대선에는“물러서지 말라(not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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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3개월뒤존매케인의장례식장에서

바이든은“제이름은조바이든입니

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라고 추도

사를하며눈물을훔쳐많은미국국

민에게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

보수진영내반(反) 트럼프의구심적

역할을한매케인에게“해군사관학교

를 간신히 졸업한 멍청이”라고 폄하

한바있다. 그때문인지바이든은이

번대선에서매케인의지역구이며전

통적으로공화당우세지역인애리조

나주에서트럼프후보를박빙의차로이기고 11명

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왔다. 이것은 결과적으

로이번선거에서승리의지렛대로작용했다.

이제 미국 언론은 바이든의 부통령 러닝메이

트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당선자에이목을집

중하고있다. 바이든은민주당대선후보자경선

당시 자신을 인종차별 문제로 공격했던 카멀라

해리스캘리포니아주상원의원을전격적으로부

통령으로지명했다. 64년생인카멀라해리스(만

56세)는여성부통령후보로서대선캠페인기간

동안 청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유권자를 만

나는친서민적인행보를보여인기를끌었다. 해

리스는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인어머니사이에서태어나미국사회에서유색

인종과 다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멜팅 팟

(Melting Pot) 사회인미국에“카멀라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는 여성, 아시아계, 흑인계

라는 3중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만만치 않은

경력의소유자이다. 11월 7일델라웨어주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가진부통령당선연설에서“내

가첫여성부통령이됐지만, 마지막은아닐것

이다”라고강조했다. 최초의여성부통령으로서

앞으로 바이든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

국정치를이끌어갈그녀의역할과행보가주목

된다. 벌써부터 4년후그녀의진로에대한추측

이나오고있다.

바이든행정부의정책방향

바이든은 미국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어페어

스(Foreign Affairs) 3/4월호에“왜미국은다시

2008년 7월 31일, 미상원외교위원장집무실에서조바이든당시상원외교위원장과

환담하는박진의원. (사진제공: 박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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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해야만하는가”(Why America Must Lead

Again)라는제목의 기고문을통해본인의 외교

전략구상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당시 부제로

“트럼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구출”(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을언급하며

트럼프가내세웠던‘미국우선주의’기조대신국

제사회와함께손잡고가겠다는의지를천명해

주목받기도 했다. 바이든은 기고문에서 ▲글로

벌리더십확보▲중산층중심경제성장▲동맹의

중요성에대해강조했다. 

또한당선예측직후정권인수위를출범해▲

코로나19 대응▲경제회복▲인종평등▲기후변화

등차기행정부의4대우선과제를선정하면서트

럼프행정부와의차별을꾀하고있다. 이중에서

도코로나19 확산대응을차기행정부초반의최

대역점과제로꼽아코로나19로무너진미국경

제를살리기위해중산층을중심으로한경제성

장정책을펼치겠다는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바이든이 내세운 4대 핵심 과제는 행정부 인

선기준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바이든부

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앤서니 블링

컨국무장관, 재닛옐런(여성)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선임한데 이

어, 정보당국을총괄하는국가정보국(DNI) 국장

에 에브릴 헤인즈(여성), 유엔대사에 린다 토머

스그린필드(흑인, 여성)를임명하고, 백악관공

보팀 고위직 7명을 전원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

도선보였다. 최근엔첫국방장관으로로이드오

스틴前미육군중부사령관을공식지명하며미

국역사상최초의흑인국방부장관탄생을예고

했다. 이는첫여성이자유색인부통령당선인인

카멀라 해리스의 상징성과 맞물려 인종과 성별

평등을기하겠다는의지로읽혀진다. 또한바이

든은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공언

하며 前 국무장관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뛰었던정치거물인존케리를특사로임명했다.

이와함께탈탄소화를위해재생수소와함께첨

단원전(advanced nuclear)을 청정에너지 기술

로선정했다. 탈원전정책을고수하고있는문재

인 정부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배합한 클린에너지 정책을 추

진할것을표방하고있다.

한미동맹정상화

바이든 시대의 개막에 따라 미국은 지난 4년

간트럼프행정부에서약화된글로벌리더십회

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와미국의대한반도정책도새로운국

면을맞을것으로보인다. 현재국제사회는“미

중신(新)냉전”이라고일컬을정도로무역전쟁과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있다. 새로출범할바이든행정부는트럼프

시대처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폭탄은 아

니더라도 무역보조금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는강경한입장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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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런의미에서바이든시대

에도미중경쟁구도는지속될것이다. 중국전문

가들은미국이한국, 일본, 호주등민주주의가

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중국을견제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경쟁 세력에

대한대응과보건위기, 기후변화등글로벌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

기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형식적인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한미동맹을재정립하고전략적인접근을

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과의갈등으로부터올

수있는부정적영향에철저히대비하고우리경

제의대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수출시장다

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선언후문재인대통령과의첫전화통화에서대

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

어“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트럼프정부시절한미간방위비분담협상,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 등으로 삐걱거렸던 한미동맹

의복원에대한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

앞으로한미동맹은일방적이거나거래적관계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그리고 상호 존

중하는동맹, 예측가능한동맹으로정상화되어

야한다. 이를위해문재인정부는미국과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

지말고한미동맹을근간으로한분명한전략적

선택을할필요가있다. 대북정책에있어서도북

한비핵화를위한긴밀한한미공조를추진해야

한다. 아울러역사문제, 수출통제, 안보갈등으로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경제, 안보면에서한미일삼각협력을도모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움이될것이다. 

북한의실질적비핵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

어트럼프식의‘톱다운(top-down)’방식이아

닌, 실무적인협상과원칙에입각한외교를통한

‘보텀업(bottom-up)’방식의 대북정책을 추진

해갈것으로예상된다. 바이든팀은지난날오바

마 정부의 소극적 대북정책인‘전략적 인내’를

검토하는 동시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오간

친서내용을면밀하게분석중이다. 이는트럼프

행정부의시행착오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

의반영이다. 아울러바이든행정부는보편적가

치로서북한인권문제를중시할것으로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앤

서니블링컨전국무부부장관은 2018년 6월 11

일뉴욕타임스기고문에서“북한은세계최악의

수용소국가(world worst gulag state)”라고언

급한바있다. 그런데문재인정부가지난트럼

프정부가이뤄낸대북성과를바이든행정부에

서도 그대로 계승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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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번미국대선 3차 TV토론에서바이든

은“북한이핵능력을축소한다고동의하는조건

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대북 실무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북한의진지한비핵화의지와그에따른가

시적행동이있어야정상회담에대한검토가가

능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기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거론한

바있다. 과거오바마행정부의이란핵합의에

대한접근처럼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공개

하도록하는중간합의서를체결하고, 국제적감

시 하에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인프라를동결하고, 제한된경제적구제의대가

로핵탄두와미사일을파괴하도록한후, 좀더

포괄적인거래를위한협상시간을벌수있다는

것이다. 다만현재북한의핵개발수준은이란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 과정이

북한비핵화로드맵에얼마나적용될수있을지

는미지수이다. 그것은결국북한의태도에달려

있다. 북한김정은위원장은미국대선이후한

달이넘도록침묵하고있다. 이번에백악관국가

안보보좌관으로임명된제이크설리반은지난 9

월한웨비나에서“장기적으로는북한비핵화가

목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

시키는데외교적노력을집중시킬필요가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전반적인핵능력을억제시키는데집중할것으로

보이며, 새로운대북정책수립에는최소한몇개

월의시간이걸릴것이다. 그사이에원활한한

미간소통과공조를통해북한의무모한도발을

억제하는것이중요하다.

흔들리는한미관계를바이든시대에복원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초당적인 국익외

교가필요하다. 여야가초당적으로지혜를모아

미국의회와솔직한대화를나누는의회차원의

공공외교의중요성은더욱중요해질것이다. 이

번에한국계하원의원으로당선된앤디킴(민주

당, 뉴저지주), 미셸박스틸(공화당, 캘리포니아

주), 영 김(공화당, 캘리포니아주), 메릴린 스트

리클랜드(민주당, 워싱턴주) 등 4명은한미의회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18일에는토마스수오지(Thomas Suozzi, 민주

당, 뉴욕주) 하원의원이발의한한미동맹의중요

성을 다룬 결의안과 테드 요호(Ted Yoho, 공화

당, 플로리다주)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

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이는의회차원에서한

미 양국 간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하여 커다란

의미를가지는것이다. 한반도의진정한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한미동맹의정상화가그어느때보다도절

실한시점이다.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40   Cheil-868 



2021. 1 41

K형! 2020년 경자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

다. 세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구세군의

자선냄비에서은은하게울려퍼져나오는방울

소리에 이끌려 발길 가는대로 소리 나는 곳으

로 찾아가 주머니를 털어 냄비 속에 손을 넣었

다 빼는 순간 빨간 제복을 입은 구세군 여사관

의 예쁜 손이 알사탕 두 알을 내 손에 꼭 쥐어

주며 고개 숙여“고맙습니다!”하는 구슬 같은

목소리를듣고내가슴속에는감동이물결치며

지나갔습니다.

“저 아름답고 따스한 손길처럼 우리의 어두

운 곳을 비추어 밝고 따스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도 해보

신춘유감(新春有感)

동천(東天)에붉은태양이솟아오른다

徐泰源

헌정회원로위원

5대국회의원회회장
5대의원

신년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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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형! 지난날의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보내고 오는 새 아침에는 꿈과 희망

이 넘치는 힘찬 출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가슴

은무겁기만합니다. 만나는사람마다나라걱정이고심지어“이나라가어디로가

고 있으며 제대로 된 나라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름끼치는 말도 내 귀에 들

려옵니다.

K형!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어 이 꼴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먼 옛날 역사는

차치하더라도형과내가살아온한세기백년의현대사를되돌아보아도고난에찬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우리는망국과식민지로부터나라를되찾고분단과전쟁의

폐허로부터일어나산업화와민주화를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우리가한표한표

찍어민주주의를제도화해서민주주의를이룩했고한푼한푼모은돈으로세금을

내어 나라를 잘 다스려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달라고 했고 피땀의 노력으로

선진대국의 문턱에서 경제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한민족이라는 공

동체가세계속에서살아남을수있겠느냐하는근본적인물음까지나오고있고지

금이시간에도나라안은용서할줄도타협할줄도모르며네탓타령만하는극한

의대립이곳곳에서일어나고있으니왜이렇게까지나라가되었는지형은알고있

습니까?

지금나는답답한마음으로이글을쓰고있습니다. 언제부터우리모두가뿔뿔이흩

어진모래알이되었습니까? 이념의대립, 지역간그리고세대간의갈등, 노사간의분

쟁, 심지어교육에대한방향도잡지못하고갈팡질팡하며서로네탓만하고자기이익

만고집하여타협과조화를상실한세상이되었으니이제는공동체를유지하기위한최

소한의희망조차찾아보기어려우니앞날이걱정됩니다.

K형! 나는묻고싶습니다. 이정권은대한민국의국가와국헌과국민을수호하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인가? 이정권은정치, 경제, 사회, 이념등다양한차원에서국민을통

합시키고활력과희망을주는데기여했는가? 또한이정권은경제발전을통해고용기

회를창출하여국민복지와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했는가? 아무리생각해도“그렇다!”

라고답이나오지않습니다.

형! 지금이순간나의머리엔미국대통령을지낸인간케네디가떠오릅니다. 국민에

게희망과용기를주고‘엔돌핀’이솟아나게한정치인을말하라면그으뜸은케네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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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는여성들만좋아했던것이아니고남자들도부러워했습니다. 그의곁에는기자

와카메라가항상쫓아다녔습니다. 집이든, 직장이든휴양지든그의몸짓자체가모든

이들은즐겁게했고입을열면그인기는더해갔습니다. 케네디를볼때마다, 그가말하

는것을들을때마다국민들은흐뭇한미소가입가에번지고, 희망과용기가솟고, ‘엔돌

핀’이돌았던것입니다. 어느예언가가“신도그의인기를질투해그를빨리데려갔다”

고한말이생각납니다.

형! 나는우리나라에이러한훌륭한지도자나정치인의출현은감히바랄수없다해

도최소한신뢰만은잔뜩줄수있는좋은대통령이나왔으면하는절실한소망만은가

지고있습니다. 그의말한마디가희망이되고그의행동하나하나가믿음이가는그런

지도자가우리곁에있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K형! 지금나는누구를탓하려고이글을쓰고있는것은아닙니다. 올한해도다보내

고제야의종소리를들을수있는긴인생역정을신에게감사하고형이나여러벗들에

게잘못한점이있었다면진심으로고개숙여빌고싶은절실한마음에서이글을쓰고

있습니다. 지나간세월동안나의몸과마음속을스쳐간수많은사람들, 그중에는잘난

사람도있고, 못난사람도있었지만지금와생각해보니모두나에게는소중한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동안잘난척도하고큰소리도쳐봤던못난나를받아주었던여러벗들에

게도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형! 프랑스화가밀레의그림‘만종’에담긴부부의모습이떠오릅니다. 가난한부

부가아침일찍밭으로나가하루종일땀흘려일한후, 집으로돌아오는저녁에은

은하게 울려퍼지는 교회 종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두 손 모아오늘을 무사히 마치

게 한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인간 숭고의 한 장면이라고 생

각합니다.

형! 언젠가우리도세월에따라가겠지만지나간수많은그세월에신세진가지가지

를무엇으로보답할까요? 지난한해를뒤로하고동천에붉은태양이솟아오르는광

경을목도하면서그동안나의곁을스쳐간여러벗들에게감사의기도라도하며 2021

년신축년새해를맞이할까합니다. 앞으로바람이있다면새아침부터는잘못이있으

면용서를빌고, 이웃에게감사할줄아는훈훈한우리사회가되었으면얼마나좋을

까생각합니다.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43   Cheil-868 



44

한국의회민주주의의상황

1948년제헌의회로부터시작된국회가어언 70년이넘는

나이를먹었다. 70여년동안국회는많은우여곡절을겪었

다. 제1공화국은 부패와 부정선거로 무너졌다. 의원내각제

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 국회는 국정의 중심기관이 되었

지만, 정치적불안정이군사쿠데타를불렀다. 제3공화국에

서새롭게구성된국회는군사독재의혼란속에서민주화를

위하여30여년간물리적충돌의정치적경험을하였다.

1987년현행헌법인 9차개정헌법이발효되면서국회는

새로운정치환경에놓이게되었다. 1990년대들어와서문

민정부가출범하였고, 정치의중심지로서국회의외연이확

대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중반부터다시가동되기시작

한지방자치는국회에수평적권력분립뿐만아니라수직적

권력분립의중심적역할을하도록요구하였다. 1990년대후

반건국이후의최대경제위기상황을극복하면서정권교체

가시작되었다.

