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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특집Ⅰ

행정부 단독 접근보다 국회의 초당적 외교 중요

대통령신년사

“올해는회복·포용·도약의위대한해로만들어냅시다”

한국 법치주의의 현주소

법치주의가도전받는위기상황

대
한
민
국
헌
정
회

2
0
2
1

2
통
권

4
6
4

호

(

(

월

간

헌

정

2

2월헌정표지(381x257)  2021.1.23 09:23  페이지1   MAC-4       



8

2021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

지못한매우중요한한해이다. 대한민국과문재

인정부의흥망이달려있는그야말로중요한시

기다. 국가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전대미문

의코로나역병으로국민의생명이위태롭고, 경

제가마비되어가고있다. 광복이후70여년동

안우리가이룩한모든것이풍전등화의위기를

맞았다.

정치도무척불안하다. 정치가국민을편안하

게하기는커녕, 분열과혼란만을가중시키고있

다. 올 한 해의 위기극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더욱이

4월의서울, 부산시장선거등대형정치스케줄

도정국의뇌관으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애국심이다. 국가가위기에직면하면지

도자는정파적이익을떠나국가적이익을추구

해야한다. 영국, 미국등많은선진국들이국가

의 위기상황에선 정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애국

‘대한민국헌정회’

국가자문역할확실히수행해야

張慶宇

헌정회부회장

11·13·14대의원

(사)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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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국가와국민을구해냈다.

국가존망의위기앞에서편가르기를하고, 정파적승리와권력에집착하면실패한대통령이되고

만다. 분열과혼란이계속된다면나라의미래는없다. 선거에이기고나라를잃는다면무슨소용이있

겠는가. 소를잡아먹으면당장은배부르지만다음해농사를지을수가없다.

역대우리정부의공통적인특징이있다. 국민을편안하게하지못하고있다. 세상이변해서일까?

아니면국민이너무현명한탓일까? 지난 1년도너무어렵고힘든한해였다. 느닷없이코로나역병

이창궐하여블랙홀이되고말았다. 국민들은국가가돌보는것을기다릴틈이없다. 스스로코로나

역병과경제문제를해결해야된다. 코로나정국이무엇이정상이고비정상인지구별조차못하게하

고있다.

이제정신을똑바로차리고현실을직시해야한다. 자칫하면대통령까지도블랙홀에빠져들어존

재감을상실하게된다. 정부는정정당당한방법으로국민들의지지를받아야한다. 정부가정당한절

차를무시하면자신들의권익은늘어날지몰라도국민들은허탈하다. 나라는도탄에빠지게된다. 

우리나라에는원로가없다고한다. 참으로불행한일이다. 국가적위기에는원로들이나서서해결

책과방향을제시해줘야한다. 그래야나라가위기에서탈출한다. 정파적이해를초월하여대통령에

게올바르게충고하는참된원로가절실히필요하다. 안타깝게도그런영향력을가진원로가없다고

한다. 국가원로의 역할을 대한민국헌정회가 담당해야 한다. 헌정회원들은 대한민국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온국민의대표들이었다. 헌정회는여와야의국회의원출신들이다모였다. 여야를초월하여

정부에건의할수있다. 특히국가위기상황에서는헌정회가당당히나서야한다. 헌정회가나서야

할때, 나서지않으면그존재이유가없다.

우리모두역사의눈으로현실을직시하자. 대통령의성공은곧국가의성공을의미한다. 대한민국

이지난70여년동안많은것을이루었다고하지만진짜중요한것은아직도이룩하지못했다. 정치

개혁을이루지못했고, 조국통일을이루지못했다. 아직선진국이되지도못했다. 

정부는우리국민이지향하는꿈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을당당히설명하고야당과국민들의

협조를구하라. 금년은사실상5년임기의마지막해이다. 이제는정파적이익이아닌역사의눈으로

현실을바라봐야한다. 진정한혁신은온국민이하나가되어힘을합칠때가능하다. 문재인대통령

은혁신을뛰어넘어화합과통합의새시대를열기바란다. 그래야대한민국역사에찬연히빛나는

대통령이될수있다. 헌정회는문재인대통령이성공한대통령이되길바란다. 우리헌정회는기꺼

이도울준비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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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

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

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기나긴전쟁이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

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겪는아픔도계속되고있습니다. 고난의시

기를건너고계신국민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

립니다. 그러나새해는분명히다른해가될것입

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해’가될것입니다.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

고, 일상은송두리째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예

외가아니었습니다. 세계경제도대공황이후최악

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면치못했습니다. 모두가어렵고힘들었습

니다. 국민들은일년내내불편을감수해야했습

니다. 그러나우리는꺾이지않았습니다. 위기 속

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

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

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웃의안전이곧나의안전이라는지

극히평범한진실을, 놀라운실천으

로전세계에보여주었습니다. 국민

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조치들은신속하게현장에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진단키트와‘드라이브스루’검사방법과

마스크같은방역물품들은세계각국에보급되어,

인류를코로나로부터지키는데크게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세워진것입니다. 세계최초로전국단위선거

와입시를치러냈고. 봉쇄없이확산을최대한억제

하며, OECD 국가중에서도손꼽히는방역모범국

가가된것은, 우리국민들이만들어낸, 누구도깎

아내릴수없는소중한성과입니다.우리국민들의

상생정신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에도가장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

“올해는회복·포용·도약의

위대한해로만들어냅시다”

대통령신년사(전문)

신년사발표하는문재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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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어려움을겪고있는이웃들과‘함께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최대한고용을유지해주었습

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국민소득또한사상처음으로G7

국가를넘어설것으로예측됩니다. 주가지수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중가장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했고,

위기속에서도한국경제의미래전망이밝음을보

여주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결코멈추지않았습

니다. 국민모두어려움속에서최선을다하며위

기에강한대한민국의저력을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많이걷혀, 이제는예측하고전망하

며계획을세울수있게되었습니다. 올해우리는

온전히일상을회복하고빠르고강한경제회복으

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국가경제가나아지더라도, 고용을회복하

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

는데는더많은시간이걸릴것입니다. 코로나로

더깊어진격차를줄이는포용적인회복을이루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평범한일상으로되돌아가는것이급선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것이급선무입니다. 점차나아지고있는

방역의마지막고비를잘넘기는것이우선입니다.

정부는국민과함께3차유행을조기에끝낼수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

종을시작할수있습니다. 우선순위에따라순서대

로전국민이무료로접종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

다. 우리기업이개발한치료제의심사도진행중

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

르기까지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 자

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확보하여우리국민의안전과국제보건

협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빠르고강한회복을이룰것입니다.

이미우리경제는지난해3분기부터플러스성장으

로전환했습니다. 지난해12월수출은2년만에500

억달러를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역대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기세를이어우리경제는올해상

반기에코로나이전수준을회복하게될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3차확산의피해업종과계

층을지원하기위해, 오늘부터 280만명의소상공

인, 자영업자와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를비롯한87만명의고용취약계층에게3차재난지

원금을지급합니다. 충분하지않은줄알지만민생

경제의회복을위한마중물이되기를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

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

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규모의공공과민간투자프로젝트를속

도감있게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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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1분기 30조5천억투입

민생경제의핵심은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5

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

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만들예정입니다.

‘함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

회안전망도한층강화됩니다. 청년층과저소득구

직자들이취업지원서비스와함께생계비를지원받

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

니다. 지난해예술인들에이어오는 7월부터특수

고용직까지고용보험적용이확대될예정입니다.

그동안부양의무자가있다는이유로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이달부터생계급여를받을수있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서로의손을잡고함께가야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수월해집니다. 지난해적극적인일자리창

출과저소득층지원노력으로다른나라들에비해

고용충격을완화할수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대

한정부지원을대폭늘려재정을통한분배개선

효과도크게늘어났습니다.

하지만아직부족합니다. 민생회복과안전망확

충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참고이웃

을먼저생각해주신국민들의노력이헛되지않도

록‘격차를좁히는위기극복’으로보답하겠습니다.

주거문제의어려움으로낙심이큰국민들께는매

우송구한마음입니다. 주거안정을위해필요한대

책마련을주저하지않겠습니다. 특별히공급확대에

역점을두고, 빠르게효과를볼수있는다양한주택

공급방안을신속히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세계경제가빠르게바뀌고있습니다. 비대면경제와

디지털혁신이가속화되고4차산업혁명이앞당겨지

고있습니다. 코로나이후변화하는세계시장을선점

하기위한각국의경쟁도더욱치열해질것입니다.

‘선도형경제로의대전환’필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생산량은지난해세계 5강에진

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

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

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미래에대한투자도꾸준히늘고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번째규모입니다. 코로나상황속에서도제2의

벤처붐이더욱확산되어지난해벤처펀드결성액이

역대최대인5조원에달하고, 벤처기업증가, 고용

증가, 수출규모모두사상최대를기록했습니다.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12   MAC-4       



2021. 2 13

우리경제의혁신속도는‘상생’의힘을통해더욱

빨라질것입니다. 우리는대·중소기업의협력으로

일본수출규제의파고를이겨냈고, 광주에서시작된

‘상생형지역일자리’는전국으로확산되어전기차,

첨단소재등새로운성장동력을키우고있습니다.

올해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는‘한국판뉴딜’의

핵심 또한‘사람’과‘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본격추진되면대한민국은전국곳곳에서변화

가일어날것입니다.

새로운인재를육성할것이며, 새로운성장동력과

양질의일자리가창출될것입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국민의삶의질을바꾸게될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

도국가로가는길에동행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

다. ‘한국판뉴딜’의중점을‘지역균형뉴딜’에두

겠습니다.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

역기업과인재들이머리를맞대고, 현실적이고창

의적인발전전략을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

니다.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등을활용한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

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대규모·초광역프로젝트를신속하게추진하

고, 생활SOC 투자를늘려지역주민의삶의질을

더욱높이겠습니다. ‘한국판뉴딜’이‘지역균형뉴

딜’을통해우리삶속에스며들고, 기존의국가균

형발전계획과시너지를낸다면, 우리가꿈꾸던‘혁

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민간이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뉴딜펀

드조성과제도기반마련에힘쓰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영역의핵심입법을조속히추진하고, 기업과

의소통과협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

서도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정의힘믿으며그가치바로세워야

사회가공정하다는믿음이있을때우리는‘함께

사는길’을선택할수있고, 실패해도다시일어설

수있다는용기로혁신의힘이강해질수있습니다. 