2000년대부터국회는정치의중심이되어한국의민주주

의를이끌어가는바로미터가되었다. 민주화과정이란터널

을나오면서많은진통도겪었다. 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

핵심판도 경험했고 열린우리당이 절대 과반수 정당이 되는

것도보았다. 그리고다시정권교체를경험하면서한나라당

우리는민주주의를제대로하고있는가

법률·법률조항의헌법적근거·합헌성확보절차마련해야

김상겸

동국대법대교수

특집Ⅱ 오늘의한국의회민주주의의진단과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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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절대과반수를차지하였다. 이과정에서한정

당의절대과반수가주는문제도경험하였다.

두번째대통령탄핵정국을경험한국회는또

다시정권교체가이루어졌고, 이어서실시된총

선에서절대다수의여당이지배하는국회가등

장하였다. 국회 의석의 5분의 3에 가까운 다수

를 확보한 여당의 출현은 국회에 다시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여당의

절대다수는당시헌법에의하여만들어진인위

적인 다수였다면, 그 이후 여당의 절대다수는

선거를통하여이루어진국민의선택이라는점

에서차이가있다.

국회가절대다수를가진여당에의하여주도

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르면대통령과국회의다수당이다른정당일

경우견제와균형의묘가작동할수있다. 물론

이경우국정운영과정에서양기관이충돌하게

되면정책이제대로추진되지않을가능성도있

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정당인경우에견제기능이제대로작동한

다는것을보여주었다.

현시점에국회는헌법이입법부에부여한권

한을제기능에맞도록행사하고있는지살펴볼

필요가있다. 우리나라헌법에서국회는행정부

와 사법부에 대하여 다양한 견제 기능을 갖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보기는어렵다. 과거절대다수의여당처

럼현절대다수의여당도대부분의국정현안을

숫자로밀어붙이는모습을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 국회는 과거

와달리모든상임위원회의위원장을여당이차

지하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국회는

한 정당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

의의전당이라불리는국회는한국가의민주주

의를표방하는상징적인존재이다. 국회는국가

기관이면서 헌법기관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실현해야할책무가있다.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는조직구성과운영등에있어서민주주의원

리에따라야한다. 국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의대

다수가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

의는정당민주주의가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국

민의의사보다는정당의의사가국정에반영되기

가쉽다. 국회의현상황을보면입법작용을위시

한의정작용이거의일방적으로전개될수있다.

민주주의와의회민주주의

민주주의는어떤시각에서보는지에따라정

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에 어떤 수식

어를결합한다고해도민주주의의이념과가치

는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하는국민의자기지배적인통치원

리이다. 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누구나평등하게공동체의형성에참여해야한

다, 민주주의는평등을전제로자유가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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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유가없다면전제되는평등도없다는점에

서자유가핵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스스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전

체가참여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현대국

가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게

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 대의제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

고, 선출된대표가위임받은권한을자유롭게행

사하여국가의사를결정한후이에대하여국민

에게정치적책임을지는제도이다.

의회민주주의는의회를통하여민주주의를실

현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의회 자체가 민주주의

에기초하여운영되어야한다는의미도포함하고

있다. 의회는선거를통하여대표로선출된의원

으로구성되므로국민의대표기관으로국민을대

표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국민이 국정에 직

접참여하지않는다는점에서의회민주주의는간

접민주주의이며, 국민의위임을받아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점에서대의제민주주의를말한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국민의의사가직접국

가의사가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양자가분리된

다. 대의제민주주의는국민과대표기관간에자

유위임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 선출된대표기관

은국민의의사에구속되지않고독자적으로공익

을실현한다. 그렇지만대의기관의자유위임은어

디까지나국민의의사를전제로하고있어서, 국

민의의사를고려하여국가의사를결정해야한다.

의회민주주의는그실현을위하여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다수결원칙과 소수의 보호 및 민주적

정당성의확보를위한표현의자유보장을요건

으로 한다.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은 선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서도 선거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리고의회가정치의중심에있다는점에서국

민의정치적의사형성을위하여활동하는정당도

의회민주주의의실현을위한필수적인요건이다.

현행헌법은제8조에정당에관하여규정하면

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복수

정당제의 보장을 통하여 최소한 2개 이상의 정

당이존재해야할것을요구하고있다. 복수정당

제의 보장은 정당이 국정에 참여하는데 공정한

경쟁을위한기회균등을의미한다. 이를위하여

국가는정당간의경쟁에서중립의무를준수하여

경쟁에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

민주주의는다양한이해관계를수렴하여의사

를결정해야하므로다수결원칙을의사결정방식

으로하고있다. 민주주의에서의사결정을할때

다수에의한의결은불가피하며소수는이에승

복해야한다. 그래서다수의결정에는구속력이

부여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은합의를도출하기위한과정으로, 합의가되지

않으면다수결을통한결정은불가피하다. 다수

의결정에소수가승복해야한다는것은소수도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기회의 보장을 전제로 한

다. 그렇지않으면다수결원칙은그정당성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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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된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확보되어야한다. 민주적정당성은선

거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과 소통이라고 할

수있다. 민주주의는국가권력이끊임없이민주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

다. 이런점에서의회민주주의는국민과소통을

통하여정치적질서와지배에대한비판을수용

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치적과정이투명하

게공개되어야하고, 국민의참여를위한표현의

자유가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주

권자인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하였다. 국가기관

이권한을행사하기위해서는국민의의사에근

거하는민주적정당성이필요하다. 민주적정당

성은국가권력의주체인국민과국가권력을행사

하는국가기관을연결해준다. 이런점에서의회

의조직구성및권한행사는어떤형태이든국민

의의사표시에정당성의근거를두어야한다.

의회민주주의의실현을위한방향

한국의회민주주의의실현은헌법에규정된국

회의조직과권한이민주주의원리에따라현실에

서적용되는지에달려있다. 헌법은각조항이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규범이다. 의회

민주주의에서중심인국회의헌법적지위는국회

에관한규정으로부터만나오는것은아니다. 선

거제도는국민의선거권과피선거권이보장되어

야만작동되는것이고, 국회를구성하고있는정

당들은정당의자유가보장되어야만가능하다.

헌법이 다수결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

의보호를위한규정도있어서의회민주주의에서

승자독식은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반하는 것이

다. 헌법의관점에서보면국회조직의구성도국

민의선택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다수결이만

고불변의진리가아니라는것은인류의역사에서

볼수있다. 민주주의가국민의자기지배라고한

다면의회민주주의도국민의대표를통한국민의

자기지배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국민의의사

는국회조직의구성에도반영되어야한다.

의회민주주의의실현을위하여그동안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국회선진화법이란이름을붙이면서국회법

을 개정하였다. 국회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실현

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되어야 한

다. 국회의가장핵심적인기능은입법기능이다.

국회는의회민주주의의실현을위하여공개적이

면서투명하고국민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입

법과정을법제화해야한다. 그리고모든입법과

정에는 법률과 법률조항의 헌법적 근거와 합헌

성의확보를위한절차를마련해야한다. 우리나

라의 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된다

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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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이후지난 30년동안민주화운동을통해민주

주의를건설하고민주주의의공고화를외치던이들이

입을 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민주주의

부고장을 쓰는 이들도 있고 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한

제2의민주화운동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이들도있

다. 세계의석학들도앞을다투어민주주의의붕괴와

위기론을내놓고있다. 민주주의를자임하는나라안

에서민주주의를불신하고조롱하는일들이벌어지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들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

의에맞서는‘민주주의들’의등장을우려한다. 

지금의위기는 20세기의위기와다르다. 전체주의

적이고 반민주적 담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담론 아래에서 가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

는 점에서 그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오늘의 민주주

의위기는민주주의의전당인의회에서국민의대표

임을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민주주의자인가를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함에

대한경고이다. 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있는위기

의증상과징후들을살펴그대안을진지하게모색해

야할때이다. 

민주주의는소외된자에의해재발명돼야

세대교체와동수/동등참여에서시작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특집Ⅱ 오늘의한국의회민주주의의진단과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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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믹(gimmick, 속임수)의정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연동율 50%, 비례의

석 30석’이라는 기이한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

표제이었지만, 다당제 정치의 서막을 열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양극화된 정당정치에서

배제된소수정당을위한최소한의장치였다. 다

양한대표성이보장되는다당정치를통해‘평등

한 대의’가 이루어지고 여·야당 간의, 행정부

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때 의회

민주주의는제대로작동할수있으며정상성을

유지할수있다. 

그러나제21대총선의결과는제20대국회보

다더기형적으로양극화된양당정치가탄생되

었다. 양당을제외한소수정당의의석은제20대

국회의 55석에서 17석으로급감하였다. 소수정

당의몫으로기대되었던‘30석’마저도거대정

당의비례위성정당들이나눠가짐으로써신생정

당은 차치하고 기존의 제3정당들도 몰락했다.

비례대표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30개 정당은

한석도확보하지못했다. 30개나넘는비례정

당의존재는다양한사회적주체들의정치적대

표성을 확대하여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시민

들의열망이었다. 

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의 창당은 유권자의

선택지를 훼손시킨 민주주의의 왜곡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기믹(gimmick, 속임수)을통해

정당득표율에비해거대정당이과잉대표되는

현실을개선하고자도입한‘준연동형비례대표

제’를 무력화시켰다. 의회민주주의의 지킴이어

야 할 정당이 위성정당의 창당을 통해 파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도 반쪽짜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는 하지

만, 정당간의합의만이아니라 2년여에걸친정

치개혁을 위해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토론과합의의결과이기도했다는점에서그런

합의의파기는민주주의에대한왜곡을넘어민

주주의자체에대한부정이다. 

다수결원칙의두얼굴

투표로 실현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를 지탱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방식이다. 소수의

판단보다는다수의판단이더합리적일것이라

는가정에서출발하지만다수결이항상옳은것

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서

가장중요한것은소수의견을존중하고소수와

동등한입장에서대화와타협을이끌어내는과

정일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단지 다수라는

수량적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다수결의 원칙

은다수의횡포를정당화하는도구로전락할우

려가크다. 

제21대총선을통해전체의석의 60%인 180

한국여성단체연합이주최한정치토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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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차지하는거대여당이탄생했다. 1967년권

위주의적 군사정권시절이었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여당인민주공화당이 77.9%를차지한

이후여당이전체의석의 5분의 3 이상을확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소속 의원만으로

개헌을제외한모든법안처리가가능해졌다. 선

거결과는국민의선택이었다. 촛불정국이후처

음 치러지는 총선이었기에 전 집권정당을 심판

하겠다는국민의의사가반영된결과이다. 그러

나힘의균형이깨어진구조에서다수결의원칙

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상임위

배정과 다수의 입법과정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야당의 책임 또한

작지않다. 대리자로서정당과국회의원들은어

떤경우에도대화거부와소통의차단은전략일

수없다. 민주정치는민주주의제도와원칙의존

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치와 이념으로

서민주주의를실천하는‘민주주의자들’을필요

로한다. 

2030세대의빼앗긴권리

2020년 현재 5천2백만 인구 중에서 2030세

대는 1천3백만명정도이다. 20세이상인구 4천

3백만명중 32%를차지한다. 그러나이들청년

세대의정치적대표성은제21대국회의경우 13

명인 4.3%에불과하다. 제20대국회도 3명, 19

대국회는 9명, 18대국회는 7명, 17대국회와 16

대국회는각각 1명밖에되지않았다. 투표권자

의 30% 이상을차지하면서도청년세대의가치

와의견을대변하는국회의원은 5%를넘지않는

다. 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투표할권리는보장

받고있으나대표성은매우취약하다. 결과적으

로있으나마나한권리인셈이다. 

제21대 총선에 참여했던 여성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많은

소수정당에는다양한가치와이념을지지하는청

년세대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기성정당

에대한불신과다른가치에대한지향성은청년

세대들의독자적인정치세력화로이어지고있다.

2020년총선을역사적사건으로만든일이있다

면그중의하나는여성의제정당인 <여성의당>

의창당과선거참여일것이다. <여성의당>은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든 당원의

90%가 20∼30대 여성들인 청년 여성정당이다.

미투(#metoo)와 불편한 용기 시위를 통해 디지

털성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불평등문제해결을강력하게요구했지만

기성정당의대응은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이

러한기성정당의태도가청년여성들의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길로이끈셈이다. 세대별동등한

대표성확보라는청년세대들의빼앗긴권리회복

을위한움직임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 

아직도 19%, 지체된남녀동수(동등)

1995년 베이징 유엔세계여성대회 이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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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간이지났다. 그동안세계의여성정치는양

적확대만이아니라질적전환이이루어졌다. 동

대회에서여성할당제를골자로하는여성정치세

력화 전략의 채택은 세계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11.3%에서24.9%로증가시켰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조용한 혁명’이라 불렀

던프랑스의동수(parity) 헌법개정이었다. 동수

헌법은 여성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리티걸

매스(critical mass, 임계질량)에서동수(parity)

로전환시켰다. 이는단수 30%에서 50%로의수

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동수

(parity, 동등, 균형) 즉여성과남성의동등한대

표성은 완전하게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원칙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정치과정에의여성의배제나과소대표는민

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이자 증상이지

여성문제가아니다. 

여성의원의비율이 40%를넘는국가가 191개

국가중 23개, 30%가넘는국가는 53개나된다.

대륙별로는미주대륙은 31.3%로임계치인 30%

를 넘었다. 유럽은 29.9%로 30% 문턱에 단

0.1%가부족할뿐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24.4%, 중동및북아프리카는 16.6%, 태평양은

19.4%, 아시아는 20%이었다. 이처럼세계는동

수를향해전진하고있다. 

남녀 동수/동등대표인 parity는 이제 국제사

회의 규범으로 평등한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원칙적이고도전적인규범이되었다. 일국

적 단위에서의 동수가치의 헌법적 규범화 흐름

과 더불어 유엔 여성기구(UN WOMEN), IPU

등 국제사회에서도 동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2020년제21대총선결과는제20

대국회에비해 2% 증가한 19%에머물렀다. 지

난 25년 동안 여성의원 비율은 2%에서 19%로

증가하였지만우리의변화는너무느리다. 남녀

동수/동등대표성의실현은여성을위한것이아

니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다. 변화하는규범에맞춰헌법개정에서부터선

거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제도설계를다시해

야한다.    