우리는공정의힘을믿으며그가치를바로세워가

고있습니다. 권력기관개혁은견제와균형을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누구에게나평등하고공정하게

적용되도록하는것입니다. 우리는지난해오랜숙제

였던법제도적인개혁을마침내해냈습니다. 공정경

제3법과노동관련3법은경제민주주의를이뤄낼것

이며, 성장의지속가능성을높여줄것입니다.

모두오랜기간형성된제도와관행을바꾸는일

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

등요소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 다양한이해관계

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시대교육격차와돌봄격차의완화, 필수

노동자보호, 산업재해예방, 성범죄근절, 학대아

동보호등우리사회각분야에서새롭게제기되

는공정에대한요구에도끊임없이귀기울이고대

책을보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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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같은지구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서도상생의정신이발휘되어야합니다. 우리국민

들은, 자신이좀불편해도자연과더불어살아가겠

다는강한의지를갖고있습니다. 올해는기후변화

협약이행원년입니다. 정부는그동안우리경제구

조의저탄소화를추진해왔습니다. 그노력을확대하

여올해안에에너지와산업을비롯한사회전분야

에서‘2050 탄소중립’추진계획을구체화할것입니

다. 정부는수소경제와저탄소산업생태계육성에

더욱속도를내고세계시장을선점해나가겠습니다.

오는5월서울에서열리는‘제2차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향한국제사회의의지가결집되는장

이될수있도록국민들과함께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선도국가로도약할것입니다.

우리문화예술은민주주의가키웠습니다. 우리문

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더다양해지고더큰경쟁력을갖게되었습니

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

츠들이세계인들을매료시키고, 행복을주고있습

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발휘할수있도록예술창작활동을지원하

고, 한류콘텐츠의디지털화를촉진하는등문화강

국의위상을더욱확실하게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기량을갖춘우리스포츠선수와지도자

들도그자체로대한민국을알리는K-콘텐츠입니

다. 지난해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

게희망과용기를전했습니다. 이제는메달이중요

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보장받으면서마음껏스포츠를즐길수있

도록간섭없이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세계인의일상이하나로연결되어있음을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

과개도국이서로를더잘이해하며상생할수있

도록‘가교국가’의역할을다할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속도를높여신남방, 신

북방국가들과의교류와협력을넓히겠습니다. 중

국, 러시아와진행중인서비스투자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비롯한메르코수르, 멕시코등태평

양동맹과의협상을가속화하고CPTPP 가입도적

극검토하겠습니다. 한일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

을위해서도계속노력해나갈것입니다.

우리의검증된보건의료역량과높은시민의식,

우수한문화역량과디지털기술의발전, 탄소중립

사회의의지, 높아진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위상

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길을당당하게걸어갈것입니다.

‘평화’가곧‘상생’남북협력방안찾아야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해입니다. 한반도평화와번영이국제사회에

도도움이된다는것을남북은손잡고함께증명해

야합니다. 전쟁과핵무기없는평화의한반도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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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민족과후손들에게물려주어야할우리의의무

입니다. 정부는미국바이든행정부의출범에발맞

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

화와남북대화에서대전환을이룰수있도록마지

막노력을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이룰수 있는일들이많습니

다. ‘평화’가곧‘상생’입니다. 우리는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겪으며서로긴밀히연결되

어있음을자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많은문제에

서한배를타고있습니다. 남·북국민들의생존과

안전을위해협력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합니다.

코로나에대응하는과정에서‘상생과평화’의물

꼬가트이기를희망합니다. ‘동북아방역·보건협

력체’, ‘한-아세안포괄적보건의료협력’을비롯한

역내대화에남북이함께할수있길바랍니다. 코로

나협력은가축전염병과자연재해등남북국민들의

안전과생존에직결되는문제들에대한협력으로확

장될수있을것입니다. 협력이갈수록넓어질때우

리는통일의길로한걸음씩나아갈수있습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핵심동력은대화와상

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의방식으로도대화할수있다는우리의의지는변

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

의, 특히‘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원칙을공동이행하는가운데국제사

회의지지를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넘어동아시

아지역을중심으로한‘평화·안보·생명공동체’

의문이활짝열릴것입니다.

마스크는지금까지아주쉽게구입할수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

다. 그러나코로나가닥쳐오자마스크는자신을지

키기위한보호장비이면서동시에배려의마음을

표시하는아름다운물품이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겪으면서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

센터종사자와같이우리의일상유지를위해없어

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깨닫게되었습니다.

우리는주변에서흔하게보던물품하나가어느

순간가장중요한물품이될수있다는것을깨달

았고, 마찬가지로우리는꼭필요한역할을하면서

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것도새삼느끼게되었습니다.

지난해우리는우리사회에정말중요한것이무

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

의안전’이라는사실을되새기며함께행동에나설

수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

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

로만들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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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의국제질서전망

2020년 초세계로확산된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

증확산은오늘날국제질서를이해하고전망하는데에

매우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코로나19는인류의건

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많은전문가들은코로나19가국제질서에미치는영향

에주목하고있다. 2020년코로나19가확산되면서전

문가들은국제질서가변화할것이라는전망, 변화하지

않을것이라는전망, 그리고이미일어난변화가가속

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눠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국제사회에서충분한리더십을발휘하지못하

고있다는데에는인식을같이하고있는듯하다. 

첫째,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입장은 키

신저(Henry Kissinger)의견해를통해알수있다. 그

는“코로나19 팬데믹은세계질서를영원히바꿀것이

다”라는 기고문에서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제도가 대

재앙을예측하고그피해를막고, 안정을회복할수있

을 것이라고 믿으며 공존과 번영을 누려왔지만, 팬데

믹이 끝나면 제도의 대부분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들은 위기에 대해

행정부단독접근보다

국회의초당적외교중요

이현출

건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

특집Ⅰ 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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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국가단위로대응하지만코로나19에 의한

사회계약의 상실은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것

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류 건강의

위기는일시적으로끝날수있을지모르지만정

치적·경제적 파장은 세대를 넘어 계속될 것으

로보고있다. 

둘째, 국제질서에서의큰변화는없을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질서가크게변화하지않는다고주

장하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바로 나이(Joseph

Nye) 교수이다. 그가 기고한“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질서를바꾸지못한다”는칼럼에서그는코로

나19로인한지정학적영향으로서, 세계화의종언

(the end of an era of globalization)이나중국에

의해미국의패권이위협받을것이라고예측하는

논자들의견해를부정하고있다. 세계화는교통·

수송및정보기술의진화로결코멈추지않고있으

며, 경제적세계화에있어서도무역은축소되지만

자금흐름은크게감소하지않는다고분석하고있

다. 따라서소프트파워와경제력·군사력등하드

파워 모든 측면에서 미국

은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미 일어난 변

화가 가속화된다는 주장

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

의 리더십 저하, 미·중

대립 심화, 지정학적 긴

장고조등은코로나19 발생전부터이미일어난

변화라며, 코로나로 인하여 국제질서를 규정하

는큰변화는일어나지않았다고인식하고있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 회

장은 기고에서“코로나19는 세계사의 기본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바꾸는 것보다도 이를 가속화

할것”이라고주장한다. 또한미국의주도력저

하, 국제협력의정체등과같은현상은이미국

제사회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지만팬데믹에

대응하는것은국제사회가아니라국가또는지

방이며, 위기가지나면저마다자국의부흥을향

해치닫게될것이라는점에서국제사회나글로

벌과제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시들해질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중 대립의 격

화, 핵 확산, 난민의 증대, 내셔널리즘의 대두,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역할의 저하라는 글로벌

지형은지속되고있으며, 이는팬데믹에의해일

어난것이아니라기존에존재하던현상이팬데

믹에의해더욱가속화되었다고보고있다. 

미국제 117대 연방의회개원식(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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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경쟁의가속화

미중양국에게 2020년에가장중요한사건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중이 그나마 유지해왔던 제한적

공존의 구조적 한계를 현실적 충돌로 확산시켰

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양국 관계를 본

격적인‘새로운 경쟁 시대’로 규정하고, 중국이

라는거대시장에서구의보편가치를이식해중

국을 미국 중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

겠다는 미국의 희망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

락시키겠다는전제하에무역전쟁을시작했다.

금년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앞으

로미국의글로벌리더십을어떻게회복할것인

지, 미국이주도해온글로벌거버넌스와다자주

의, 그리고자유주의국제질서를지탱해온레짐

의 복원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

는지난 11월 24일외교안보팀지명자를소개하

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과 동맹

강화를 천명하였다.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맹

국의동참을요청할가능성이높다. 특히바이든

당선자는미국과중국사이의문제를이념경쟁,

체제경쟁, 가치경쟁의문제로보고있다는것이

다. 이러한논리는트럼프대통령시기부터지속

되어온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변화

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중국도미중갈등이확산됨에따라중국특색사

회주의제도의정비와현대화를강조하며서방민

주주의국가들과정치체제경쟁을시도하고있다.

중국은미중간의무역전쟁을통하여집단적인자

신감을길렀으며, 코로나19의효율적대처로책임

있는대국의모습을보여주었다고자평하고있다.

특히32개국에의료전문가를파견하고, 150개국

에 의료 물품을 지원했음을 내세우면서‘대국으

로서의책임감’과‘국제적헌신’을강조했다. 중

국이다른나라보다코로나19를조기에통제하고

방역에성공함으로써체제의성과를알리는계기

가되었으며, 미국과의무역전쟁으로내부적단결

을공고히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

중국강경노선이쉽게변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

였다. 이러한 전망 속에‘쌍순환(雙循環)’정책을

제시하며수출과내수를통한경제부양전략을모

색하고있다. 쌍순환전략은미중경쟁의장기화를

염두에둔고차원전략으로볼수있다. 내수는차

치하고라도중국주도의‘보건실크로드’와‘디지

털실크로드’라는중국식(中國方案) 다자협력플랫

폼으로미국에대항하겠다면서포스트코로나시

대에미국을대신하는초강대국으로자리매김하겠

다는의지를표출하고있다. 최근에는자국을견제

하는 통상 조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맞서세계최대의자유무역협정(FTA)인‘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타결시켰다. 