지금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보다 평등한 대

의제를 향한 전환기의 도정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탈과 균열이 나타나고 그동안 대표

되지못했던다른지향성을가진주체들이정치

의장에등장하는것은그런차원에서필연적일

수밖에없을것이다. ‘평등한대의’의원칙은끊

임없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민주주

의인가를묻고있기때문이다. 민주주의는평등

의이름으로기성정치에서배제된자들, 몫이없

는자들그리고자격을부여받지못한자들을지

속적으로 호명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

고있다. 민주주의는존재했으나소외되었던그

러나 미래의 주체가 될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재발명되어야한다. 세대교체와동수/동등참여

에서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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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국회역사는 73년이다. 결코짧은연륜이아니다.

1948년정부수립에앞서 5.10선거에의해선출된 200명의

제헌의원이 5월 31일개원식을갖고의회민주주의의지평

을열었다. 기독교국가도아니면서목사출신의이윤영의

원이 민생복락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개원 기도를 올린

것이특이하다.

그로부터현 21대국회에이르기까지우리의회민주주의

에는수많은굴곡이있었고뼈아픈수모도많았다. 부지기

수의변칙운영을겪었다.

6.25전쟁중에도잘지켜온국회가 5대때군사혁명으로

강제해산되었고 8대국회는임기중난데없는박정희대통

령의유신선포로문을닫았다. 자유당치하에서의억지사

사오입(四捨五入) 개헌, 공화당의제3별관날치기 3선개헌

이대표적인불법이고변칙이다. 

10대 국회의 김영삼 제명파동, 12대 국회에서의 유성환

국시발언 파문 등은 부끄러운 단면이다. 여야간의 의사당

난투극은20대국회까지다반사로행해졌다.

한편 좋은 전통도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왔다. 국회운

영의 중립을 위해 국회의장의 탈당,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여야총무회담 (현재는정당원내대표회동), 의석수에비례

한국회상임위원장배분, 5분자유발언제도등은좋은평

여야는견원지간이아닌

동반자인식부터가져야

趙南照

11·12대의원
前중앙일보정치부장

前전북도지사·산림청장

특집Ⅱ 오늘의한국의회민주주의의진단과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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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이다. 

그러면 21대국회운영은어떤가. 2020년 4월

코로나19 환난중에 66%가넘는투표율로새국

회가탄생할때국민들은큰기대를걸었다. 이전

의회들이 맨날 싸움질이나 하는 것처럼 비쳐져

서신선한국회에대한바람이컸다. 선거결과

여당의압승, 야당의참패는어쩔수없는현실이

됐다. 국민이선택했기때문이다. 그나마야당이

간신히 100석을넘겨개헌저지선을확보한것이

보수층에게는위안으로작용했다. 이런의회구

성 속에서도 여야 협치가 이루어져 의회민주주

의가 실현되기를 국민들은 고대했다. 그리하여

실추된신뢰가회복되기를간절히바랐다. 

그러나개원초입부터상임위원장배분을놓

고 난항과 파열을 거듭했다. 이후 국회운영은

여당독주로이어졌다. 그와중에더불어민주당

의정정순의원체포동의안이자당의원들의표

결로가결됐고, 이른바부동산 3법과관련한국

민의힘소속윤희숙의원의 5분발언은좋은평

가를받았다. 여당은체포동의안처리로“내사

람 감싸기”라는 비난을 벗었고 야당은“5분 발

언제도”를적시에활용했다는호응을받았다.

국회의행정부견제기능아예찾아보기어려워

국회의주된기능은법률제정과국민의담세

를 감안한 예산안 심의, 삼권분립에 입각한 행

정부견제역할이다. 이셋중어느하나라도소

홀히하거나상식과법도에어긋나면의회민주

주의에 손상을 끼친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국

회는통법부(通法府)로전락하고행정부의시녀

(侍女)가되고만다.

약 6개월간의국회운영을개관해보면우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모든 법안

은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을거쳐야한

다. 우리국회법은상임위중심주의를채택하고

있다. 통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위원회

심의가주요과정이고상임위전체회의에서충

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부동산3법의입법과정을보면무엇에쫓기듯이

이런절차가지켜지지않았다. 정부의‘시급성’

주문에여당이보조를맞춰준졸속처리였다. 의

회민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절차 민

주주의’가훼손되었다는지적이뒤따랐다.

국회의행정부견제기능은아예찾아보기어

렵다. 때때로야당의대정부성토목소리가없지

않으나대부분메아리없는푸념정도로허공에

날리고만다. 여당과행정부의무시전략에사그

러들곤한다. 여당은흔히야당에대해사사건건

발목을잡는다고불평한다. 반대를위한반대라

고도몰아붙인다. 이런지적이다틀린것은아니

다. 그러나 야당(野黨)은 반대편의 입장에 서는

것이당연하다. 민주주의의종주국이라할수있

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야당을 반대당(The

opposition party)이라고 표기한다. 정부를 늘

감시하고정책에대해꼬치꼬치따지는것은야

당의기본책무라고할수있다. 야당이미지근하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4 PM  페이지53   Cheil-868 



54

면흔히‘짠맛을잃은소금’이라고비유하는이유

이다. 오히려 요즘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세간의

목소리를그들은경청할필요가있다.   

여당(與黨)은행정부를무조건비호만하는것이

능사는아니다. 때로는행정부쪽의오만에질타하

는모습을보여야한다. 그럴때국민은박수를보

낼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권위를세우고입법부

구성원으로서자존심을지키는길이기도하다.

정부정책이모두진선진미한것은아니다. 문

제점을 바로 짚는 집권당(The ruling party)이

되기를국민은기대한다. 여당에서쓴소리가사

라지면‘김빠진맥주’와같다.

국회의행정부견제는장관해임안이백미(白

眉)라할수있다. 서슬이퍼렇던박정희정권에서

도장관해임안이두건이나 통과된사례가있다.

국회역사상장관해임안통과는 모두여섯차

례. 이승만의자유당 정부에서 임철호 농림(1955

년), 공화당때권오병문교(1969년)와오치성내무

(1971년), 김대중정부에서임동원통일부(2001년),

노무현정부의김두관행정자치부(2003년), 박근혜

정부의유재수농림(2016년)이해임당사자들이다. 

권오병문교부장관의경우에는국회의원질의

에 대한 반말투 대꾸와 질의 도중 퇴장한 것이

퇴임 사유중 하나로 제시된 점이 주목을 끈다.

이기준이라면현내각에도해당자가없지않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성만 든다면 의회가 정부의 2중대란 비난을

받아도할말이없다. 

아파트공시가격인상, 

의회동의받아야되지않을까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민의 조세 부담과 관련

하여매우중차대하다. 그동안재산세와종합부

동산세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정도로폭발했으나의회가얼마나깊이있

게분석하고진지하게논의했는지의문이다.

원래영국의회가국왕으로부터“대표없이세

금없다”는약속을받아내면서시작한것으로정

치학교과서는기술하고있다. 

지금우리나라의실정은어떤가. 정부가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30%씩 올려서 세금을 부

과하는데 이것이 조세 법정주의에 부합한 것인

지의회가따져보아야한다. 공시가격의산정은

정부의 특권이 되어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재산관련세금의기준이된다

는 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의식주의자유는국민의기본권중기본인데주

(住)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 폭탄을 붓는

것이과연정의에부합한것인지묻고싶다.

2021년도예산안심의통과과정도석연치않

다. 국회는정부안에서불요불급한부분을삭감

하여전체규모를줄이는것이원칙이고관례이

다. 국민의조세부담을감안해서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2조2000억원이나 증액하

여예산총규모가 558조에달하는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대웅을핑계삼지만, 정부원안

범위내에서조정하는것이옳은방향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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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예결위의여야간부들이자신들의지역

구예산으로5,000억원넘게챙긴것은후안무치한

일이다. 이런예산도결국국민들의세부담이다.

소수정당과타협하고의견수용하는협치중요

우리 의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집권당이 절대 다수의 힘으로 일방통행식 운영

을 계속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성 전체주

의 체제로 가게 된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한

방식이지 의회민주주의의 절대 명제는 아니다.

소수정당과타협하고취할만한의견이있다면

수용하는협치가중요한덕목이다.

의회는또한토론의광장이되어야한다. 모든

사회적, 국가적이슈는국회에서다루어지고주

요결정을도출해야한다. 그럼에도정부산하이

거나정부영향하에있는약 500개위원회가많

은이슈들을선점한다. 이것은명백한의회민주

주의의무력화현상이다.

예를들어원자력발전문제가그렇다. 국가백

년대계의 하나인 에너지정책이 민간 기구에서

다루어졌다. 원자력발전의존폐문제가비전문

민간기구에서논의되고국회는남의집불구경

하는꼴이되고말았다.

1930년대독일나치의회는소위수권법(授權

法)을 만들어 히틀러에게 바쳤다. 만일 우리 국

회가정부제출법안들을손질없이줄줄이통과

시키고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자의로 확대하여

국정을 전횡한다면 수권법을 헌납하지 않아도

행정독재를조장하는결과를낳을것이다.

결론적으로한국의회민주주의가위기에서벗

어나려면 먼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의회

고유의 목소리가 복원되어야 한다. 여당이 기본

적으로정부정책에협력하는것은당연하다. 그

렇더라도옥석을가리지않고사사건건행정부에

편들어소수정당들의목소리를봉쇄한다면옳은

자세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한목소

리로행정부를견제해야한다. 이럴때국민은살

아있는의회민주주의에갈채를보낼것이다.

이러한 여야간 협치가 가능하려면 정당과 의

회에언로가틔여있어야한다. 국회가의원들에

게원내발언에대한면책특권을부여하듯이정

당내 토론에서도‘당내 면책권’을 제도화할 필

요가있다. 

국회의장과여야지도부는의회민주주의를살리

겠다는목표를공유하고새틀을짜야한다. 여야원

내대표회담을정례화하고중요의제에대해여야

간에끝장토론도불사하는결기가필요하다. 주요

이슈에대해서는공청회를수시로열어원외의각

종위원회에선점의기회를주지않아야한다. 

원로철학자인김형석교수는한신문칼럼에서

우리민주주의에는휴머니즘(인간애)이없어서삭

막하다고지적한바있다. 의회에서의여야는견

원지간이아니라입법부를책임진동반자라는인

식부터가져야한다. 싸울때싸우더라도의회민

주주의를지키기위해서는인간애를바탕으로한

타협이꼭필요하다는점을명심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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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는 민주

당정권백악관참모가공화당의주요정치인과잠

시대화를나누는장면이있다. 그참모는비록야

당 정치인이지만 적임자로 여겨지는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UN 대사직을제안하기위해찾아간것

이다. 결과는거절. 그러면서그상원의원이백악

관참모에게이렇게말한다. 

“미국 정부의 기반은 애초부터 신뢰가 아니었

네. 건국의시조들은‘신뢰’를미국정부의기반으

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권력의 부패를 잘 아셨거

든. 그래서그들은견제와균형을만들어냈다네.”

그러면서그는다음과같이말을이어간다. “건국

의시조들은내가당신을믿지않기를바라네. 마

찬가지로자네도나를믿지않기를바라시고.”

여당대통령이야당정치인에게주요직책을제

안한다는 설정 자체가 아마 많은 이들에게는‘아

름다운장면’으로여겨질수도있을것이다. 그러

나드라마가말하고자했던것은그런화합과타협

의달콤함이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올바른자유

민주주의체제의기본바탕에는‘불신’이짙게깔

려 있다는 점을 드라마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짧게지나쳐간드라마에피소드지만큰여운을남

긴다. 

野무조건반대아닌헌법질서수호가명분

“절대권력은절대부패한다”라는액턴경의유

명한경구는여전히많은이들에의해인용되고있

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로 대표되는 사상가들이

용기있는

야당이

필요한시대

羅卿瑗

前자유한국당원내대표

前한나라당최고위원·대변인

17·18·19·20대의원

특집Ⅱ 오늘의한국의회민주주의의진단과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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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을주창한것은, 그누구에게도결코

절대 권력을 맡겨선 안 된다는 깊은 신념에 따

른것이다. 그래서우리헌법역시대통령을수

장으로하는행정부와국회의원으로구성된입

법부, 그리고법관의사법부가서로분리·독립

되어서로견제하고감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배출해내지 못한 정당을

우리는‘야당(野黨)’이라고부른다. 그런데영어

번역명칭은바로‘the opposition party’, 우리

말로는‘반대정당’이다. 이 명칭에서 드러나듯

야당의숙명은정권과여당의정책을비판하고

반대함으로써정책의부작용과국정실수를최

소화하고혹여나있을정부권력의독주를막는

것이다. 그렇다면여기서반대와비판의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권력욕,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감정이 아닌 바로 헌법질서

의 수호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지적하고 때

로는격렬한투쟁을불사해가며대립하는것은

바로헌법적가치를지키기위해서인것이다. 

대한민국의헌법은자유민주주의와의회민

주주의, 그리고앞서언급한삼권분립을기초로

국민의자유롭고평등한기본권을바탕으로하

고 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자율적이고창의적인경제활동을원칙

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우리의고유영토로삼고있다. 1948년

7월 17일제헌헌법이래핵심적가치는크게변

하지 않아왔고, 특히 1987년헌법 이래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비교적안정적인성숙의과정

을거쳐왔다.  

심각한위기직면한자유민주주의체제우려

목소리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는우려를수많은

사람들이느끼고있다. 권력의균형추가그기능

을 상실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제대

로 견제하지 못하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

에충실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정치면에는

하루가멀다하고‘법안단독처리’, ‘임명강행’

이라는제목의기사가쏟아지고여당측인사들

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면죄부성 무죄

선고가떨어지는반면야당측인사들에대해서

는가혹한수사와재판이진행되고있다. 

해수부직원피살후국회의사당앞만행규탄긴급의원총회를연국민의힘의원들(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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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어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독자적으로처리해지난총선을치르고말았다.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에 의해 무뎌지고 있고

급기야 여당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목도

하고있다. 나름의갈등과타협을거치며수립해

온제도가무력화되고법치가아닌‘인치(人治)’

가대신자리잡는경향성을부정하기가어렵다.

이것은 결코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역행하

는현상이며심각한정치후퇴가아닐수없다. 

문제는 야당의 무기력이다. 겨우 개헌저지선

을 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쳐야 했던 오늘날의

야당은선뜻투쟁에나서기도애매한상황이다.