이미 국제무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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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미국이구상한‘미국주도질서내의중국’

범위를 초월했고 양국 관계는 불가피하게 새로

운경쟁시대로접어들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그원인을둘러싸고진행된미중간갈등이기존

에 진행중인 무역전쟁에서 여론전, 심리전으로

확전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는것도이러한연

유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중 간 탈동조화

(decoupling) 우려는현실화되는느낌이며세계

를 친중국과 반중국 진영으로 나누려는 시도도

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의원외교와의회외교활성화로

미·중설득나서야

코로나19의확산이국제질서에미치는영향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

재미국이국제사회에서충분히리더십을발휘하

고있지못하며 각국의 국제공조도진전되지않

고있다는데공통적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국제질서에대해서는미·중대립이불가피하며,

바이든행정부 등장과함께 새롭게재편될 미중

관계속에서그동안 미국과 중국사이에서전략

적 모호성을 견지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21년외교의공간이그리넓지않을것으로보

인다.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한국은 미·중

어느한쪽에 완전하게의존하는것은바람직하

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한국의

국익을 분명히 하면서 안보나 통상 분야에서는

선택을강요하는양국을차근히설득해야한다. 

이러한설득을위하여우리의외교력을다시점

검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부중심의당파적접근이아니라의회외교와

의원외교가중심이된초당적외교가더욱중요성

을갖게될것으로보인다. 주지하다시피바이든

행정부 아시아정책 담당자들이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정부차원의외교라인과함께의원외교

라인도 함께 가동하며 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

다. 미국의 의회외교는 아태소위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물들이주도해온것을알수있다. 우리도

국회내에서그동안외교통일위원회를거쳐간의

원들을중심으로초당적외교라인을구축하여대

응하면시너지를낼수있을것이다. 대중국외교

라인도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오랜 유대를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 의원외교단을 구성하

여대처할필요가있다. 그래야우리의입장을보

다정확하게설득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포스트코로나시대에있어서미국과중

국이외의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

있다. 아세안(ASEAN)을비롯한신남방국가와신

북방국가등과의교류를활성화하여제3의축을

구축해나가는것도향후한국외교가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문화교류의확대와동시에코로나방역

과같은보건의료외교를조화시킨한국형모델을

근거로동아시아방역협력체구축등에나서는등

적극적으로소프트파워를발휘하면좋겠다. 나아

가EU, 오세아니아여러나라와의연대도강화해

나갈필요가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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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휘청거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수사망자까지나온사상초유의미국의회점거폭동

을본한방송인의언급이다. 미국민주주의가위중한손

상을입으면서중국공산당의일당독재체제에대한자신

감은상대적으로더욱커졌다. 미국민주주의위상의실

추는아직민주주의‘초기단계’이며이념양극화를극복

하지못한한국사회에새로운혼란요소가될수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감’

(制쇐自信)을가지라고마지막으로강조한날짜는2020

년8월로검색이된다. 중국공산당이론지치우스(求是)

가 시진핑의 연설집인“시진핑 국가통치를 논하다”

( )를언급1)하며획일적사회주의제

도가‘큰 일을 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좋은 제도’

( )라고 효율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본심을 내놓는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것이다”

( ).

결국공산당정치체제에대한합리화다. 

중국당국이하루가멀다하고국민들에게정치체제에

대한자신감을가지라고강조하는것은역설적으로국민

미중패권경쟁과

한국‘민주주의초기단계’의위기

이성현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특집Ⅰ 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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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산당 정치체제에 대한 믿음에서 이탈하

는것을염려하기때문이다. 중국의정치체제에

대한자신감을가지라는것은중국지도부연설

에서꼭꼭등장하던주문이었다. 중국이경제발

전정도로보아아직도낙후한곳이많으며, 그

러므로현재는민주화같은서방식정치개혁은

아직제기할때가아니라는뜻으로한말이었다. 

그‘키워드’가지난몇달동안은거의언급되

지않고있다. 이제강조하지않아도된다는자신

감의반영이라할수있다. 한편, 민주주의전당

인 미국에서는‘민주주의를 수호하자’(protect

democracy)라는 구호가 부쩍 늘었다. 민주주의

가위기(crisis)에 직면했다는것이다. 중국이사

회주의정치체제에대한호기를부리고있는반

면, 민주주의본산인미국은오히려민주주의위

기감을느끼고있다. 역사의아이러니다. 

中공산당‘사회주의초급단계’로현실진단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중국이 처한 현실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했다.2) 중국 공산당

당헌에 의하면 이 초급단계는 장기적이고 100

년 이상이나 지속된다. 한국 민주화 역사의 태

동을 평화적인 시위로 군부정권을 쫓아내고 대

통령직선제개헌안으로복귀한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을기준으로삼는다면현재한국의민

주주의 역시‘초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양은민주주의지만내실은많이부족하다. 한

국의민주주의는미국을모델로삼아조금씩발

전해 왔다.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

들리는 현 상황은 아직 한참 더 민주주의를 발

전시켜야할한국사회에있어가치관과정체성

표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갑자기 나침반이 고

장난배처럼말이다. 

이러한‘민주주의초기단계’의위기는일각에서

이미가시화되고있기도하다. 미중갈등을논하는

최근세미나에서는“작동하는사회주의가작동하

지않는민주주의보다더낫다”라는발언도나왔

다. 코로나19 방역에 일찍 성공하고 경제 성장

반등을이룩한중국사회주의제도에대한지지

표시다. 민주주의초급단계사회니까벌어지는

일이다. 이런한국사회내부의취약성에유념해

야한다. 미중사이의‘선택’의문제는경제, 안

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관과 정체성

의문제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현상황은코로나19 정국속승승장구하고있

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한

미국이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중국 관방 언론과 소셜 미디어는 미 대선 과정

에서의미국사회의혼란, 불거진인종갈등, 지

미국국회의사당에서일어난폭력사태(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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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들사이에서의칼부림, 트럼프대통령의불

복, 그런트럼프를설득하기보다는오히려거드

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조롱했다. 

미국의회점거사건은그절정이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이는‘반란’(insurrection)3)

이라고할정도의전례무후한민주주의혼란의모

습이전세계매스컴을타고그대로보도되었다. 그

시위를조장한트럼프대통령은그반란의주모자

다. 현국가최고지도자가국가반란을주도한셈

이다. CNN은역사상이런일이있었는지전문가

들에게물을정도였다. 미국무장관을지낸매들린

올브라이트는 CNN에 출연해“미국 민주주의는

결코끝난것이아니다”라고역설하며현미국상

황에대한안타까움을드러냈다.  

美민주주의취약성보일때

中어부지리반사이익

작금미국사회가보이는민주주의의취약함은

경쟁관계에있는중국공산당정권에게는어부지

리반사이익이다. 코로나사태초기에‘실각설’까

지나왔던시진핑의권력은코로나통제에성공하

자 오히려 강화되었고, 중국 경제는 빠른‘V’자

회복세를보이며공산당에대한지지도는높아져

가고있다. 그런와중에경쟁대상인미국민주주

의가드러낸극심한혼란양상은중국이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아예중국은이참에한발더나아가사

회주의체제가민주주의체제보다더효율적이라

며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을선전하고있다.4)

전략적관점에서보면‘트럼프4년’은중국에

게 기회였다. 중국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바이든 4년’도중국이더강하게부상할수있

는기회의시간이될수있다고믿는듯하다. 미

국사회는힘든치유(healing)의과정을겪을것

이다. 그만큼미국의민주주의는많이망가져있

다. 트럼프가미국민주주의에끼친피해의심각

성을감안할때, 바이든이미국의민주주의를회

복하는것이단시일에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

도있다. 심지어의회점거난동이후실시한설

문조사에서공화당원의거의절반이여전히미

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피력5)한것은이러한해석에무게를실어준다. 

시진핑은종종“지금세계는백년에한번올까

말까 한 큰 변화의 시기(百샳未有之大變局)”라고

한다. 오기힘든전략적기회의시기라는판단이다.

2020년 11월선전( ) 경제특구와 12월상하이

푸둥(浦東)에서이말을했다. 미국대선을유심히

봤을그의정세인식이바뀌지않았다는증거다.

미중갈등이깊어져가면서가치와이념의중

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6) 각국이미중갈등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이익의 문

제일뿐만아니라갈수록그국가의정체성과추

구하는 가치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

고있다. 미중모두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

자하는한국에게이는난처한일이다.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22   MAC-4       



2021. 2 23

예컨대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하자

미국은이를기존‘일국양제’체제하의‘민주,’

‘인권,’‘언론자유’의기준에서크게퇴보한것

으로보았고, 캐나다, 호주등27개국이이에대

한공개입장을표명했다. 그런데한국은유엔인

권이사회에서홍콩보안법의찬반표명에기권표

을던져논쟁을불러일으켰다. 한국이홍콩문제

에 있어‘침묵’을 취한 것7)은 국익적 관점에서

였겠지만, 대한민국헌법에규정한기본적가치

에침묵한‘처세’에대해서는논란의공간이존

재한다. 이같은현안은자칫추상적인개념으로

치부할수도있는‘가치’를어떻게치열한국제

정치현실안에서얼마만큼, 어떤식으로드러내

야하는지의고민을준다. 

정치, 외교력과사회통합의방향성제시해야

이상적 상황에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 어느

한쪽편을드는입장표명혹은선택을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화웨이, ‘클린네크워크’, ‘인도태평양전략,’‘확

대 G7’참가 문제, 반중 성격의‘쿼드 플러스’

(Quad Plus) 참여문제등은모두미중사이에서

한국의선택을종용(慫慂)하고있다.8) 미중갈등

속에잇따라선택의 기로에 놓이는한국에게이

는또한한국의정체성에대한시험이되고있다. 