소위‘장외투쟁’이라는 것에 나설 경우 언론은

‘일 안하는 국회’프레임으로 야당을 난처하게

만들고 국민들 역시 거리에서의 투쟁이라는 것

에상당한피로감을느끼는것이사실이기때문

이다. 21대국회개원초, 여야가상임위원장배

분을놓고기나긴협상의줄다리기를할때결국

여당에게“다 가져가라”라고 선언해버린 것도

더이상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의발로였

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는 야당의 존재

이유가있다. 야당이라도나서지않는다면그누

구도잘못된것을잘못됐다고말할수없다. 유

권자들이 100석이든몇석이든의원직을허락한

것은, 국민을대신해불의에맞서고권한남용에

항거하라는 명령과도 같다. 개인적으로 야당은

상임위원장직을 그렇게 쉽게 내줘선 안 됐다고

생각한다. 단 한 자리라도 더 가져와서, 국민이

허락한직위를십분활용해정치가올바른방향

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또 야당이라면 정부 정책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는것을망설여선안된다. 일시적인국민

적인기와호응에주눅들어눈치만보면국민의

신뢰를얻을수없다. 

야당역할제대로못한베네수엘라교훈삼아야

야당이야당의제대로역할을하지못해돌이

킬수없는불행에빠져버린나라가바로베네수

엘라다. 극심한분열은야당을지리멸렬하게만

들었고섣부른보이콧정치와영혼없는타협론

이난무하면서결국우파야당은자기자리를잃

고 말았다. 이것이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독재

로치닫게된빌미를제공한것이다. 물론피해

는고스란히죄없는국민의몫이됐다. 과연우

리와관련없는남일로만치부할수있을까?

국민이원하는것은무조건강하기만한야당

이아니다. 현실적으로야당은성과를내기어렵

다. 그래서유능한야당으로인정받는것도한계

가있다. 그렇다면오늘날대한민국에는어떤야

당이필요할까? 필자는‘용기있는야당’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질서수호의역사적소명앞에주

저하지 않는 야당, 그런 뜨거운 야당을 국민은

필요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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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29년의 뉴욕증시 대폭락 후 세

계역사상유례없는대공황으로수많은기업들

이 파산하고 대량실직이 발생하자 미국 민주

당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

제위기를 극복하고 대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

해‘뉴딜(New Deal)정책’이라불리는일련의

과감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같다.

첫째, 공황으로인한실업자와빈곤층을구

제하기 위해 공공근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한편농민의구제에노력했다.

둘째, 테네시계곡개발청(Tennessee Valley

Authority, 약칭TVA) 등대규모공공건설프

로젝트를 발주하고, 공공사업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 약칭 PWA)을 설립,

댐, 도로, 다리, 학교, 병원, 공항등각종인프

라 건설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경기부양을

꾀했다.

셋째,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

지하기위해재정·통화정책을대폭개혁하고

노년연금, 실업보험등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

며, 노동조합운동을활성화하기위해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근로기준을강화하는각

종 법령을 제정했다. 이러한 뉴딜정책의 일환

으로 1935년통과된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일명와그너법)이한예

이다(이법의친노동조항들은 1947년태프트-

하틀리법에의해크게제한받게된다).

뉴딜정책과

노동문제

南載熙

헌정회원로위원

10·11·12·13대의원
前 노동부장관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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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관한

일화를소개하면. 루스벨트대통령은그가뉴욕

주지사시절부터노동문제를담당케했던프랜

시스퍼킨스여사를대통령당선후노동장관에

임명했는데, 퍼킨스 장관은 루스벨트가 대통령

을 네 번 연임하는 동안 계속 노동장관으로 일

했다. 루스벨트가 노동문제를 중시했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퍼

킨스장관이노동장관에취임하여책상서랍을

열어보니생쥐가나왔다는것이다. 공화당의전

임노동장관은근로감독관을자파사람으로임

명하는것이외에는노동문제에별로관심이없

었다는것이다.

뉴딜정책은루스벨트대통령의사망으로대통

령직을승계한해리트루먼대통령에의하여‘페

어딜’(Fair Deal) 정책으로 계승되었으며 오랜

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계획으로이어진다. ‘위대한사

회’정책은월남전의확대로전쟁비용이격증하

자예산이바닥나다시피하여결국실패하였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 운운하

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재정상의 한계

가있고더군다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위기까

지 겹쳐 그 실행에는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

하고있는것같다.

지금정부에서한국판뉴딜정책이라하며추진

하는정책은겨우서민층구제에얼마간의예산

을 투입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정책만을 떼

어놓고볼때얼마간의진전이있었던것으로생

각한다. 우선취임직후비정규직노동을해소하

기위해의욕을보였다는점이다. 비정규직해소

는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고의욕만가지고해

60

청와대에서열린제1차한국판뉴딜전략회의(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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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일이아니어서답보상태에그치고말았

지만.

예를 들어 노사정 위원장에 민주노총 위

원장출신을임명하는등자세전환을한것

은상징적으로나마큰진전이라고본다. 바

로직전의박근혜정권때만해도민주노총

이파업을하자그간부를체포하는경찰은

일계급특진시키겠다고하여마치토끼몰이

를하는사냥꾼처럼작전을벌인것을상기

해보면참으로격세지감을느끼지않을수

없다.

나는 그 때 계간지『황해문화』(2014년 3

월, 82호)에기고한 <실망하여되돌아보는

朴정권 1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학자

김경재교수의글을다음과같이인용했다.

“지난달철도노조파업중우리가가장슬

퍼해야할사실은노조간부체포자에게는일

계급특진포상을한다는공권력의반인륜적

모독행위였다. 노조간부는사람이지사냥감

이 아니지 않은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집단적의사표현행위는헌법이보장하는결

사·집회의자유라는법타령을제쳐놓고말

하더라도, 솔직히말해서누구도예외일수

없는이기적사회집단간의조직적힘의균형

과상호견제라는정치행동이지왕조시대임

금사냥터에서사냥감을몰아세우는야만적

행위와달라야한다는말이다.”

그리고나는박대통령이주창한‘비정상

의정상화’라는키워드가어떤시각의, 누구

를위한정상화인지물으며“노동을억누르

고대기업을위하는”소위‘정상화’를아래

와같이비판했었다.

“경향신문사옥에있는민주노총에철도노

조지휘부가피신해있다고서울도심에서 5

천여경찰병력을동원하여계엄령이나선포

된것처럼, 전쟁이나난것처럼위협적분위

기, 공포분위기를만드는게정상인가?”

우리나라 정권들의 노동정책을 되돌아볼

때 군인정권 시대에는 기업 위주로 경제발

전을 시키려는 목적 때문도 있었겠지만 노

동운동을 억제 또는 탄압하는데 주력했던

것같다. 특히대기업에서의파업에는사기

업이나 공기업의 구별 없이 경찰병력을 투

입하여탄압하는것으로일관하여왔다. “근

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는 헌법 33조 1항이 무색해지는 일이었

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

터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사라지

게된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가 해

소되기에는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받겠다는 우리 정부의 자세

는 앞으로도 계승되고 발전되어 우리 사회

도균형있는복지사회가되기를간절히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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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한국사회에서저출산현상에대한사회적

관심이나우려는이전보다훨씬줄어들고있다는느

낌이다. 아무래도 초저출산 현상의 영향을 우리가

실생활에서체험할수있기에는일정한시차가존재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우리 스스로 내성이 생

긴것일지도모른다. 

저출산 2.06명에서 1.05명절반으로심각

우리나라의저출산경향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

다훨씬심각하다. 대표적인출산지표로서합계출산

율을보면, 저출산현상의시작점인 1983년 2.06명

(인구대체수준)에서 34년만인 2017년에절반수준인

1.05명으로떨어졌고, 2019년에는 0.92명으로그리

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아의 절대수가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더

욱 실감이 난다. 1971년 102만 명을 정점으로 포스

트 베이비붐(post-babyboom) 세대에 속하는

‘1982년생김지영’소설에서등장한 1982년생은 85

만명, ‘새천년둥이’인 2000년생은 64만명,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2019년생은 3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출생아수가최대인 102만명에서절반

으로줄어드는데불과 30년(2002년약 50만명) 밖

에걸리지않았으며, 그로부터 18년이지난 2020년

우리나라인구출산위기-대책은무엇인가

이삼식

한양대정책학과교수

한양대부설고령사회연구원원장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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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다시절반수준에가까운 28만명으로줄

어들전망이다. 

유럽국가들이나일본등과비교해보면우리

나라저출산현상의전개가특이하다는것을알

수 있다.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북유럽이나서유럽및중유럽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1990년

대후반이래 1.6∼2.0명수준에서다소안정적

인추세를보이고있으며, 상대적으로출산수준

이 낮은 남유럽이나 일본도 1.3∼1.5명 수준이

지속되고있다. 

개인에게책임전가…미시적인접근방식문제

왜우리나라출산율이극단적으로낮으며, 아

직도최저점을짐작할수없을정도로브레이크

없이‘출산감소’가계속진행되고있을까? 최근

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개

별가구의관점에서찾고자하는시도들이주류

를이루었다. 그러한미시적인접근을강조하는

데에는 어쩌면 국가 정책적으로 조속히 출산율

을 높여야 한다는 조바심이 작동하였기 때문으

로간주할수있다. 그로써결혼과출산의주체인

개인당사자들에게직접적인화법으로“무엇때

문에아이를적게낳으려하는가혹은낳지않으

려하는가”를물어그에상응하는정책들을선택

하여추진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과거

인구억제정책기(1961∼1997) 중 1980년대에 들

어국가가출산율을억제하기위하여도입한일

종의‘인센티브방식’을다시한번채택한것으

로간주할수있다. 여기에서중요한관점은이러

한미시적인접근자체가궁극적으로현재진행

중인저출산현상을가구, 더나아가개인(특히,

여성)의책임으로전가하고있다는것이다. 

실로미시적으로저출산현상의원인은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있는곳들이마땅치않다는점, 일과가정을

양립하기가어려운점, 난임, 신혼집마련의어

려움등이다. 즉, 가구나개인이결혼과출산및

양육 과정에서 겪은 혹은 겪게 될 문제들 때문

에결혼이나출산을연기하거나축소또는포기

한다는것이다. 이러한원인들에맞추어국가는

저출산 대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보

미,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대표되는 보육서

비스를확충하고질적수준을높이는노력을하

였다. 아동수당을지급하기시작하는등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육아휴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휴직급여액을 늘리고, 탄력근

무제를활성화하는노력을하였다. 난임치료를

지원하기위하여건강보험등을통해지원을확

대하고, 신혼집마련의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

주택매매자금또는전세금을융자해주고자임

대주택공급을확충하는노력을하였다. 

여기에서우리는스스로에게두가지질문을

할수있다. 한질문은지금까지의미시적인대

책들이 개인들이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

에서겪은문제들을해결하는데충분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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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질문은과연미시적인대책들이개인

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를 달성하려는데 동기를

부여할수있는가이다. 특히, 두번째질문은현

재아주낮은우리나라출산율수준이실질적으

로높아질수있는가에대한가능성을묻는것이

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여러 여건이 불

리한 경우에는 희망자녀수 자체를 줄이거나 희

망자녀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여

실천자녀수와의차이가커지기때문이다. 

저출산투입예산이서구 3∼4%, 우린 1% 

이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출산율을 1.8명전후로

비교적높은수준에서유지하고있는프랑스, 영

국등서유럽국가와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이

적절하다. 첫번째질문에관한대답으로정책의

충분성은 비교대상 서구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

라의수준이훨씬낮다. 보육서비스의공공성이

낮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다. 육아휴직 등

시간서비스는대상도극히제한적인데다가휴직

급여액의 임금대체수준도 아주 낮으며, 탄력근

무제등에대한기업문화의수용성도아주낮은

실정이다. 아동수당등양육비지원수준은극히

낮은데 반해, 양육비용은 생애경로마다 빠르게

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종합적인지표의

일종으로서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은 저출산

대책들에투입하는예산수준으로간주될수있

는데, 우리나라의경우이제막 1%를넘어선반

면비교대상서구국가들은3∼4%대로높다. 

두번째질문에대한대답은아마현재의미시

적인접근만으로개인들의추가출산에대한동

기부여나적어도원래의희망하는자녀수를달

성하려는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들은환경이나여건들을충분하게고려하여

출산에대한의사결정을하고, 실천으로이행하

는과정을거친다. 그러한환경이나여건들은가

족내혹은가족과직접적인연관하에서만작동

하지 않는다. 즉, 현재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

들은 일견 가족의 일상생활이나 의식구조 등의

범주에한정되어있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

는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 

구체적인예로, 많은개인들은사교육등으로

자녀양육비부담이크나사회구조적으로는노동

시장에서 고용기회, 승진, 고용안정, 임금 수준

등을 둘러싼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에 기반한 고

도의 경쟁사회 환경이 부모들에게 사교육 등에

대한 의존을 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미시적인 양육비 지원만으로는 사회구조에

내재된문제들을해결하기어렵고, 더욱이충분

하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서도

한계가있다. 또다른예로부모들이마음놓고

일을하면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하기위해

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

는 고용문화와 양성평등이 존중되고 실천되는

가족문화및사회문화가조성될필요가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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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육아휴직등이용을촉진시키는미시적인

접근은출산후필요한모성보호및육아시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대상이나

급여 수준 등에서 충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가 일시적인 육아휴직만으로 생애 전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현이 어렵다. 결혼과 자녀양

육에 필수적인 주거의 안정과 관련해서도 임대

주택 공급이나 주택매매 혹은 전세자금의 융자

지원은긴급한상황에서도도움이되나주택매

매가격및주택전세가격의안정화등보다사회

구조적인접근이중요하다. 

서구, 사회구조와문화바꾸는거시적접근

실로비교대상서구국가들은오랜기간에걸

쳐미시적인접근뿐만아니라거시적으로사회구

조와문화를바꾸는노력을해왔다. 프랑스에서

는‘68혁명’이후다양한가족에대한평등사상

을사회문화적으로정책적으로정착시키는노력

을하였고다른국가들에까지확산한바가있다.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남성도 육아의

핵심주체로간주하는등가족과직장등에서양

성평등을실천하는사회문화를강화해왔다. 비교

대상서구국가들은이러한사회문화적인측면에

서뿐만아니라노동(고용), 교육, 사회보장등제

영역에서사회현상의변화와조화를이룰수있

도록사회구조를개혁하는노력을해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대

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주축이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

제정책들은소관부처들이직접기획하고집행

해오고있다. 이로인하여기본계획에서저출산

대책들은 미시적인 접근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거시적으로 사회구조와 문화를 시대 변화와 조

화를이룰수있도록개선하는노력은거의답보

상태에놓여있다. 즉, 현행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의수립및집행체계로는보다장기적인관

점에서거시적인사회구조적접근을시도하기에

한계가있다.  