작금의상황이구한말(舊韓末)과 다르다는주장

은기만적이다. 이말이설득력을가지려면이혼란

의시기에한국정치는그에걸맞는외교력과사회

역량의통합력과방향성을보여줄수있어야한다.

무엇보다‘민주주의 초기단계’위기를극복해야

한다. 구한말에도한국의위정자들은한국이이래야

한다고, 혹은저래야한다고서로다른생각을내놓

으며오히려스스로혼란의구심점이되었다. 당시

한국은잘못된선택을했고, 망국의상처를한국역

사에남겼다. 21세기니역사는똑같이반복될수없

겠지만, 역사가주는교훈은반복될수있다. 

1)
http://www.qstheory.cn/llwx/2020-08/07/c_1126335989.htm

2) 이는 중국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못사는 이유로 종종 제시되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가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했다.  

3) "Bring the Insurrectionists to Justic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7, 2021.

4) 

5) "Nearly half of Republicans support the invasion of the US Capitol." Economist. January 7, 2021.

6) 미국 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전략보고서, 폼페이오국무장관의닉슨도서관에서의소위‘반중국연대연설’등등.

7) 당시 정부당국자가언론에발표한기권이유는“제반상황을고려해공동발언에불참했다”였다.

8) 트럼프는‘미국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대통령이란 것이 다수의 평가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가치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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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쉽지않은한해를맞이할것같다. 한국은두강대

국의갈등과대립사이에서미국과의안보이익과동시

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과제를안고있다. 또한현정부가심혈을기울이

는남북교류와협력의증진을통한한반도비핵화와항

구적인평화안착프로세스의진전을만들어내기위해

서는미·중모두로부터의협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바이든시기미중관계의전망

일각에서는 오는 1월 출범을 앞둔 미국의 바이든 행

정부는 앞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일방적이고 공

격적인대중공세및압박을펼치지는않을것이며, 협

력과경쟁을병행하는대중정책을실행하면서미중관

계에서도갈등이일정수준완화될것이란전망을내놓

는다. 하지만미·중전략적경쟁의궁극적인목적이국

제사회에서의패권적리더십임을감안한다면바이든행

정부도자국의이익을위해비록형식과과정에는변화

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대

중압박정책의방향성을되돌리기는쉽지않아보인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정치적

‘전략적모호성’에서벗어나

선제적인정책대응시급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특집Ⅰ 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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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까지 확대되며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

다. 그간미·중의경쟁은주로경제와

군사·안보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하

지만 점차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의인권및민주주의와관련된‘가

치’의 문제가 부상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이나타나며미·중간에는방역대응에관한

‘체제우위’의논쟁까지터져나왔다. 

결국미·중전략적경쟁은미국이 2020년 5

월에 공개한‘미국의 대중국 전략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보고서를기점으로‘중국’

과‘중국공산당’을분리하여호칭하며‘이념’의

논쟁으로까지확대되었다. 바이든행정부에서도

이러한‘가치’의문제에서는쉽게물러서지않을

것으로보인다. 중국역시타이완, 홍콩, 신장의

현안들은주권과영토, 그리고통일에관련된사

안들이라절대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

고있다. 따라서미·중간갈등과대립은바이든

행정부시기에도고조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미·중관계의전망을통해본다면한

국은바이든행정부의시기에도점차심화될양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바이든행정부는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미·

중 사이에서 동맹국들의 확실한 선택과 적극적

인입장표명을요구할가능성이커보인다.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협력을 중요시하지 않

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

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협력을 강화하

는정책적변화를보일것으로보인다. 이는한

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및 분담금 문

제를 미국과 논의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

정부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향후 미·중 사이의

중요한 현안에서 미국을 분명하게 지지해줄 것

을요구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미·중사이의주요현안과한국

바이든 행정부가한국에게분명한 입장을요

구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들을 짚어본다면 먼저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참여,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 및 사드(THAAD)의 한국 내 추가

배치, 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대한적극적

인지지및참여, QUAD 플러스참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계의

강화또는3국동맹화등이있다. 

연방의회의사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하는조바이든대통령(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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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에서는미국이참여하는‘포괄적점

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의가입, 4차 산업혁명과관련된첨단기술의국

제표준과 규범 경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 일부기술과산업부문에서의탈중국화및

중국 배제에 동참,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GVC) 및 지역 가치 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

여등을요구할수있다. 

정치적현안에서는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현안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이 주

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가치’수호와 중국

이강조하는‘주권’과‘내정’이라는팽팽한대치

에서 한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을수있다. 특히중국과의전략적경쟁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라는‘가치’의 현안 및 논쟁은 기존 경제와 군

사·안보적영역에서나타난‘미국 Vs. 중국’의

틀을 자국에게 한층 유리한‘자유 진영 국가들

Vs. 중국’의 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 바이

든이‘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를 주창하는 모습도

같은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게다가‘가치’와

관련된 현안은 한국에게 미·중 사이의 고민을

넘어인권문제에서자유롭지않은북한으로인

해남북관계는물론나아가한국사회내에서남

남갈등의 정치적 진영싸움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민감한문제이다.

한국의대응방안

한국은 바이든 시대에 나타날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의변화에대응하여먼저그간의‘전략

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중사이의민감한현안에대해한국사회내

에서다양한의견들이건전한논쟁을거치며국

민들과 합의된‘가치’와‘정체성,’그리고‘국

익’을정의하는원칙의조속한확립이필요하다.

이후이를기반으로정부의입장및선제적이고

구체적인정책적대응방안의마련이그어느때

보다시급한시기이다. 

점차격화되는미·중전략적경쟁구도하에

서 한국에게 주어진 대외환경은 기존에 실행하

던‘전략적 모호성’이 통할 공간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전략적모호성은민감한현안들을단

기적으로회피할수있었으나, 결국미·중모두

로부터의압력은더욱강해진반면전략적신뢰

는지속적으로감소되는원인이되었다. 

물론 현재 한국 상황에서 국민적으로 합의된

원칙 수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이에대한필요성을지속적으

로제기하고추구해나가야한다. 국민과합의된

‘원칙’을바탕으로한정부의정책적대응은단

기적으로미·중어느한쪽과갈등을야기할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박이 아닌 유화정책

을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원칙’을중시하지만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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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연성을놓치지말아야한다. 이를위해정책

적‘모호성’과‘원칙을가진유연성’을구분할필

요성이있다. 미·중사이에서상대적으로국력이

약한한국은‘원칙’수립후정부의입장표명에

서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 미·중모두가필요

한한국의입장에서는만약‘전략적모호성’을사

용할수있는현안이라면이를최대한활용함으로

써가능한미·중사이에서불필요한갈등을줄이

고 국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

다. 반면‘가치’와경제적선택등과같이‘전략적

모호성’의 활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현안이

라면선제적으로국민들과합의된‘원칙’을정의

하고이에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 

반면한국의‘원칙’은미·중어느한쪽과갈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 한국

은선제적인‘제한적손상(limited damage)’외

교와미·중어느한측으로부터‘보복’의단독

표적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국제사회다자

외교의활용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원칙’의확립은미·중사이에서

어느한쪽을선택하는것이아니며양강대국에

게대다수의국민들과합의한한국의가치와국

익이어디에있는가를분명히알리는것이다. 또

한양자및다자관계에서한국의기본입장을제

시하고 이해가 공유되는 국가들과 가치와 국익

을 기반으로 한 연대 및 협력의 공간을 재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바이든 시대에 심화될

미·중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한국사회의합

의된‘원칙’을바탕으로한정부의일관된정책

적 방향성과 입장 표명의‘유연성’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국회에대한제안

이제미·중사이에서대한민국국회는한국의

‘가치’와‘정체성’을강조하는역할을, 정부는‘국

익’에초점을맞추는역할의분담을검토할시기

에접어들었다. 특히국회는이제국내정치를넘

어인권과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다자간

개방된 자유무역주의, 규칙 기반의 질서(rule

based order) 등 한국사회가공유하는‘가치’와

‘정체성’을국제사회에서대변하고강조할필요성

이있다. 반면정부는‘국익’에초점을맞추고, 대

미·대중관계에서실질적인이익을위한전략적

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 즉, 국회-정부양날개

의균형잡힌역할의구분이필요하다. 

끝으로한·일의원외교를통한한일관계의돌

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점차 심화되는 미·중

전략적경쟁에 대응하기위해한국은 한국자체

의전략적가치를높여야하며, 이를위한첫단

추는일본과의관계개선에서찾아야한다. 만약

지금처럼한·일정부간의 협력이어렵다면양

국의회지도자간의대화와협력추구가그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국회의 대일 의원외교

를통해역사와경제·군사·안보분야를분리하

여대응하는이원(two-track) 외교의틀에서접

근하는한일관계개선에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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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조바이든대통령이미국의47대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을 장악함

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이행할수있는정치기반을굳건하게마련했다.

‘미국우선주의’를내세운트럼프대통령집권4년동

안세계통상환경은최악의상황으로악화되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

적대유행)이국제무역을어렵게만들었다. 

한때3만5천개가넘는국내기업이중국에진출했다. 하

지만중소기업다수는인건비상승, 규제강화등비즈니스

환경악화로중국에서철수했지만, 미중갈등에대비하여

탈중국한사례는그다지많지않고, 우리나라에게중국은

여전히제1위경제교류대상국이다. 우리나라전체수출입

의 4/1이중국과거래되고, 홍콩을경유한거래까지합치

면35%나된다. 세계최고수준이다. 이로인해미중갈등

으로세계에서가장손해를많이보는국가로우리나라가

될것임은국내외경제학자들이인정하는바이다. 