이미우리나라는지난 15년동안범정부차원

에서저출산대책들을추진해왔다. 그럼에도불

구하고출산율은오히려더욱낮아지고있다. 이

는 지금까지의 미시적인 접근만으로 개인들의

결혼, 출산및자녀양육을둘러싼생활체계내지

사회체계상문제들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못하

고있음을반증해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물

론사회구조와문화를시대변화에따라합리적

으로바꾸는것은결코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

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포기한다면, 어쩌면 우

리는현재의‘초저출산의덫’에서벗어날수없

을것이다. “급할수록돌아가라”는속담이있듯

이, 이제는장기적인청사진을가지고출산과양

육에 유리하도록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노

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미시적인

접근의 충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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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출생아수가지난 2016년이후계속급감하

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이 1

명이하로떨어졌다. 출산율은 15∼49세가임여성 1

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다. 출산율

이 1명이하로떨어졌다는것은평생 1명의아기도낳

지않은가임여성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말한다. 출

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라고하는싱가포르도 1.14명이다.

출생아수를보면 2016년월별 3만8천명수준이던

출생아수가작년에는 2만4천명선으로뚝떨어졌다.

이로미루어보아작년한해출생아수는 30만명미

만으로떨어졌을것이확실시된다. 30만명은인구감

소충격을막기위한마지노선으로불린다. 

최근 연간 사망자(2019년 29만9천 명)가 30만 명

안팎이기때문에출생아수가이보다더많아야인구

의현상유지가되면서인구의자연감소를막을수있

다. 그러나출생아수가사망자수에못미치면서인구

가 자연 감소되는‘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0년은 저출산‘재앙’이 시작된 첫해로 기록될 것

이다.

인구감소, 걱정만할일인가

-그에대한역발상

張誠源

15·16대의원
새천년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본지편집위원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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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과 이민 등을포함한 총인구(작년

말현재 5165만명추계) 역시줄어드는추세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4년에는 총인구 5000만

명선이무너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전문가

들은이시점이 3~4년앞당겨질가능성이높을

것으로예측한다. 생산가능연령인만15~64세인

구도2019년부터감소세로접어들어계속줄어들

고있다. 반면65세이상고령인구는급증한다.

인구감소는복합적인경제·사회문제발생

인구가줄어들면경제활력과역동성이저하

되고 내수 여러 부문에서 타격을 입게 돼 국민

경제규모가 쪼그라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면서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무

거워지고국가채무가증가하는등복합적인경

제사회문제가발생하게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난

2006년 기본계획을 세웠다. 그후 2020년까지

12년간무려 210조 5858억원을출산장려책에

투입했다. 2016년 20조원을넘긴저출산예산

은 해마다 증액돼 2020년에는 34조9858억 원

에이르렀다. 2016년부터 5년간추진한 3차저

출산 기본계획에는 194개의 저출산 정책이 망

라돼있다.

정부의이같은대책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인구 자연 감소 시

대로들어서게됐다. 출산정책이성공하지못한

것은, 출산에 대한 현금지급 위주로 시책을 펴

왔고양육교육주거환경등을종합적으로개선

하지못했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2025 5년간 9조 5000억원현금

을 지원하는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지난 12

월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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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금살포가 출산가정에 일정 부분 도움

이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그효과는단기

적이고, 장기적으로보면‘한강에돌던지기’로

그칠뿐저출산의거대한시대적흐름을막기에

는역부족이다.

저출산의시대적흐름막을정책나와야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여성이 아기를 낳

지않기때문이다.”라고말한분수없는정치인

도있지만물론출산의주체인여성들이출산하

지않기때문에출산율이떨어지고있음은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여성들이 왜 출산하려

하지않는가? 

30∼40대를상대로한한설문조사에서응답

자들은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육아의 어려

움, 교육비걱정, 일자리불안, 내집마련과전

월세부담때문등이라고대답하면서그것보다는

‘아이없는부부만의삶이좋아서출산하지않는

다’고 응답했다.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한

다 해도 만혼을 하거나, 만혼을 한다 해도 아이

없는부부만의삶을선호하는여성들이늘어나면

늘어날수록출산율은떨어지기마련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결혼관 부

부관 자녀관 가정관 인생관이 획기적으로 바뀌

고있다. 다산을부녀자의최고덕목으로여겼던

구시대와는격세지감이느껴지도록세상이변화

하고진보하고있다. 

일본도정부가막대한돈을퍼부어출산을장

려하고육아지원에온갖정성을쏟았지만이같

은변화와흐름을막아낼수없었다. 2017년기

준 일본 인구는 1억2600만 명. 그러나 일본이

서울종로탑골공원을찾은어르신들이시간을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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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억’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한연구소는 21세기말까지일본인구가

현인구의반절도되지않는 6000만명으로줄

어들것이라는충격적인전망을내놓았다. 일본

뿐만이아니다. 대부분의선진국들이인구감소

시대에들어서고있다.  

머릿수아닌혁신적·체계적인대책적극

추진해야

저출산을피할수없는새시대에지금의출산

장려정책과인구정책을계속유지할것인가? 아

니다. 새시대에부응해서사회각부문에서혁

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

진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사람 머릿수를 늘리는 인구정책은 대량생산

제조업공정라인에투입해야할일손이많이필

요했기 때문이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2차 산

업혁명의 대량생산 시스템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값

싸게노동력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인구를늘

리는정책을유지해왔다.  

그러나고도의전자공학과정보기술로자동화

가달성된지금의 3차산업혁명시대에서만도제

조업 공정라인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로봇이대행하고있는실정이다. 

더욱이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차, 빅데이터, 3차원(3D)프린팅 등이이끌어갈

4차산업혁명이도래하면기술변화의속도, 범

위, 시스템에미치는영향등이가히혁명적이라

할만큼어마어마할것이라는예측이다.

해일처럼밀려올 4차산업혁명이우리의산업

고용 교육 의료 복지 등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실로크다할것이다. 고용사정만보더라

도 국내에서 10년 안에 1800만 개 일자리가 인

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한국고

용정보원의연구결과가나왔다. 특히단순노무

직의타격은큰문제가아닐수없다. 지금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좌절과분노는더욱가중될것이다.

두뇌의질과창의력높이는교육정책으로

대폭개편돼야

이러한시대상황을고려하면저출산을오히려

바람직한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다. 많이낳아

키우는것도좋지만, 그것보다는한명의자녀라

도 뛰어난 인재로 키우겠다는 여성들의 신사고

가시대의흐름에맞는것으로보여진다. 머릿수

를늘리는출산장려에예산을투입하는것을줄

여두뇌의질과창의력을높이는교육을지원하

도록정책이대폭개편돼야한다. 4차산업혁명

은두뇌자본이이끌고간다.

한국은인구과잉국가다. 국민들이쾌적한환

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정인구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엘리트집단이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대등한경제과학문화체육강국을경영하는방

향으로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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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모든영역에서언택트(untact)는되돌릴

수없는추세가됐다. 스포츠도예외가아니다.

무관중경기를보면마음이착잡해진다. 그라운

드와코트를달구던관중의함성은이제잊어야

하나. 관중도없는데선수들인들예전만큼신이

날까. 경기때마다사인을해달라면서몰려들던

팬들도더는볼수없게되는것인가. 관중이없

으면 수익도 줄고 팀 운영도 어려워질 것 아닌

가. 코로나보다코로나이후가더두렵다고하더

니…. 경기단체를맡고있는사람으로서여간걱

정스러운게아니다. 

언택트스포츠라도본질은바뀌지않는다

미국 스포츠계는 우리와 체제가 달라 단순비

교는어렵지만벌써타격이크다고한다. 인기종

목인 대학미식축구(college football)는 가을시

즌이취소되면서그수익에기대던다른종목들

도덩달아된서리를맞고있다. 명문스탠포드대

학은 미식축구 수익이 급감하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지자올해펜싱, 필드하키등 11개종목의

선수스카우트를포기했다. 장학금을주고데려

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마찬가지다. 이런혼란기에는관련연맹

이나 협회가 리더십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마저도 신통치 않아 경기를 강행하자는 팀들과

이에반대하는팀들간갈등만키웠다.   

그러나이렇게자위도해본다. 관중은없어도

경기는 존재하고, 선수와 코치, 감독들이 흘린

땀의절대량도줄지않을것이므로스포츠의본

질이바뀌는것은아니지않는가. 오히려디지털

시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하

면관중이나선수가보다나은환경에서경기를

즐길수있게되고, 나아가스포츠계의고질병인

언택트시대, 한국체육의새로운기회

회원원고

柳晙相

대한요트협회장

한국디지털체육연합회장

11·12·13·14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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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과 불공정, 불합리를 바로 잡을 기회가

될수도있는것아닌가. 여기에인공지능(AI)까

지동원한다면말그대로무한한가능성의세계

가열리지않겠는가. 

길은 분명해 보인다. 언택트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이를한국스포츠의체질개선의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임시방편이아닌‘패러다임시

프트’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의 불을 댕길

때가 왔음을 직시하자는 얘기다. 후배 의사가

이런말을한적있다. 당뇨병환자의팔에센서

를 붙이면 그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질 횟수까

지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당뇨에 과식은

금물이다. 환자가 허용된 수준 이상으로 밥을

먹게 되면(숟가락질을 자주하게 되면) 센서가

울려숟가락질을중단시킨다는것이다. 우리수

준이이정도다. 그렇다면첨단 ICT를스포츠에

전면적으로적용시켜야하지않겠는가. 

‘디지털생활체육의자립도’가

선진체육의과제

스포츠과학을 다루는 유사한 기관, 단체들을

정리해 최첨단‘디지털·AI 스포츠연구소’로

통합, 출범시킬 필요를 느낀다. 그렇게 된다면

상징적으로 맨 먼저 맡기고 싶은 일은 육상

100m 기록단축이다. 세상의모든일은기본이

중요하다. 스포츠의 기본은 육상이고, 육상의

기본은 100m 달리기다. 한국처럼잘사는나라

가 100m기록이 지금도 10초대에 머물고 있다

는것은부끄러운일이다. 일본도2019년9초97

로 마침내 10초벽을 넘어섰다. 한국최고기록은

김국영(29·광주시청)이 2017년 세운 10초09.

그 전에는 故 서말구 선수가 1979년(멕시코 유

니버시아드대회) 기록한 10초34. 서말구의 이

기록은무려 31년간한국최고기록으로유지되

다가, 2010년김국영의 10초31에의해깨졌다.

31년이면 한국이 한 세대(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 전 세계에 기적 같은

‘초스피드 성공신화’를 자랑하던 기간이다. 그

기간에오직 100m 달리기만제자리뛰기를하

고있었던것이다. 

체육도 기본에서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코로나이후우리사회는지식정보의창출및유

통능력이국가경쟁력의원천이되는정보사회로

발전할거라는게공통된전망이다. 정보사회는

무한한정보를중심으로하는‘열린공간사회’

로, 정보제공자와정보소비자의구분이모호해

진다. 네트워크를통해서범세계적인시장형성

과경제활동이이뤄진다. 한국스포츠도이런‘기

본구조’위에서출발해야한다. 모든체육활동의

주체들은새로운지식정보사회의패러다임위에

서있음을알아야한다. 파벌, 연고주의, 줄서기,

정체(政體) 유착과같은과거의적폐들은떨쳐버

려야한다. 그런인식아래국민모두가‘체육’에

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고,

‘디지털생활체육의자립도’를갖춰나가는게선

진한국체육의새로운과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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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한국체육의 영원한 숙제인 전문체

육과생활체육과의관계도유기적이고상호발전

적인관계로뿌리를내려야한다. 디지털인프라

를통해스포츠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허용하

게되면생활체육의위상이한단계올라갈것이

고, 달라진 생활체육은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산실(産室)로서기능하게된다. 양자가상호의존

의선순환구조를이루게돼우리체육계의고질

적병폐였던폭력도사라질것으로믿는다. 

한국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이중차대한시기에몇가지행정적인문제로잡

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체육계와의충분한논의과정없이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호 분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과, 내년 1월의대한체육회장선

거를위한정관개정승인을문화체육관광부가 4

개월넘게미루고있는것이그예다. 대한체육

회는KOC와함께비정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

고 있다. 그럼에도 故 최숙현 선수 폭행사건을

비롯한체육계일각의문제점을빌미삼아“체육

회가 전문체육에만 치중하고 인권을 등한시 한

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IOC 기능을 떼어내겠

다는것이다. 

체육회와문체부가합리적인대화로타협해야

대한체육회는이미대의원총회에서이에반대

하는결의문을채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올림픽연대·국가협력국제임스매클레오드

국장도“스포츠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

한체육회를KOC와다시분리하려는외부압력에

매우우려하고있다”는내용의서한을최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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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체육회장 앞으로 보내왔다. 그런데도 분리를

강행하려든다면정부(정치)가스포츠에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

다. 정부의체육정책이인권보호에모아지도록대

한체육회를KOC와분리해야한다는발상자체가

번지수를잘못짚은것이다. 고최숙현선수의비

극은가슴아픈일이나, 그렇다고이런식으로대

응할문제가아니라는것쯤은체육인이라면누구

나안다. 그것은건물의기초를바로잡지않고지

붕만고치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 그런방식은

디지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의장점인투명성, 열린공간, 강화된소통과

교육을활용해서폭력없는스포츠의기반을구축

하는근본적인작업을할때다. 

아울러 지방체육회의‘법정 법인화’를 골자

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어떻게 추진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에

는지금의원 4명이대표발의한개정안이문화

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병합 심사를 앞두

고있다. 대한체육회와경기도체육회를포함한

전국시·도및시·군·구체육회는개정안통

과로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기

를 희망하고 있다. 내용은 개정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한체육회의안은스포츠토토수익금

의정률배분을제도화해통합체육회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안은 광역 시·

도또는시·군·구청의전체예산중 1% 안팎

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체

육인들이법안통과를기대하고있는만큼진지

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야한다. 

체육회와 문체부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현안을해결하기보다자신들의입장만내세

워상호대립과갈등을심화시키는것은누구에

게도 도움이 안 된다. 내년 도쿄올림픽은 물론,

추진중인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과 2032년

남북하계올림픽공동유치에도부정적인영향을

끼칠것이다. 한국이세계 10대스포츠강국으로

우뚝서게된것은전문체육은물론학생체육, 생

활체육의확산을위해열악한환경속에서도묵

묵히헌신해온선수와지도자들, 그리고전국의

수많은동호인들이있었기에가능했다. ‘대한체

육회 100년, 국민과함께할 100년!’이란구호가

구호에그치지않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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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Aix-en-

Provence)에서태어났다. 그의아버지는모

자상을하다가은행을설립하고, 아들이법

관이되기를원했다. 그래서세잔은고향에

서법학을공부하면서데생을배우던중친

구에밀졸라의권유로파리에올라가아카

데미스위스에서그림공부를시작했다. 거기

서 인물화는 들라크루아, 풍경화는 쿠르베

의 바비종 화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피사

로를알게된다.