美대선은코로나선거로책임있는자세가판가름

2020년대선은정책대결없이사실상코로나선거였

다. 빌미는트럼프대통령이제공했다. 적극적인코로나

방역보다는중국책임론과코로나극복낙관론으로일관

바이든행정부출범과미중패권경쟁

정인교

인하대국제통상학과교수

특집Ⅰ 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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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얼마 안가 미국은 코로나 리스크가 가

장 심각한 국가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 

선거를 1개월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자

신이코로나에걸렸지만대통령전용특별치료

로단기간내회복함으로써코로나가별것아니

라는것을과시하고자했으나, 나날이늘어나는

코로나확진자와사망자수를지켜본미유권자

들은트럼프주장이틀렸음을직감했을것이다.

오히려 의료선진국으로 자처해 온 미국에서 전

세계 확진자의 20%, 하루에 20여만 명의 확진

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트럼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대선 승산은 바

이든에게넘어가고있었다.

대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었

기에, 바이든후보가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

을노골적으로비판한적이없었다. 다만, 동맹

국을홀대하고미국혼자서중국을상대할것이

아니라 동맹과의 연대를 복원하여 중국을 압박

할것이란언급이바이든의대외정책이었다. 기

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더강경한입장을보였다.   

전통적으로보호무역주의는민주당의정책이

었으나, 공화당소속의트럼프대통령이초강력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대통

령이 되었기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한초강경발언을하지않을수없었다.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3천억 달러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 화웨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

한수출통제등중국에대한현재의무역제재를

유지할것임을밝혔다. 

바이든행정부현안은코로나방역과

경제살리기

바이든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이다. 1월

8일현재미국의코로나감염자는 2천2백만명

을넘어섰고, 사망자는 2차세계대전사망자 29

만명을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미 초과했다. 백

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은 끝이 보

이지않는다. 바이든행정부는최악의상황에서

조기에 대규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

해코로나위기를잡아야한다.

코로나 봉쇄와 소비 부진으로 경기불황 극복

도 한시를늦출 수없는현안이 되고있다. 7%

에달하는실업률을줄일수있는긴급경기부양

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었기에 집권 즉시 경기부양책을 추

진할수있을것이다. 국내투자확대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여러 차례 발표했

다. 친환경정책,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2조달

러투자, 2050년까지100% 친환경에너지달성,

2035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공약했다. 2025

년까지총6조달러투자재원은법인세를21%에

서28%로인상하고, 소득세최고세율39.6% 부

활등을통해마련할것임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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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시절친중국성향을보였다는보도도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

중국으로 돌아섰다. 중국에 대한 미 국민들의

인식도 악화되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체제를 남용하였다는 것

이다. 지난 몇 년 사이 강압적 기술탈취, 보조

금으로 성장한 국유기업, 중국공산당-기업연

합체제, 빚더미 일대일로(一帶一섉), 장기집권

을 위한 중국몽(中國夢)과‘중국제조 2025’등

중국에대한부정적인이슈가미국사회에널리

퍼졌다. 그동안 미국의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다수가중국에대해우호적인입장을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중국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인사를 찾기 어렵다. 협력에서 경쟁구도를 넘

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미중 관계는 적

대관계로변했다. 

중국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문제점을심각

하게 우려한 것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은미국의글로벌지

위를 넘보는 태도를 보였고, 2013년 시진핑 주

석이 취임하면서‘중국특색사회주의계획경제’

추구를강조했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은중국제

조2025가미국의기술패권을위협할것으로봤

다. 이 시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에 돌입했다. 트럼프

의대중국정책은오바마행정부의대중국정책

을더거칠게수행하는것이었다. 

對中강경책캐서린타이무역대표부대표내정

아무리중국을겨냥한정책일지라도처음부터

중국만을대상으로발동하는것은WTO 규범위

반 소지가 높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

계 수출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만

들었고그결과우리나라는물론이고일본, 유럽

등전통적인우방국과의충돌이발생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

련하여서유럽국가들과반목을지는경우도있

었다. 바이든대통령이우방과의관계복원을언

급한것이바로이때문이다. 하지만, 대중국정

책에관한한바이든행정부는트럼프행정부와

근본적인차별화를모색하기어렵다. 따라서대

선승리이후에도중국에대해서는엄중한정책

을시사하는것외별다른언급이없다. 

대선 승리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500여명의

정책검토단을꾸렸다. 트럼프행정부주요기관

별로검토위원장과위원을선정했고, 결국이들

을 정권인수단으로 활용했다. 지금까지 내정된

정무직대부분은오바마행정부시절바이든부

통령의보좌진이었다. 하지만당초예상을깨고

바이든대통령은지난해 12월 11일 캐서린타이

(45)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로전격내정했다. 대중국강

경정책을 주도해 왔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현

USTR 대표가유임될것이란전망이많았고, 새

로운 인물이 발탁된다면 노련한 통상전문가가

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것도다른각료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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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USTR 대표를 임명할

것이란전망이많았다.

이런예상을깨고 USTR 대표를서둘러임명

한 것은 대중국 정책 때문일 것이다. 강경한 정

책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추진할 적임자가

의외로일찍부상했다. 의회내민주당의원들이

타이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천거했기 때문이다.

타이내정자는중국출신대만국적의부모를둔

미국 태생 이민 2세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USTR 중국 담당 변호사로 7년 근무했고, 이후

미 의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하원 조세무역위

원회 수석 무역고문으로 활동했지만, 역대

USTR 대표와비교할때경력이짧다. 그럼에도

그가내정된것은중국어에능통하고중국체제

를잘이해하는중국통이라는점이다. 중국계를

내세워중국을공격하는구도가만들어졌다. 그

동안미중갈등국면에서중국은자국의특수성

을이유로미국의양해를촉구하였지만, 타이내

정자에게는중국의이러한전략이더이상먹히

지않을것이다. 더구나타이내정자는중국의계

획경제체제와 인권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타이 USTR 대표는 대중국 강경론자이고 중국

체제를누구보다꿰뚫고있어현재의트럼프대

통령 통상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중국의 체제적

약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USTR

에서대중국WTO 분쟁사항을전담하는변호사

로, 중국식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기반한 불공정

무역의문제점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 

중국견제위한우방국연대추구대비해야

우리나라일각에서는미국에서정권이바뀌면

대중국강경정책이완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으

나, 바이든행정부는트럼프행정부보다더예리

한중국견제수단을동원할것으로예상된다. 트

럼프행정부가강화시킨수출통제제도가중국의

핵심전략산업으로확대될수있고, 디지털통상을

주요내용으로하는무역협정을추진하여중국의

고립화를앞당길수있다. 미중패권경쟁이심화

되면서줄세우기압력은더강해질것이다. 

지금까지는전략적모호성으로버텼으나바이든

행정부가중국견제를위해본격적으로우방국연

대를추구할경우를대비해야한다. 기본적으로국

제질서는힘에기반하고, 동맹은국가가추구하는

가치에의해결성된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계획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질서와 대치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2020년 중국은 쌍순환(雙循環) 경제를

내세웠다. 쌍순환이 국제무역을 중시하는 정책이

라고하지만, 이역시중국식일가능성이높다. 또

한중국은미국식수출통제제도를법제화했다. 

미중 패권갈등이 깊어지면서 미중 양국은 수

출통제품목과기업을늘릴것이고, 중국이쌍순

환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수출하는기존무역질서는더이상유

지되기어려울것이다. 트럼프행정부시절이미

중갈등의전반전이었다면, 후반전은바이든행

정부가 맡을 것이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 기

업이나정부의인식전환이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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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선전금지로국민에게과잉처벌도

더불어민주당다수지배의국회는구랍(12월) 14일

제382회 정기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선무선전 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처벌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건을외교통일위원회대안으로

조정통합하여통과시켰다.

약간의경과기간을거친후발효되는이법은휴

전선 부근 이른바 민통선 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

방비판하는선전(삐라) 행위나방송을하여이법을

위반하는대한민국국민등은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중한처벌을받게되는것으로강제

하고 있다.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것을체벌또는벌금등북한의반응을보며국

민에게우리정부가강제한다는것이다. 

국민을위협하는이런과잉처벌법이‘국가정보원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역사왜곡처벌법’등과함께이

른바문재인정권의개혁법안의이름아래야당의반

대에도다수를앞세워잇따라처리되고있다.

과거보수우파정권들에대해反인권적, 反인륜적,

反헌법적통치행위를하는군사독재정권이라며민주

화투쟁해왔던민주당이그들의전통에어긋나는이

對北전단금지법-속칭김여정법?

朴實

헌정회홍보편찬위원회의장

3선의원

前국회사무총장

특집Ⅰ 미중패권경쟁속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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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법들을강행하는아이러니가펼쳐지고있다.

이러한조치에국내보다외부세계에서더강한반

대또는우려하는소리가먼저들려오고있다. 

보도에의하면미국의비정부기구NGO단체

들은한국이인권을무시하고북한의협박에순

응하는행위를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

어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인권기구 공동위원장

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해 섣달 성

명을 통해“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ICCPR) 준수의무를저버리는것”이라며이

를연례인권, 종교자유보고서의감시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하였다. 같은 날 미국, 영국,

독일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일본은

연례인권보고서에서“북한이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주민들의인권을더탄압하고있다”는

규탄성명을발표했다. 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

트워치(인권감시)’의필로버트슨아시아담당

국장도같은달 13일“이법안은충격적일정도

로 인권에 대한 원칙이나 존중이 결여되어 있

다”며“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인권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소감을 묻는 한 한국 신문과

의인터뷰에서말했다. 한걸음더나아가그는

“이로써문재인대통령이이제까지추구한평화

조성자로서의 노력이 한국과 북한 인민 모두의

인권을 저버릴 만큼 충분한 이슈가 될 수는 없

다”는의견도표명했다.

탈북민들의북한동포구호활동도제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의레어비트맥스웰

선임연구원도문제의이른바‘대북전단금지법’

은“무엇보다도도덕적측면에서너무나충격적”

이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찾아

온북한탈북자들이고통받는북한의형제자매

들을도우려했던표현의자유가억압된다”고지

대북전단금지법위헌무효기자회견(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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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이것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

김정은의 누이 김여정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공갈외교’의성공사례로남아향후한국정부가

추진하는모든협상노력을 저해할것이라고 예

단하기도했다. ‘애틀랜틱카운슬’선임연구원로

버트 매닝은“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충돌할만한

행동을 피하려고하는점은이해할만하지만 문

정부의 의도가무엇이든이 법안통과가 남북관

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고더많은것을요구할것”이라고예상했다.

미국의NGO들이이처럼큰관심을보이고있

는데비해국무부는속칭‘대북전단금지법’을직

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에둘러부정적인의견을

피력, “북한에자유롭게정보유입이이뤄지는것

은미국이우선시하는문제이다”며“이는전지구

적 문제로우리는 인권과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논평했다. 또한이법개정안중제3

국관련조항이북·중접경지역에서북한인권

개선운동을하는미국NGO 요원들의활동을위

축시킬수있다고말했다. 미국의회가이문제로

청문회를열것을고려하고있다는말도들린다.

한 때공산치하에 있었던체코에서까지이 법에

대한우려의소리가들려오고있다.

대체로외국의반응은북한의인권상태를우

려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 의사표명을 유보

하고 기권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한국이자유우방국가의대열을이탈하여유엔이

기본적 민주주의 모델로 공언하는 인권 존중의

국제법일반원칙에어긋나는나라로비춰질가

능성에우려를표명하고있다. 한국은유엔기구

산하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거나파견하고있지않다.

북한주민은국제인권법이보장하는초보적인

수준의시민적, 정치적권리도향유하지못하고

있으며유엔은북한의이러한인권침해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해오고 있다.

1월후반부터집권하는미국민주당의바이든정

부가한국의이같은조치에어떤반응을보일지

두고볼일이다.

한국내에서는헌법소원움직임도

한국내에서도 우파나 탈북인 단체들은 물론

중도적인견해들도이‘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의 북한 정권 및 인민 등에 대

한선전행위등을포괄적으로금지한조항들을

법원에집행금지가처분신청하고헌법소원을제

기하여 중지시킬 의사가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태세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

사발표의제한과북한주민들의외부소통기회

를 차단하는 反인권적 악법으로 치부하는 이런

조치에지방자치단체까지참여를강제하는부분

들이 제소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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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임을판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3항

에서는 평화통일 달성의 의무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헌법정신에따라그동안한국정부

와국민은북한의자유화와유엔이내세우는인

류보편적인권개선을위해공영매체인KBS 등

전파 매체와 여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

주의의 기본 질서를 북한 동포들에게 계도·유

포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김대중정권의대북

햇볕정책도그일환으로이해되었다.

그러나 대북 유화정책으로 계속 평화 공세를

취해온문재인정부에대해북한정권은거친발

언으로남한에대한호전적자극적행위를지속

해왔다. 그리고대북전단문제를내세워남북한

간의모든통신연락선을끊었고급기야는김여

정이“남조선은최악의국면까지내다보아야할

것”이라고위협하며살포를저지할법이라도만

들라고했다. 남북소통의개성남북연락사무소

청사(우리 국민의 세금 114억원이 소요됨)를 일

방적으로폭파했다. 최근에는남북접속해역에

서구명대에의존, 발버둥치는우리공무원을조

준사살하는만행을자행했다. 금강산관광에나

선여성여행객을사살하고도사과한마디하지

않은북한정권이다. 그들은비핵화에는아무런

언급없이 국방력 강화라는 호전성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보수정권시절에실행되었던남북이

산가족들의재회장면도문정부에들어와이제

껏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번개정안이‘김여정하명법’이라는비난을받

게 된 소치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 법에 과잉

반응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개정안은지난 2020년 6월민주당에서출

당된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24명과 또 다른 민

주당송영길의원등 12인이제안한 2건의법안

을 외무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합일하여 통과시

킨것이다. 신설조항으로는①군사분계선일대

(민간인통제선이북)에서북한을비방하는전단

(삐라)과 광고 선전물, 인쇄물, 보조적인 장치

(Tape 등) 등을살포, 증여하거나②확성기등을

통해 방송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며 ③제3국(가

령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북한의 불특정 다

수인에게 배부 이송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

하는행위를금하고있다. 통일부장관은이법을

위반하는자(미수범까지) 등을앞에서지적한대

로중한체벌과벌금등엄벌에처할수있도록

벌칙을강화하고있다.

통일부는 대북 접촉 공식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북유화적접근방식을취하게마련이지만대

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될것이다. 탈북한태영호의원이이법개정

안이북한주민들을영원히노예로만들것이라

는절규를통일부는외면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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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이후들어선 13대국회는헌정사에분

수령을 이룬 국회다. 1988년 총선 결과 최초로 여소야대

지형이 들어섰고, 이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

민주공화당) 합당으로이어져, 현재의정치구도를형성하

고있다. 

4개의 각기 다른 정당이 교섭단체를 형성, 다당 체제였

던 13대 국회는 오히려 원내 협상에선 큰 충돌이 없었다.

‘5공비리특위’, ‘광주특위’청문회등예민한문제가산적

해있었음에도여야가원만한합의를이뤄낼수있었던배

경엔, 당시원내총무(현원내대표)들의정치력이있었다. 

김용채헌정회원로위원(7·9·12·13대국회의원)은당

시신민주공화당의원내총무를맡아김윤환민주정의당원

내총무, 김원기 평화민주당 원내총무, 최형우 통일민주당

원내총무와합을맞췄던황금멤버의일원이다. 

헌정초대석②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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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만들자”는실천필요

金鎔采(7,9,12,13대 의원) 헌정회원로위원

뿠쇐亨

아주경제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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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의 독주와 무력한 야당, ‘정치의 실

종’이란비판이쏟아지는상황에서, 金원로위원

을1월 14일만나인터뷰를진행했다. 金원로위

원은“13대국회와같은모범적국회운영을후

배들이해줬으면하는마음이간절하다”고했다. 

새해엔국민이바라는

속시원한정치해줬으면…

새해를맞아정치권에바라는점이있다면

“나도정치를오랫동안한사람이다. 요즘정

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 와닿는 노력을

못하고있는것같다. 좀 더 여야가힘을합해

서 심기일전해줬으면 한다. 새해 들어선, 국민

이바라는정치를속시원하게해줬으면한다.”

13대국회때의지혜를빌려주신다면

“여당에 김윤환, 평민당 김원기, 통민당 최형

우, 공화당김용채. 4당체제때는이렇게총무들

이모여서단한번도격돌없이타협과협상을해

서 최고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때는 4당

총무들이사심없이나라와국민을위하는정치

를해왔다. 당리당략을떠나서사심을떠나서국

민과국가를위한정성어린역할을해왔다. 그런

국회의본을받으면얼마나좋을까싶다.”

당시협상분위기는어땠나

“4당총무회담을하면내가협상력을발휘해

서 야당끼리도 티격태격하는 것을 막고, 여야

간에껄끄러운점도해소하려고앞장섰다. 김원

기나 최형우는 내 말이라면 잘 들어줬고, 김윤

환도 성의껏 들어줘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격돌 한 번 없이 법안 처리를 가장

많이 했고,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일했다. 그때 참 어려운 때인데 돌아보면 잘해

나간 것 같다. 김윤환하고 나하고 동갑이었고,

김원기, 최형우는 나보다 대여섯살 아래였다.

내가좀무던하게했다. 13대국회를4당황금분

할이라고했다. 안되기시작하면한없이안되

는게정치인데, 그야말로화기애애한분위기로

타협했다.”

당시원만한합의를이룰수있었던

가장큰원동력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

“그때 총무들이 사심이 없었다. 나라를 우선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가 뒷받침 할

수있도록노력했다. 사심없이나라를위한국

회, 국민이바라는바람직한국회를만들어보자

는결의가있었다.”

현장직접점검해

초비상적인경제대책세워야

코로나19 여파로온사회가어렵다. 

문재인대통령이풀어야할숙제는

“역시 경제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위기가닥쳤다. 대통령은참모들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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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참모들이 경제 상황이

괜찮다고보고하는것만듣지말고현장에도나

가서보고, 시장도들러봐야한다. 지금시장이

거의 다 문 닫고 있지 않나. 청와대에 앉아서는

상황을알수없다. 동대문도가보고, 남대문도

가보고, 거리상가도들러보고해서상황이얼

마나 심각한지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이제는

초비상적인대책을세워서나라를제대로돌아

가게해야한다. 현장을세밀하게살피고, 참모

들을 모아서 초비상에 맞는 경제 정책을 수립

해서빨리경제가돌아가도록정부가앞장서야

한다.”

국민통합에대한요구가많다.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사면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시나

“국민통합은말로만얘기해선안된다. 전대통

령들을사면해줘야된다. 박전대통령은여자아

니냐. 박전대통령이실형을20여년받았는데그

양반이돈먹은게아니지않나. 마땅히사면해드

려야한다. 이 전대통령도사면을해줘야한다.

그만큼 고생했다. 대통령이 아량을 베풀어야 한

다. 그양반들이죽을죄를지었나? 정치를잘하

려고했는데속시원하게못한거다. 말만하면

국민통합이되는게아니다. 국민통합적차원에

서라도전직대통령을사면해야한다. 어떤원한

도다풀도록, 풀어서서로마음을터놓고화합하

는분위기를, 따뜻한온기를불어넣어주는계기

가됐으면한다.”

야당호흡맞춰

정부여당에강력히주장해야

야당의모습은어떻게보시나

“야당을 좀 꾸짖고 싶다. 야당이 서로 호흡을

맞춰야하는데, 지금야당이뭐하는건지모르겠

다. 우리들이야당할때는그렇게안했다. 나라

와국민을걱정하는입장에서대화를하면야당

끼리도소통이된다. 그렇게야당이힘을모아서

정부 여당에 주장할 걸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당내통합이나단합이안되고, 잡음이많다. 야

당끼리도 말로만 통합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여당을견제할수없는거아니냐.”