초기의 작품은 두텁고 거칠고 어두운 색

깔이많고빛과그림자의강렬한대비를시

키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국립미술학교

입학시험에 실패한 후 그의 작품은‘살롱’

에서도낙선하였다.

1872년 친구 피사로가 있는 퐁투아즈

(Pontoise)에서인상파친구들과함께밝은

빛, 가벼운 터치, 섬세한 표현 등으로 작업

을 하였으나, 비평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폴세잔의작품세계

盧承禹

화가, 前한국외대교수
산타클라라대학교미대및그랑소미에아카데미수학

파리에띠엥코상초대전등개인전 5회
14·15대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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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잔은자존심이강한사나이였다. 그의고

향 친구 에밀 졸라가 그의 소설작품을 통해

실패한 친구로 묘사함으로써 절친인데도 불

구하고그와절교해버렸다.

1886년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향 엑상프

로방스로돌아와혼자그림을그리면서인상

파친구들과자연히거리를두게되었다.

그간에인상파가색과모양을나누어생각

해오던사고의틀로부터해방된것은큰발

전이었으나, 자신에비친빛을너무중시함으

로써사물과자연의모양이파묻혀버리고그

자체의존재성이사라져버리는것이었다.

세잔은 이런 인상파의 그림에서 그림 속

의 주제가 강렬한 존재로 부각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으로 보인

다.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을 무시하고 변형된‘가상현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미술의 기본이

되는 혁명적인 그림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과와오렌지, 캔버스에유채, 74cmx93cm, 파리오르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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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오르세미술관에서연대순으로잘정리된

전시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열악한 박물

관들의현주소를느끼게되었다.

세잔의 대표작인‘사과와 오렌지’‘바구니가

있는정물’등진품을접하면서구도상기하학적

인조화와규칙적인사선의붓터치를통해색으

로뚜렷한형태와공간을만들어‘형태는면들의

집합’이라는큐비즘의탄생에동기를부여한작

품임을 직감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테이블위에흰보자기를깔고그위에사

과를그리는일반적인생각을초월해특별한혹

은가상적인흰보자기의형태를만들고그위의

사과는 평범한 놓임이 아니라 흩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 사과끼리 원형적인 구심점을 이루

면서긴장감을불러일으키도록했다. 주위에에

워싼배경은원근감을거의무시하고공간을채

THE CARD PLAYER, 캔버스에유채, 47.5cm x 57cm, 파리오르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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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조화를이루도록했다.

때로는 등장하는 물건들이 보이는 시각을

다르게그렸다. 옆에서보면서그려졌어야하

는것이위에서본것으로의도적으로그렸는

데정상적이아닌데도응집력이보인다.

따라서 세잔은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고정

된시각을버리고작가마음대로시각을달리

하여형태를강조했다. 이것은후에추상화를

그리는동기가되었다.

세잔은 이 그림을 5장 그렸다. 작가가

1890년대화가로서고난의운명을받아들여

슬픔과존엄성에무게를두는이탈리아바로크

시대사실주의화풍(caravaggianrealism)에서

영감을받아대결하는그림을그렸다.

이작품에서두사람의카드대결은세잔의

아버지가그림작업을인정해주길바라는암

묵적인투쟁을묘사한것으로도해석한다. 그

의아버지는법관이되지않고그림을그리는

세잔을탐탁하게생각하지않았다. 실제로세

잔은무려 14년간결혼사실을아버지에게비

밀로했다가아들이태어나서야알렸다.

이그림에서파이프를물고있는인물은고

향엑상프로방스의교외에있는아버지농장

에서항상보았던정원사피에르알렉산더로

추정한다. 이그림은2억5천만달러(약2800억

원)을호가하는값비싼그림이다.

테이블에앉은두사람이카페에서카드놀

이를하고있는평범한소재의그림이다. 두

사람이골똘히생각에잠겨카드놀이에몰두

하고있는모습처럼보이나다른생각을하고

있지않나하는느낌을받는다. 이그림은그

의아뜰리에에서제작한것이다.

구조는 단순하고 배경은 간단하며 전체

의 색감도 절감되어 있다. 원근감 없이 그

렸다. 두 사람의 모자와 팔의 자세, 그리고

책상의 두 다리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의 셔츠와 왼쪽 사람의 파이프 그리고

카드가흰색으로조화를이루었다. 책상한

가운데 놓인 포도주병은 게임하고 있는 두

사람의 공간을 나누어서 대결 구도인 동시

에 포도주병의 상부를 중심으로 양손과 테

이블이 삼각구도를 형성하여 안정감을 주

고있다.

세잔은말년 15년동안인물, 정물, 풍경화

를고향엑상프로방스에서홀로그렸는데, 그

의 그림은 전통미술의 명암법이나 원근법의

파괴와고정시각의탈피, 사선의붓터치그

림으로형태를만드는혁명적인변화를일으

켰다.

또한외부세계를묘사하는내부모형세계

를묘사하는미술로전향하게되는획기적인

현대미술을잉태하게했다. 세잔은동료인피

사로, 르누아르, 모네, 드가, 고갱등이그의

그림을인정하여구입하기도하고, 20세기에

이르러피카소, 마티스등이그의작품을높

이평가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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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링띠링’새벽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부터오는안전안내문자가가족들휴대폰에서울리기시

작한다. 하루의시작과끝을코로나문자와함께한지도

열달을넘어서고있다. 생각보다길어진다. 각종변종바

이스러가연이어나오고, 매번치료법이나백신이정비되

기까지기약없는시간이걸린다. 이제인류는코로나이

전의생활로완전히돌아가지못할것이다. 피할수없다

면제대로알아야슬기롭게대처할수있을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들

‘가족의일상’이다. 코로나라는엄청난사회적위기속에

서결국최후보루의안전망이‘가족’이라는것이확인되

었다. 사회적거리두기단계가상승하고, 다른모든기관

이문을닫으면닫을수록, 가족은폐쇄된기관의역할까지

감당하고있다. 학교와학원대신에사실상홈스쿨을가동

하며, 재택근무라는이름속에집은일터도되었고, 자가

격리 2주의수많은사람들은그아슬아슬한위험의순간

을보건당국이아니라가족과함께이겨내고있다.

코로나로가족에게위협과기회가동시에찾아왔다

먼저, 가족이동시간대에집에머무는시간은많아졌으

나,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이외에 함께 놀이하거나

함께 여가 활동하는 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족이 물리적으로 몸만 같이 있지 놀이

코로나로인한가족일상의변화와과제

金姬廷

17·19대의원
前대통령실대변인

前여성가족부장관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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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가활동은 집안에서 가족구성원‘각자 따

로’하고있으며, 소통의시간은머무는시간에

비례해함께늘어나지않는것을알수있다. 

2020년 6월 여성가족부 조사(고등학생 이하

자녀를가진국민 1500명대상)에따르면가족

간갈등경험이 60% 이상증가했으며, 우울감이

나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으로나타났다. 

가족갈등의원인으로는‘식사등가사노동증

가로인한분담문제(27.8%)’가가장높게나타

났으며, ‘각자의 생활습관 문제(21.7%)’, ‘TV,

오락 등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차이(14.1%)’,‘육

아 및 돌봄 분담 문제(11.3%) 순이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같은공간에오래함께머문다고해

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는대목이다. 아울

러 20~30대에게는돌봄분담문제가다른연령

대비2배높게나온점도눈여겨볼대목이다. 

사회적거리두기가되고있는데, 가족간거리

두기에가족간갈등, 정서적거리두기까지가버

리면인간의고립현상이심화되어여러가지병

리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인한시민의사회적고립이가족안에

서조차해결이안되면불안등심리적건강문

제발생, 불법도박, 음주증가, 인터넷중독, 자

살증가의위험성이있다. 

따라서가족간대화기법, 갈등해결등가족

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가족구성원의욕구가

증가한만큼관련프로그램의확대와가족상담

방법의다양화가필요하다.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으로, 장례식도 가족장

으로바뀌는등매일의일상뿐만아니라인생의

큰 가족 대사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개별 가정

의지극히개인적인선택의문제로맡겨두기보

다는 새로운 가족 문화 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

의가필요하다.

아울러고립되기쉬운사회적약자들의일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봐야한다. 사

회복지시설도평소와같은집단돌봄의역할을

하기가힘든만큼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생활

관련기관의비대면프로그램을확대하고, 바뀐

환경에맞는해법을제시해야한다. 

감염병관련국가가엄격한관리를하고돌봄

선생님의건강책임보증제를전제로재가돌봄

이확대될필요가있다. 현재는재가돌봄서비

스가있어도다수의가정을방문하는선생님에

대한 걱정 및 돌봄 선생님의 제한된 수로 방과

후 또는 비대면 교육일날 돌봄의 공백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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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이용하기가쉽지않다. 

다음으로, 온라인개학과비대면수업등바뀐

교육 환경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이다. 당장 학

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매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생활에도큰변화가있고, 휴교로인한

돌봄과교육공백을가족이책임져야하기에가

족책임은무한대로늘어나고있다. 과거에는전

쟁중에도열었던학교를전염병우려로가지못

하고, 방학아닌방학으로보낸시간이장기화되

고있다. 

우리나라가디지털망이나디바이스에대한보

편적확산이나수준은전세계에서수위를달리지

만그렇다고온라인교육또는비대면교육이기

계적인환경으로만해결되는것은아니다. 단순

지식전달이나혼자서하는반복학습을‘교육’

이라고부를수는없다.  아이의잠재력을이끌어

내는것이교육인데온라인을통해자료올려주

고, 자료보고숙제해서제출하는것만으로어떻

게교육한다고할수있겠는가? 혼자하는훈련

인‘learning’과상호작용을통한잠재력도출이

라는‘education’은엄연히다르다. 학교가개인

적인 훈련에만 집중한다면 이외에 진짜 교육에

필요한요인들은가족이분담하고있는것이다. 

비대면교육으로인해사실상부모가직접학

습을지도하거나지원하는것뿐만아니라, 자녀

의생활습관을지도하는것, 자녀가스트레스받

지않도록하는것, 자녀와놀이하는것과매끼

식사를챙기는것까지다양한역할을하고있다.

학교선생님역할, 보모역할, 놀이지도사역할,

친구역할, 요리사및조리사역할등등. 

이렇듯돌봄과교육의상당부분을가족이책임

지고 있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학교교사등에대한교육이나훈련은있었

지만, 정작 학부모들은아무런준비없이상당한

학교교육을가정교육으로떠맡아하고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비대면 수업 방식도 실시

간 쌍방향 수업에서 더 발전시켜 토의 및 토론

수업, 나아가비대면협력학습까지도할수있도

록해서, 진정한교육의중심축이여전히학교임

을보여야할것이다.  

아울러가정교육과의협력수업이필요한부

분에대해가족역할과분담량(분담선)을분명히

정하고, 그부분에대한사전협력과양해가학

교와가족간에교감을이루어야할것이다. 그리

고확대된역할에맞는학부모기본연수도필요

하다. 

이렇듯코로나로인해가족내돌봄과교육책

임이 강화된 만큼 가족내 부부간 역할 분담 및

양성평등확대의기회로도삼아야할것이다. 등

원 내지 등교하지 않은 아이의 가족 내 교육은

혼자서는쉽지않은일이다.

또다른일상의변화로건강관련환경변화

위생소독이강화되면서감기같은질병은줄

었지만마스크장기착용으로인해피부가약한

사람들의마스크트러블, 디지털디바이스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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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및마스크착용으로인한안구건조증, 혈

압상승현상등이나타나고있다. 

무엇보다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신체적활동이감소하고사회활동에참

여할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식료품을 사러

나가기꺼려하면서인스턴트식품, 저장음식섭

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가족 단위의

새로운‘확찐자’(가족비만)를양산하고있다. 

코로나이후가구지출변화조사결과식료품

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보건의료비(병

원, 약국비용외마스크, 손소독제구매포함),

외식비(배달음식비용포함) 순으로늘어났다. 

재난속에비용지출이늘어날수밖에없는건

강 관련 항목, 식생활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가계에 도움을 주길 바란

다. 아울러과대포장방지를통해쓰레기문제

도 해결하고 식료품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마스크로 인한 몇 가지 트러블에 대해서는

보건소단위간단진료, 처방이가능하도록국가

의책임있는연구와실행이필요하다. 또정기

적으로찾아가는건강검진이나검진차량운영으

로 질병의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의료

비를 절감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간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두려움

도덜어줄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대한철저한관리를국

가가주도적으로하는것에대한동의는하지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부담감을느끼는국민이늘고있다. 안전을

위한국가의과도한개입으로이에따른빅브라

더우려이다. 그러다보니반작용현상이나타나

기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 격리를 이탈하는 사

례가심심치않게들려오고있다. 또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얘기해서 진짜 밀접 접촉자들

은나다니고, 전혀관련없는사람과그가족이

발목이묶이는사례까지나오고있다. 주로유흥

업소나클럽등가족들에게숨기고싶은장소를

방문한경우인데이경우는개인정보유출을우

려해애초에수기로체크인한경우이다. 

이런 특수 장소 방문 경우가 아니라도 QR코

드 체크인은 정보는 정확하지만 국가의 빅브라

더화에대한우려또는개인정보관리부실에대

한불신이있는만큼, 취급정보처리와폐기에

대한시스템확립과실제작동에대해국민들에

게 확실한 믿음을 줘야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수기체크인을더선호하게되고수기체크인은

이름, 연락처, 동행인등의거짓정보에대한크

로스체크가없어서진짜감염지와감염원이숨

겨질우려가있다.

지난 1년너무도많은것이변했다. 몰라서당

황했다면이제는지난 1년의변화를철저히분석

해보고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대비

와더나은방법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코로나

아니라더한것이와도우리의일상은계속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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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인삼 생산량은 2만3,265톤으로

2014년이후매년 2.6%씩증가했지만, 같은기

간소비량은연평균 1.4%에그쳐내수소비량이

생산량증가세를따라오지못했다. 뿐만아니라

2019년전국인삼생산량은 1만9,582톤으로전

년대비 15.8%로대폭감소한데이어인삼소비

량또한 1만5,638톤으로전년대비 18.3% 감소

했다. 이처럼인삼재배면적및생산량과 1인당

인삼 소비량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인삼 산업은

최대위기를맞고있다. 