4·7 서울시장보궐선거가야권연합기회될까

“중요하다. 나가서 당선될 만한 사람을 연합

공천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야당

이 서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경쟁하면 되겠

나. 그래서 여당에 이기겠나. 서울시장이 얼마

나중요하냐. 사실상대통령다음가는자리다.

서로힘을합쳐서공동공천을해서여당을견제

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 통큰정치를보여야

한다. 지지고 볶는 정치는 안 된다. 정부 여당

이잘못하는건확실히견제해서국민들마음이

시원하도록‘그놈들정치잘한다’는소리를듣

게했으면좋겠다. 국민을위해서야당도, 여당

도 있는 것이다. 국민을 떠난 정치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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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안철수 씨도 정치 제대로

하려면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

마음을비우고진실한협력을해

야 한다. 지금 여당이 과반수가

훨씬 넘지 않나. 힘을 제대로 합

쳐서 야당다운 면모를 보여줬으

면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시나

“김위원장이야당대표가되

면서 기대를 했다. 성격도 좀

있고 기질도 있고 해서 제대로

포용하면서해나갈거라기대했다. 그렇지만그

렇게해선안된다. 사심을버리고통큰정치를

해야 한다. 할아버지(가인 김병로) 때부터 훌륭

한집안이고해서김종인씨가잘해줄줄알았

더니영기대에어긋난다.”

김용채전의원은이른바‘혁명동지’다. 1961

년 5월 16일박정희전대통령과한강인도교를

건넜다. 이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정치적

명운을함께했다. 그는 박전대통령에대한젊

은 층의 편향된 인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전대통령과김종필전국무총리에대해선

안좋은인식이많다. 

“이나라경제는박전대통령과김전총리두

분이협력해서토대를만들었다. JP가아니었으

면우리가공업화를할수가없었을거다. JP가

한일회담을해서청구자금을받아왔고, 그 돈으

로우리가공업화를한거다. 이나라경제의토

대를 그때 만들었다. 안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발전하지못했을것이다. 대만같은나라

를보라. 한때는우리가참부러워한나라아니

냐. 그 나라들이 이젠 우리나라를 따라 하려고

한다. 그때나도한역할을했지만, 그때경제를

일으키지못했으면우리가이렇게살지못한다.

젊은 학생들은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나 JP에

대해불만이있을수있다. 정치를잘모르는분

들이니까. 박전대통령이장기집권한다고해서

데모도많았지만, 그만큼오래집권해서초석을

닦아놓지 않았으면 이 나라의 발전은 힘들었을

제헌절경축식장에서감사패받은김용채원로위원(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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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오래한게아니다. JP에게맡기고싶었는데JP

도 일국을 다스릴만한 정치적 역량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다. 참모 역할은 제대로 하는데 한 나

라를 다스릴 만한 지도력은 없었다. 박 전 대통

령도이렇게재보고저렇게재보고물려줄인물

이없어서어쩔수없이 3선개헌한거다. 그당

시정치상황을아는사람은이해할거다.”

김전의원은4선국회의원에정무제1장관, 건

설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토지공

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렇지만 그가

가장 보람 있었다고 느낀 직책은 노원구청장이

다. 그는정치생활마지막을노원구청장으로끝

냈는데유력정치인으로는이례적인일이다. 

입신양명만이아닌

주민과국민위해일해야

노원구청장에도전했던이유는

“국회의원, 장관, 토지공사사장등별거다해

봤지만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다. ‘이게 바로 행

정이고정치구나.’주민들을직접옆에서보면서

주민들의고달픔알고괴로움알게됐다. 국민들

의불편을전부파악해서해결하는일선의장이

구청장이다. 시장도그렇게는못한다. 서울시의

1000만시민이움직이는걸서울시장이알겠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데 구청장은 안다. 어느

골목에서 물이 터졌다, 하수도 막혔다, 전부 다

니면서보니까알수밖에없다. 생활행정을몸소

겪어보니까이게참나라를위하고국민을위하

는길이란생각이들었다. 말단행정장이어떻게

하느냐에시민들의편의가달렸다. 대통령도그

걸 못 한다. 내가 노원구청장 2년 반을 하면서

참 보람을 느꼈다.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국민을위하는길이라고생각했다. 그때는

굶은사람들도있을때라쌀이없는집, 굶는집

파악해서 동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쌀을 전달하

기도 했다. 이게 행정이다. 고달픈 국민들의 어

려움을해결해주는게행정아니냐. 그런행정이

좋은행정이다. 몸으로뛰는행정이돼야한다.”

후배정치인들에게해주고싶은말씀이있다면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만 머리 쓰지 말고,

주민을위하고국민을위하는행정을하려는노

력을했으면좋겠다. 국회의원은국가와국민을

위한입법을하고, 행정관은국민을위해헌신적

인 노력을 하면 자연히 복이 어디로 오겠나, 자

기한테로 오지. 그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주민

도 알아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상부에서도 좋

아하고 승진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나. 노력도

안 하고 승진을 바라고 그러면 되겠나. 그런 행

정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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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과학기술력이미래를좌우하는시

대이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반세기

동안세계어느나라도흉내조차낼수없을정

도로허리졸라매고뛴결과세계 10대경제대

국의반열에당당히서게되었고, IT 일등국가

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결과는 온 국민이 함

께일군노력의대가이지만과학기술인들의숨

은 노력이 산업기술 강국으로 발돋음 하는 견

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의 기술력은 몇몇 산업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 위치에 와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제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자신의

헌신적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유명 과학자

는항상동명이인의연예인이나운동선수의뒷

전으로 밀려 쉽게 눈에 띄지도 않으니 차세대

‘과학의전당’건립은시대적사명

박규택

과학의전당실무추진위원장

前한림원총괄부원장

헌정회과학기술자문회의

헌정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장 이상희)는 12월 22일 헌정회 정책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박규택

과학의전당 실무추진위원장은‘과학의전당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란 건의문을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발

표한 건의문 내용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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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지망생들에게꿈을줄수가없다.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창의력 개발과 미지 세

계의 탐구를 위한 꿈의 실현에 사회적 관심이

쏟아 부어져야 하며, 과학 대중화를 위한 범

사회적 운동이 펼쳐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사

회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가 될‘과학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가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 역사의 깃발에 크게 박수를 보내 주

심에 헌정회 회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

을전하려한다.

최근의국제정세는내일을알수없는혼돈의

와중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전쟁 파고에 우리 대한민국호가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국가 원로들도 구국의 정신으로 청마

유치환 선생의 깃발“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을외쳐야할때이다. 미국과중국의패권전

쟁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지적재산

권전쟁이다. 

이제 우리의 특허영토를 무한 상상력과 창의

력으로넓혀나가야할것이다. K-POP을훨씬

뛰어넘는 K-SCIENCE로 과학기술 영토를 확

장해야할시점에서있다. 역사적사명감을가

지고세계를넘어, 더넓은우주공간으로우리

의지적영토를확장해야한다. 우리는 30년전

에‘예술의전당’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세계

화요람으로자리매김하였다. 그로인해강남스

타일, K-pop, 방탄소년단등한류문화가세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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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뚝 솟았으며, 지금은 K-CULTURE

속에지구촌의많은사람들이코리아를연호하

고 있다.지금부터 우리는‘과학의 전당’을 건

립, 소위‘과학기술의 세계화 요람’으로 K-

SCIENCE의 진원지를 만들려 한다. 노벨상도

배출하고, 한류 특허 영토도 확장하고, 대학

과기업에창조지향적활력을공급하기위하

여 거룩한 도전을 선포해야 한다. 마침 세계

한상(재외동포기업인)인들 중심으로 모국과

교류협력 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공항 근처

약 100만평 규모로“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곳에는 컨벤션센터,

골프장, 호텔, 쇼핑몰, 역이민자 타운 등 위

락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핵심요지 5

만여평을‘과학의전당’건립을위한공간으

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위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난 5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과학의전당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마침 정치원로들의 모임

인대한민국헌정회가이뜻을공감하고, 과학

의 전당 핵심추진 위원들을 헌정회로 초청하

여, 과학의 전당 추진계획을 관심 있게 경청

해주었다. 현역에서는은퇴한정치원로들의

모임인헌정회가더이상정치양로원화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이들 구성원들이 가진 값

진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안마련도, 그리고은퇴한고급과학기술인

력들의재활용방안도적극고려해야할때이

다. 이 나라 미래의 K-SCIENCE를 위해 국

가미래의어린꿈나무들을위하여역사의깃

발을들고나서야할때이다. 특히이같은계

획이 실현되면, 우리 미래는 강대국 간의 패

권경쟁에어부지리를취할수있는능력을갖

출수있다.  

더욱이‘과학의전당’이4차산업혁명의거

대한 지식융합공간이 되어 세계적 우수 두뇌

들이첨단지식의전수및공유화를유도하며,

국내외 학자들의 지식융합장으로 발전시킬

수도있다. 나아가서우리의미래꿈나무들을

위한아이디어경연장으로, 각종학술세미나

실은 대학생들의 자율적 창의력 잉태실로,

Dream Island와‘과학의 전당’은 유명 해외

학자들의 한국 IoT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

다. 크게는 과학기술 세계화 요람으로, 작게

는과학한류사랑방으로활성화시킬것이다.

더욱이‘과학의전당’이인천국제공항의초입

에자리잡아한국을방문하는과학산업외국

인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

될것이다. 

‘과학의 전당’건립을 위한 역사의 깃발 아

래 대한민국헌정회가 국가 미래를 위해 선두

에서 끌어당기고, 현역의원들은‘과학의 전

당’육성법을 제정하여 선배들을 후원하고,

모든국민들이다같이성원하게되면대한민

국은 지식혁명의 용광로로 탈바꿈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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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편찬한『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자

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사회는 법의지

배(rule of law) 위에서만유지·존속될수있다’.법의

지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법치(法治)가 되니 법치주의

란 곧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할

수있다. 법이지배하는사회가될수밖에없는이유는

끊임없는분쟁때문이다.