인삼산업전반에걸쳐생산과소비가원활하

지못한가운데 2017년농촌진흥청이발표한자

료에따르면내수소비와수출감소로인해창고

에쌓여있는인삼이약 2조원에달한다. 재고가

하염없이쌓이는가운데중국, 미국, 캐나다등

의 저가 인삼이 내수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면서

국내산 고려인삼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면역증강식품으로잘알려진인삼제품

의수요가증가하긴했지만, 인삼소비량이안정

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들의

몫으로돌아간다. 농가소득감소, 경영비상승

등농가경영여건이어려워농사를포기하는농

소비트렌드변화에따른인삼산업의과제

반상배

한국인삼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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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레 국

내인삼전체생산량감소로이어져

세계시장내경쟁력확보에장애가

된다. 따라서이제는생산자농민을

포함해협회, 정부, 관련업계모두가

생산 문제를 넘어 소비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키위브랜드‘제스프리(Zespri)’에서

마케팅배우다

키위산업을최초로도입한뉴질랜드는스스

로최고의품질을자부했지만시장에서는그저

‘많은 키위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 이탈리아,

칠레등경쟁국의키위생산량이급격히늘면서

공급 과잉 현상과 함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

고, 이는 농가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뉴질랜드

키위 산업은 휘청거렸다. ‘뉴질랜드 키위’만의

차별화가필요했던농민들은‘제스프리’라는마

케팅 회사를 설립했고, 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

해힘을모았다. 시스템구축을통한엄격한품

질관리부터신품종개발, 영양학연구강화등

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해노력했다. 

무엇보다오늘날제스프리가세계키위시장

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중심마케팅전략에답이있었다. ‘키위

는 먹기 불편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잘라서

수저로퍼먹는(Cut and Scoop)’섭취법홍보,

1인가구·핵가족을위한키위반반팩(골드키위

와그린키위가반씩담긴상품)판매, 젊은소비

층을 위한 캐릭터 개발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

한전략으로소비자와의접점강화를위해끊임

없이 노력했다. 이 같은 제스프리 사례는 인삼

소비 진작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범 사례라

볼수있다.

2019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인삼류

소비형태(생산량+수입량)는 80.3%가 홍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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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고 있는 반면 수삼 16.3%, 백삼 3.4%,

태극삼 0.1%에불과했다. 이처럼지금까지인삼

은값비싼 6년근홍삼과건강기능식품중심으로

시장에공급되었고, 이러한제품들은시장변화

와소비자요구에부응하지못한채한계를드러

냈다. 더불어인삼이식품보다약용으로인식됨

에따라일상에서손쉽게활용하기어렵다는소

비자의보편적인식은인삼소비량감소문제를

더욱심화시켰다. 이밖에도비타민등건강기능

식품의다양화, 1인가구·맞벌이부부증가등

사회구조의 변화, 젊은 소비층 수요 창출 미흡

등다수원인으로국내인삼소비량은지속적으

로감소했다.

인삼소비촉진을위해서우선인삼은단순약

재를넘어일상식재료라는인식개선과함께생

활밀착형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인삼협회

는다양한연령층이인삼을맛있게즐기고, 실제

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가정에서쉽게만들수

있는인삼요리레시피공모이벤트를매년개최

하면서다양한요리법을홍보하였고, 국민의식

탁에인삼을올릴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뿐

만아니라소비자의눈높이에맞춘다양한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식재료로서 인삼의 높

은활용가치를전달하는데초점을맞춰왔다.

최근코로나19 확산으로외부활동이줄고, 일

상식을 통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삼을활용한다양한요리개발은가장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방안이다. 인삼이 면역력 증진,

기력회복등에도움이된다는것은이미잘알

려진사실이다. 이런측면에서소비자가일상속

간편한요리를통해건강을챙길수있는‘인삼

요리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와 요리법이 세트로

구성된제품)’개발도고려해볼만하다. 이는인

삼이 식재료로 요리에 접목이 어렵다는 고정관

념을깨뜨리고, 인삼소비를늘리는일석이조의

효과를거둘수있다. 

더불어소비자접점이높은다른식품과함께

인삼을섭취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하는

것도인삼소비를늘리는방법이다. 이미인삼업

계에서는‘인삼은비싸고약이다’라는인식을바

<출처-한국인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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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위해빙수, 커피, 유제품등다수기업과연

계해상품을개발한사례도있다. 이를계기로다

양한식품업계와의유기적협업을통해인삼을

활용한신제품개발및보급을통해인삼산업을

다각화할수있는성장기회로삼아야한다. 

인삼산업위기극복을위한국가적과제

한국인삼협회는 출범 이래 다양한 인삼 관련

사업을전개하며, 인삼의인지도제고와소비촉

진을위해아낌없는투자와더불어다방면의홍

보활동을전개해왔다. 어린이인형극, 고려인삼

페스티벌, 방송프로그램제작등직간접적으로

인삼을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인삼의우

수성과가치를알렸다. 이같은인삼업계의노력

에도불구인삼산업의성장세는다소미약했고,

소비 감소라는 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역부족이었다. 이에정부는정부주도연구

개발, 품질관리및수급조절, 홍보및판매촉

진등소비시장중심의새로운인삼정책을추진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정책 지속성의 한

계로그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인삼 소비량 감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인삼산업에더큰위기가닥칠것이다. 인삼종

주국으로서 명성을 되찾고 무엇보다 산업적 측

면에서인삼이가장경쟁력있는미래산업이될

수있도록협회, 정부, 지역사회모두가함께머

리를맞대야한다. 계속해서변하는소비자와시

장환경을반영한제품개발부터유통채널다양

화까지인삼을쉽게접할수있도록촘촘한소비

기반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필자 역시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인삼

소비 시장 위축으로 인해 상심이 크다. 특히

2016년김영란법시행으로비교적고가에판매

되는 인삼제품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고가

제품판매부진으로인삼은점점설자리를잃어

갔다. 이에내수시장활성화, 1인당인삼소비량

증가를위해서김영란법규제완화는반드시필

요하며, 여야가제기했던시행령수정필요성에

대해서는크게공감하는바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으로오프라인판로확보에난항을겪고있

던가운데사상최장장마와기록적인폭우까지

겹치면서올한해극심한몸살을앓았다. 수확을

앞두고있던인삼밭은속절없이물에잠겨폐허

가됐고, 농사를망친우리농민들의한숨소리

는끊이질않았다. 제대로된인삼한뿌리를생

산하는데 농민들이 정성스런 마음을 쏟아 붓는

시간은평균 7년에달한다. 토지선정부터수확

에 이르기까지 키우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삼

은재배과정이녹록치않아우리농민들은매일

같이노심초사하며농사에임한다. 하루빨리더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인삼’을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부정책을기대하며, 필자역시인삼산업발전

을위해함께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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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시대언론·정치·경제변혁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객관적 사실보다 편향된

신념이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포스트트루스(post-truth)’탈진실시대에들

어섰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계에 의

하면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47.1%, 종이신문뉴스이용률은 2.5%∼16.7%의

바닥수준이고모바일인터넷뉴스이용도 20대

95.4%, 60대이상도44.3% 이상이었다.

KBS 등 과거 방송언론의 민주화운동은 권력

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

데지금은어느순간에권력에종속된언론, 권

력과 같이 가는 언론, 권력을 만들고 지켜주는

방호언론으로바뀌어버렸다. 

또 원래 우리나라 이상적인 정치인은 시민을

편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시민에게

‘편들어달라’는정치를하고있다. 이렇게정치인

이대중을선동하여본인개인의사익을챙기는

모습과결과가바로팬덤정치로하나의정치플

랫폼이되어가고있다. 또조중동등언론의신뢰

가떨어지자‘나꼼수’와‘알릴레오’가“그럼나도

언론일수있겠다”하고나와설치게되었다.

2020년우리나라금융시장을뒤흔든사모펀드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나라의민낯

朴聖泰

헌정회고문·편집위원, 12대의원
한양의대외래교수, 대한의사협회고문
대경요양병원장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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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드롬은대한민국금융을들여다본핵심키워드

인데, 조국사태는사모펀드플레이어들의실체

를파악할수있는좋은케이스스터디소재이다. 

지금우리나라는 586 정치엘리트가득세하는

현실정치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

지고 평등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직면하고

있다. 현재보수집단내에서세대교체가일어나

고있는데사실상NL(민족해방)과PD(민중민주)

의두흐름속에있었던 586 정치엘리트가새로

운보수세력이되고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꿈

을계승하겠다는의식은사라지고기득권유지,

정권유지에만집착하고있다. 과거 386은노동

자농민을대변한다는자의식과함께그것자체

가 운동과결합되어있었으나지금 586 정치엘

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물질적 기반이

과거보수와다르지않고그자리에도달하기위

해그들과같은방법을썼고그래서조국의반칙

이그들에겐반칙으로여겨지지않는다.

그렇게들살아왔으니까무너진정의와공정회

복에대해적폐청산을외치면서도찔리는게있

고, 사회개혁을 외치면서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한사건들이터지니까진보이미지가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민주주의는버젓이사라져버렸

고촛불이기대했던개혁도지지부진한데다그나

마기대를걸었던남북관계도악화된상태이다.

또 이번 총선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산업화세력에서정보화사회와민주화세력으로

교체됐음을의미한다. 다만부정선거에대한의

혹은아직가시지않고진행중이지만, 386세대

라 일컬어지는 신보수가 산업화세력의 자리를

꿰찬셈이고그들은자신들이곧사회적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층이 되었고 서민층, 중산층이라

생각하나실제로는중상위층으로학생운동출신

들이 정치로 갔고 이에 공감했던 이들은 벤처,

인터넷기업, 대기업 IT분야에서 활동하게 됨으

로써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된 셈이다.

경제의토대를그들이쥐고있으니까여기서비

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즉 통합당쪽 보수들

이 586 보고“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하고

물으면 586은“그건 옛날 얘기에요! 당신들 지

금돈벌고있어?”로바뀌어버린것이다.  

대미외교의황폐화(파탄직전의한미동맹)

①전시작전권이양및종전선언둘러싼한미간

충돌: 2020년 10월 15일미국워싱턴에서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전시

작전권이양문제였다. 한국은무조건적전시작전

권이양을요구했고미국은“확고한방위태세준

비없는이양은불가”라면서결렬로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주최코로나19 긴급기자회견(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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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논의 자체가ª인 종전선언:문재인대통령

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

화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뿐이라고 역설한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종전선

언이가능하다고못을박았다.

③이수혁 주미대사의‘한미동맹 흔들기’: 지

난 10월 12일이수혁주미대사는화상으로진행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선택해야하는문제는국익이되어야미

국을 선택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맺었다고

앞으로 70년도동맹을맺어야한다는것은미국

에대한모욕이라고말해엄청난파문을일으켰

다. 이러한탈미(脫美) 친중(親中) 정책은비밀이

아닌현정권의공공연한뜻과방향이다. 

④반중국동맹체에서 빠진 한국: 한국은 과연

미국의동맹국인가? 질문의답은“동맹인듯동맹

아닌듯한동맹같은나라”이다. 마크에스퍼미

국방장관이 10월 20일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에

함께할궈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와함께아시아의 10개국을일일이거론하

면서한국을빼버린사태가발생했다. 즉핵심협

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

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등

10개국을거명했는데이명단에서정작미국의혈

맹이라하는한국이빠진것이다. 이유는간단하

다. 문재인정부가미국과중국간균형외교를주

장하면서‘외교적줄타기’를하고있기때문이다.

즉문의소위‘실용적접근’이란전략성모호성이

탈미(脫美) 친중(親中) 노선으로판단, 동맹으로부

터의이탈로보고미국으로부터완전한한국패스

로한미동맹위기를자초하고만셈이다. 

⑤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 망치는 지름길 :

한국은지금미국이요구하는반중이슈에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참여를거부하는것에이어화웨이든중국

IT기업을배제하는‘클린네트워크’에대해서도

우리나라는“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검토해

봐야한다”면서거부입장을분명히했다. 다시강

조하지만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중 캠페인을 벌

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외교적 중립’혹은

‘적당한 중간’이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다. 분명한입장만이필요하다.

치졸한의료정책들

(1) 문재인케어

2018년5월20일정부는‘의료보험보장성확대’

라는명분을내걸고실제로는의사들의진료행위

전체를국가통제대상으로사실상의‘의료사회주

의’를추진, 전국의료기관의90% 넘는대다수민간

의료기관을정부는마치자신들소유인양억압통

제하기위해나라곳간을비우고국민들에게박수

만을받을생각의포퓰리즘의무책임한관치의료

정책을표방하자의사들은총궐기대회로맞섰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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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의 2배수준인 16.1일이고환자 1인당의사진

찰횟수도 16회로OECD 35개국평균 5.9회에비

해 2배이상이다. 의료이용률은OECD국가중최

상위국가에속하는데이것은의료기관에대한저

수가정책때문인바의료기관의희생과양보에만

기대면서무작정보장성만확대할것이아니라적

절한수가를보장하고속도조절과재원조달문제

라는프레임을염두에둘것과지난10년간응당지

원해줘야할건강보험국고미지급지원금5조원도

지급정산해주어야할것인데도이런중대현실을

뒤로한채무상의료를선동하는과대포장포퓰리

즘급여정책은철회하라는게의료계의주장이다.

또 의료수가의 적정화 문제가 뒤따르는 중요

문제인바핵심은의료인가치중심의수가적정

화가 이루어져서 3저(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정책프레임에갇혀일방적인희생강요만당하

여온의료계에서탈피하여수가도적정부담, 적

정급여로 합당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

시에 신포괄수가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이

뒤따라연구시행되어야할것이다. 

(2) 4대악의료정책들

① 지역의사제, 의대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

사제는지역내우수인력을선발해의사부족지

역의병원급의료기관에공공,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인데 필

수응급의료전문가가부족한것은해당분야전

문의가취업할병원이없기때문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자격을딴뒤대학병원교수가되지못하

면전문성을살려수술할병원이거의없다. 소

아외과, 심장외과, 산부인과도마찬가지다. 

②공공의대설립 : 의료전문가단체와일체의

협의없이정부의독선과아집에사로잡혀평등

이란미명아래정치논리로만고집하여밀실에서

일방적으로밀어붙여각시도지사가 2,3배추천

하고시민단체에서년 400명으로의대생을뽑는

데 1인당연간 1∼2억, 10년이면 1조원의비용이

국민의세금으로소요되는데공공의대가강행되

면‘돌팔이의사(?)’가판을치게될것인바, 이것

은도덕적으로파탄난전체주의정권에서할수

있는제도라말하고싶다. 그러면공공법대, 공공

상대도덩달아만들것인가? 또공공의대에들어

가는 3,4천억국민혈세의일부만이라도당장공

공병원에과감하게투자해보라. 어설프게공공의

대만들지말것은기초연구의사늘린다고졸속

도입한의전원이실패했고, 남원서남의대가폐

교한사실을교훈으로삼아야할것이다.   

③한방 ¸약 급여 시범사업 :임상시험을거

쳐충분히안정성과효능이검증된후정량화와

표준화가되면서결정해야할것이다. 

④원격의료정책 : 대법원에서진료의기본인

진찰없는비대면진료는위법하다고판시했다.

(3)진정성없는의료제재정책안들

①‘9.4의정합의’: 의료계의휴진투쟁이멎

을수있었던것은정부와민주당이소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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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정책’에대해“일방적으로추진하지않고,

의정협의체를구성하여논의하자”고합의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현재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의대(국립 공공의전원) 신설

계획에 의거 공공의대 구축 운영사업비(설계비)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반영한 사실이 알려졌

다.이정도라면의정합의는파기된것과다름없

으며“의협이백지화를선언하고단체행동에돌

입하라”는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 

②“의사가 어째서 공공재인가?”: 의사가되

는 과정에서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정부가

의사는공공재라말해남북의료교류협력으로북

한에 의료지원이 필요하고 재난시 보건인력 동

원을 하자는 법률안도 제안된 모양인데 의사들

은기도안찬다는표정들이다. 

③의사의금고이상형받으면의사면허취소

법안상정 : 의사 1인되는때까지 9년, 전문의면

최소 11년이상을의술을갈고닦아야하는데그

야말로몰염치범이아니라면면허취소는부당하

다. 그래서 12대 국회에서 필자가 사력을 다해

의원입법으로 금고 이상형에 의사면허 취소 법

안을말살시켰다. 그렇다면법조계도의사에상

응하는무게의엄청난수사과실, 오판등에대해

서도법제재가동행되어야할것이다. 

④의사단체행동금지법안 : 의사들의정당한단

체행동을법으로금지시키는것은헌법에보장된

국민의의사표현행동에위배되는제반폭거이다. 

⑤필수의료 죽이는 의사의 법정 구속 :고의

성이없는최선의진료에도불구하고의외로발

생한제2, 제3의복합증으로사망했더라도의사

를구속하는판례는선진국에는아예없으며의

료술기최선진국의영예를뽐내는한국의료수준

에일부저질의오판판결문화를선보이는판례

가겁박주는한생명을끝까지살리려는필수의

료에조종을울림을알아야한다. 

ì의대생국시해결문제 : 이번의사국시문

제가해결못되면그인력공백으로인턴이모

자라 대학병원의 응급실 진료가 크게 지장받아

적기에 응급 치료를 못받고 중증환자의 수술이

연기되어생명의위협을받는심각한상황에직

면케된다. 이번의대생들의국시거부사태는공

공의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원조이므로더이상가타부타말고다시한번현

실적으로타협해야할것이다. 

결어

이상과같이현재우리나라슬픈민낯의면면

을살펴보면서아래의경구(警句)를떠올려본다.

①언어(言語) 포퓰리즘은이제그만 : ‘사람이먼

저’‘저녁이있는삶’‘퇴근후광화문에서시민

들과소주한잔’‘기회는균등, 과정은공정, 결

과는정의’②내용없는겉만번지르르한진보는

나라를 파괴한다 ③이건희 회장 유언(아들에게)

‘한국을 떠나라’④야당이 야당다워야 나라가

바로선다⑤“불의가법이될때저항은의무가

된다”(토마스제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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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조지훈(본명, 동탁) 시인은 1920년경상북도영양에서태어났으며, 독학으로중학과정까지마치고혜화전문학교(현동국대학교)를졸

업했다. 1939년시작픔 <고풍의상>이『문장』지에추천되면서문단에나왔으며, 이어서 <승무>, <봉황수> 등을발표하면서고전적풍물

을소재로하여우아하고섬세하게민족정서를노래한시풍으로기대를모았다. 1946년에박두진, 박목월시인과함께『청록집』을

간행하여‘청록파’로알려졌으며, 그후경기여고교사를거쳐고려대학교문리과대학교수로재직하였고, 1968년에사망하였다. 그

의시집으로는『풀잎단장』(1952년), 『조지훈시선』(1956년), 『역사앞에서』(1959년). 『지조론』(1962년) 등이있으며, 『한국문화사서설』,

『신라가요연구논고』, 『한국민족운동사』등의논저가있다.  

새아침에
조지훈

모든것이뒤바뀌어서질서를잃을지라도

성신(星辰)의운행만은변하지않는법도를지니나니

또삼백예순날이다가고사람사는땅위에

새해새아침이열려오누나

처음도없고끝도없는

이영겁(永劫)의둘레를

뉘라서짐짓한토막잘라

새해첫날이라이름지었던가

뜻두고이루지못하는한(恨)은

태초이래로있었나보다

다시한번의욕을불태워

스스로를채찍질하라고

그불퇴전의결의를위하여

새아침은오는가

낡은것과새것을

의와불의를

삶과죽음을-

그것만을생각하다가또삼백예순날은가리라

굽이치는산맥위에보랏빛하늘이열리듯이

출렁이는파도위에이글이글태양이솟듯이

그렇게열리라또그렇게솟으라

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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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장보고과학기지영상통화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2월 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

륭)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2020 글로벌 코리아 개막식’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朴 의장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최태진

대장과의영상통화를통해“여러분들이자랑스러운한국인이자 21세기의장보고

같은분들입니다. 한분한분을국민들이기억하고기릴것입니다. 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건여러분의안

전과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의헌신과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귀국후에직접뵙고말씀을듣는기회를갖겠다”

고소감을밝혔다. 

일산병원방문코로나19 치료병상확충현황점검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코로나19 제3차 확산기를

맞아 수도권 공공병원인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충에 대한

현황을보고받은후현장을둘러봤다. 

헌정廣場헌정廣場

“나눔과봉사가세상을바꾼다”기고

韓斅葉(12) 한얼공동체 총재(헌정회

부산지회장)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

의 날을 맞아 에듀인 뉴스에“나눔과

봉사가세상을바꾼다”라는주제로기고했다. 앞서

12월 4일자 부산일보에도 같은 주제의 글을 기고

했다.  

‘한반도 남부 가야·마한 역사문화

보존과발전방안’세미나

柳寅鶴(13,14) 마한역사문화연구회장은

1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

는 국민일보 회의실에서 헌정회·김해시·나주시·

고령군·영암군이 주최하고 헌정회 민족문화연구

회·마한역사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한반도 남부 가야·마한 역사문

화 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12월 10일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CGV(5

관)에서국제평화문화포럼이주최하고국제평화영화

제조직위원회(위원장 유인학·김성재)가 주관하는

‘2020년국제평화영화제’개막식을가졌다.

사이버가디언즈보안캠프온라인개최

柳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

구원원장은 12월 7∼16일까지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

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이버가

디언즈 보안캠프를 온라인으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개최했다. 

故정주영회장탄신 105주년맞아

코로나로명복비는통신문전송

원광호(14) 아산정주영기념사업회회장

(헌정회대변인)은 11월25일故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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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탄신 105주년을맞아매년묘소참배와기념강

연회등연중추모행사를해오던것을코로나19로인

해전면생략하고대한민국헌정회유경현회장이준

비한꽃받치기를대신했다. 또한당일 11시를기해

생전정주영회장이일궈놓은산업발전과나라에공

헌한업적을되새기며이분의은덕을입은통일국민

당출신국회의원과현대가족, 기념사업회회원, 기

타뜻을같이하는국민들께이분의고마움과명복을

비는시간을가져달라는통신문을전송했다.

기초법 20년평가와과제토론회

金民錫(15,16,21) 의원실은 11월 17일

의원회관에서 권칠승·강선우·고영

인·최혜영·강득구·이상헌·심상

정 의원실과 공동으로‘기초법 20년

평가와과제토론회’를개최했다. 

‘국유재산건축상’상금사회복지기금으로전달

金榮春(16,17,20) 국회 사무총

장은 12월 16일기획재정부에

서주최하는‘제6회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

과창의적공간구성에서높은평가를받아대상을

수상했다고밝혔다. 金사무총장은‘국유대상건축

상’으로 받은 상금 200만원을 영등포구 사회복지

협의회에기부하기로하고이날전달식을가졌다. 

‘노코드및불록체인기술융합통한

세계산업생태계조성전략’세미나

朴相熙(16) 헌정회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은 12월 10일 헌정회 회의실에서‘플

랫폼: 노코드및불록체인기술의융합을통한세계

산업생태계조성전략’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GTX-C 평택연장’토론회

安敏錫(17,18,19,20,21) 의원실은 11월

16일 의원회관에서 이원욱·송옥

주· 권칠승·홍기원 의원실과 공동으로‘경기남

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 연

장토론회’를개최했다.  

한반도태스크포스(TF) 초청현안간담회참석

姜昌一(17,18,19,20) 주일대

사 내정자는 12월 8일 여의

도한일식당에서열린더불

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초청 현안 간담

회에참석, 인사말을했다. 

‘희망22’사무실에서기자간담회

劉承旼(17,18,19,20) 前 바

른정당 대표는 11월 18일

서울 여의도‘희망22’사

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

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劉 전 대표는“문재인 정

권은 일자리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내놓으라”고촉구했다. 

‘국립독도전시관건립’토론회

金榮珠(17,19,20,21) 의원실은 11월

16일 의원회관에서‘국립 독도전시

관건립토론회’를개최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바뀔까’세미나

(17,19,20,21) 의원실은 12월

2일 박홍근·강은미 의원실, 정의로

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공동으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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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廣場

로‘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

까? 3rd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

제’에대해온라인으로진행했다. 

대중교통재정위기극복을위한시민토론회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11월 16일

의원회관에서 이해식·천준호·이헌

승·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대중

교통재정위기극복을위한시민토론

회: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

인가?’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이어 11월 17일에

는의원회관에서김성환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

뉴딜연구회, (사)에너지전환포럼과공동으로‘바이든

노믹스하에서의세계경제가한국에미칠영향’에

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KBS 충남방송국설립방안과추진

전략모색’국회토론회

洪文杓(17,19,20,21) 의원실은 12월 1일

강훈식 의원실, KBS충남방송총국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공동으로‘KBS 충남방송국설

립방안과추진전략모색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KBS ‘사사건건’시사프로그램출연

權性東(18,19,20,21) 의원은 12월 16

일 KBS ‘사사건건’시사프로그램에

정청래의원과함께출연했다. 

마스크 생산 중소기업 활로 모색을

위한 K-방역정책토론회

李明洙(18,19,20,21) 의원실은 11월

17일 의원회관에서 K-BIZ한국시설

관리협동조합 K-방역공동사업단과 공동으로‘마

스크생산중소기업활로모색을위한 K-방역정

책토론회’를개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내정

全海澈(19,20,21) 의원은 12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全

내정자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

서관, 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

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경기인천권

역 최고위원,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1월 17일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의원실과 공동으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

통과 QR-Code’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과제’유튜브생중계

韓貞愛(19,20,21) 의원실은 11월 17

일 의원회관에서 유의동 의원실, 국

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

후변화적응센터 등과 공동으로‘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에 대해 유튜브‘국

회기후변화포럼’으로생중계했다.  

‘일·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

간호사근무형태도입’토론회

姜炳遠(20,21) 의원실은 11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허종식·이수진(비

례)·최연숙의원실과공동으로‘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를 개

최했다. 이어 11월 25일의원회관에서이수진·배

진교 의원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개최했다. 

헌정廣場

94

헌정회-내지-3차  2020.12.23 2:35 PM  페이지94   Cheil-868 



2021. 1 95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李世基(11,12,14,15) 회원이 11월 24일별

세. 고인은 고려대 정외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졸업, 동경대 대학원 수학, 정치

학 박사, 유네스코 청소년부장, 미국 국

무부 초청 국제청년지도자교육과정 수료, 국제경제연

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 교수, 민정당 서울시당위원

장, 국회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 국토통일원장관, 민정

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체육부

장관, 한중친선협회장, 새누리당상임고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등을역임했다. 향년 84세.

尹榮卓(12, 14, 16) 회원이 11월 29일별세.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건설부 국

토이용관리국장, 서울국토관리청장, (주)대

우해외담당총괄본부장, 민추협상임위원,

건설특위위원장, 통일국민당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위원

장, 국회석유산업발전연구회 대표위원, 신한국당 대구시

지부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영남대산업대학원객원교

수, 국회교육위원장, 대한민국헌정회이사·부회장등을

역임했다. 향년87세.

沈起燮(13) 회원이 12월 2일 별세. 고인

은 성균관대학교 상학과 졸업, 관동대대

학원행정학과졸업(석사), 강릉농업협동

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 강릉·평

창지역방송통신대학학생후원회장, 관동문학회문학상

제정, (사)예총 강릉시지부 부지부장, 성균관대 총동문

회 상임이사·부회장, 국회감귤냉해조사 소위원회 위

원장, 농림수산위원, 민자당 국책자문위원, 민자당 강

릉시지구당부위원장, 강릉시장(민선 1,2,3기) 등을역

임했다. 향년 76세

朴珪植(12, 14) 회원이 12월 3일 별세.

고인은 경복고등학교 졸업(31회), 연세

대학교 경제과 중퇴, 고려대학교 무역

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

학 석사), 美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당 당무

위원, 신민당 사무총장·원내총무, 자민련 국회대책위

원장·원내수석부총무·당무위원, 한진그룹한일증권

심사실장, 한진그룹 종합감사실장, 대한민국헌정회 이

사등을역임했다. 향년 82세.

辛國煥(17) 회원이 12월 9일 별세. 고인

은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방대학원 졸업, 미국 하와이 대

학 연수, 제4회 행정고시 합격, 제8대

공업진흥청장, 제46대 산업자원부 장관, 제48대 산업

자원부 장관, 국민중심당 대표 최고위원, 대한민국헌

정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한국경제의 선택과

도전』『선진부국에의 길』『희망의 대한민국 4만불 시

대를 연다』등이 있고 녹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등

을받았다. 향년 81세.

鄭光鎬(9) 회원이 12월 9일별세. 고인은

해군사관학교 특1기 졸업, 육군대학교

졸업, 국민대 법대 졸업, 고려대 교육대

학원 졸업(석사), 해병대 제1전투단 제3

대대장·제1상륙사단제2연대장, 해병대사령부인사국

장·기획참모부장, 해병대 제1상륙여단장·제1상륙사

단장, 해병대 사령부 행정참모부장·참모장·부사령

관, 해병대 사령관(대장), 국방정책자문위원·국방연구

원군사연구위원, 성우회고문·자문위원·재향군인회

고문등을역임했다. 향년 9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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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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