법이라는분쟁해결도구가처음개발된것은꽤오래

전의일이다. 알려져있기로세계최초의성문법전은약

3,800년전에제정된함무라비법전이고, 우리나라의경

우는 고조선 시대에 제정된 8조금법이 최초이다. 초기

법전의핵심은공통적으로형법이다. 이는어느사회나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사이의분쟁가운데가장심각한

형태로나타난것이다름아닌‘범죄’이었기에초기의법

체계가모두예외없이형법을핵심으로하였을것이다.

8조금법의 첫 번째 조항은‘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

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도‘눈에는

눈, 이에는 이’조항이 들어있다. 초기의 법질서는 이

른바‘동해보복’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 사람은누군

가에게해코지를당했을때당한것보다훨씬크게앙

갚음을해야마음의평화를얻을수있다. 진화를통해

법치주의수호세력이방해세력보다강하다면, 

한국법치주의는희망적

뿠聖天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특집Ⅱ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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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그러한심리적기제를가지게되었기때문에

지금도범죄를저지른자가제대로죗값을받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된

다. 조두순사건이그예이다.

형벌=보복, 공식화하지않지만사라지지않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문명화

된국가의경우에형벌은곧복수라는말을공식

적으로하지는않는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복

수라는관념이결코사라진것은아니다. 형벌의

크기가책임의크기보다커서는안된다고하는

책임주의 원칙은 동해보복의 다른 표현일 뿐이

다. ‘한눈을멀게한자는그자의한눈도멀게

만든다’는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야만적이라고느낄수도있겠지만실

은매우중요한인류의발명품이다. 분쟁을잠재

우는데탁월한힘을가진수단이기때문이다.

당한것은배로갚아줘야직성이풀리는인간

의본성때문에법질서가정착되기이전의원시

사회에서는집단과집단사이의복수행위가서

로 반복되면서 몇 배로 되돌려 갚는 방식의 악

순환을거듭하여대략1년에살인율이30%까지

치솟는상황이었다. 이러한엄청난폭력의악순

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적으로 당한 만큼

만 정확하게 보복을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복수

를공공화하는수단외에는없다. 적어도당한

만큼은되갚는모습정도는보아야만그나마복

수심의발동을억제할수있다.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몇 배로 되갚아

주고싶은마음이강하겠지만, 객관적인입장에

서는 나쁜 짓을 한 만큼 처벌이 이루어지면 만

족하는 선까지는 사회적 심리기제가 완화되었

다. 걷잡을 수 없던 복수의 감정이 동해보복을

기준으로 하는 복수의 공공화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진정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

라의경우연간살인율이0.0016%로내려간상

태이다. 원시사회에비해서약2만분의1로줄어

들었다. 이정도이면법질서가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달리말하기어려울것이다.

법치주의근원은인류집단생활부터시작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고 살면

서규범질서를형성하였다. 법치주의가언제시

작되었는가묻는다면법의개념에따라답이달

라질수있겠지만넓은의미에서는인류가집단

생활을시작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집단의

우두머리를 정하는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면 법

치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

다고도 할 만하다. 하지만 집단의 정책결정을

그우두머리가독단적으로하는사회를두고법

치주의라고칭하기는어렵다.

한때지구상의모든국가가신분주의법질서

를 가지고 있었다. 신분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

되며 그 신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달

라진다. 왕(군주)은가장많은자유와권리를향

유하였고, 노비(노예)는 권리를 거의 가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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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였다. 비교적 많은

권한을누리던양반사대부(귀족) 계층은신분주

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였겠지만, 상민들(시

민계층)의 일부는자신들의능력에비해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신분제도의 제

약을타파할대상으로여겼다. 프랑스의신시민

계층이세계최초로시민혁명에성공하여‘평등

한자유’를핵심으로하는법질서를구축하였다.

시민혁명의성과를반영한법질서가프랑스에

먼저구축이되고주변국가에도전파가되었다.

이리하여 일단 신분주의를 타파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법질서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한 가

지난감한문제가남아있었다. 당시의회에귀족

들이상당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서다시신분

제도로되돌아가는입법을해버리면시민혁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복수의공공화’이후두번째

로 기발한 제도적 장치가 발명되었다. ‘상위법’

이라는개념을만들어낸것이다. 법을상위법과

하위법으로구분하고상위법에저촉되는하위법

은효력을상실하게한다는발상이다.

이에따라헌법이제정되었다. 최상위법인헌

법에시민사회의기본질서를모두넣어둠으로써

입법을통해법치주의를뒤엎어버리는일을막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법치주의를 이야

기하는이유는법이라고모두다법이라고할수

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치 정권이 유태

인을 학살할 때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유태인의 개념부터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차와 판단기준을 모두 법으로 제정해서 운용

하였던것이다. 전후에독일법학계는이러한나

치의 법을‘법적 불법’이라고 불렀다. (형식은)

법이지만(실질은) 법이아니라는말이다.

법의지배는실질적인측면에서법의의미

법치주의가법의지배라고할때그법은실질

적인측면에서법이라고할수있는법을의미한

다. 자유민주주의시민사회의핵심질서는헌법

에모두규정되어있으므로, 법치주의의현주소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정법이 헌법질

서에얼마나부합하는가, 그리고그러한법이국

가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보아야할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

일씨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

신하였다. 당시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

었고, 근로조건의기준을법률로정하도록하고

있었다. 이에따라근로기준법이제정되어있었

지만실효성이없었다. 근로자의권리가철저히

무시되고있었으니, 법과현실의괴리가심하여

당시를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1972년에는‘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통대)

에의해서간접선출되었고, 이에더불어통대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유신정우회)도 선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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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72년말에치러진체육관선거에서박정

희대통령이무효2표를제외한99.9%의찬성으

로당선되었다. 국회는유정회국회의원 73명을

포함하여여당이장악하였다. 국민의의사와무

관한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대통

령에 의한 1인 독재가 펼쳐졌다. 민주주의가 거

의 작동하지 못하였으니 도저히 법치주의를 이

야기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유신체제는박정희대통령의사망으로종식되

었다. 이어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통해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에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통대에 의한 간접선거 제

도는그대로유지되어, 체육관선거에서무효및

기권을제외한전원의찬성(99.37%)으로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유신헌법이 아니었을 뿐

군부독재는계속되었다. 12·12와 5·18 책임자

처벌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

었고, 결국 1987년 6월 29일에 노태우 당시 민

정당대표가직선제개헌을약속하게되었다.

법치주의수준검찰권행사

법대로여부판가름

이후노태우대통령과김영삼대통령을거쳐김

대중대통령이당선되면서최초의정권교체가이

루어졌다. 다시노무현대통령에이어이명박대

통령이당선되어두번째정권교체가있었고, 이

제문재인대통령당선에의한세번째정권교체

가이루어졌다. 현재법치주의가어느수준에도

달하였는가하는점은검찰의수사권행사가어떻

게되고있는가를보면대략측정이가능하다.

검찰권 행사가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

는 점은 권력이나 재력의 유무에 따라 수사 및

기소여부에대한양상이달라지는가를보면알

수 있다. 아직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기소

편의주의를천명하고있다. 그래서혐의가확인

되어도공소제기여부는검찰이임의로정할수

있다. 그러나권력과재력의유무에따라검찰권

행사가 달라진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다. 헌법상

의기본권인‘법앞의평등’이이루어지지않기

때문이다. 직전정부가끝날때까지는살아있는

권력에대한수사가있으려고하면해당검사가

좌천되고 검찰총장은 사퇴하도록 압력을 받아

수사가무산되곤하였다.

하지만지금은달라졌다. 검찰의수사및기소

권행사가법앞의평등을향하여장족의발전을

한것이다. 살아있는권력의핵심을향하여수사

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검찰총

장을사퇴시키려고온갖노력을다하였지만종국

적으로 법원이 그러한 시도를 무산시켰다. 자연

스럽게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법치주의를방해하려는세력보다법치주의를지

키려는측의힘이더강해지는양상이다. 아직도

법치주의를좌초시키려는세력이남아있지만쉽

게뜻을이루기는힘들어보인다. 진정한법치주

의를향한대장정이반환점을돈것으로보인다.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는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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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2020년한해를온통공포속에몰아넣었

다. 가난한나라는물론부자나라도이감염병의위협

에속수무책이었다. 병원이나위생시설은이감염병의

침범에별실효가없었다. 건강한젊은이든쇠약한노

인이든거의차별이없었다. 인종과국적, 남녀노소할

것없이이괴물은차별을두지않았다. 질병앞에평등

이었다. 일찍이볼수없던재난이었다. 수천만명이코

로나의공격을받았다. 세계최강국이자제일부자나라

미국에서는다섯달동안에30만명가까운사람이코로

나로희생되었다. 그것은 1939∼45년 6년동안제2차

대전에서죽은병사의수를훨씬뛰어넘었다. 

한국에서의피해는다른선진국에비해적은편이

었다. 이 지구의동쪽끝이든서쪽끝이든할것없

이이에대한대비책은손잘씻고마스크쓰고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

밖에다른뾰족한수가없었다. 비교적적은감염률

과 사망률은 한국의 방역대책 또는 행정 능력을 세

계에과시했다. 

오늘의구세주

오늘의왕은누구인가. 구세주는없는가. 이열병을

예방할백신은언제우리손에들어오며언제내팔뚝

흔들리는법치주의누가지킬것인가

金珍培

헌정회원로위원

현대사연구가

11·15대의원

특집Ⅱ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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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주사기가꽂힐것인가. 이땅한반도남쪽에사

는5,100만의사람들이간절히원하는것은자신

의목숨을어떻게보전하느냐에쏠리고있다. 

밥집과술집이문을닫았다. 법을어겨문닫

는것에도저항하던이들업소들은두말없이한

자리에 네 사람밖에 앉히지 못하게 해도, 저녁

아홉 시 전에 불을 끄라는 데도 고분고분하다.

처벌이 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엄혹하게 돌

아가기때문이다.

천재지변은 물론 전쟁도 이처럼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공포로 몰아넣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지역에도 예외가 있었고 신분이나 계층에도 예

외가 있었다. 어느 경우에도 특정 지역이나 특

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의경우발동되는계엄령의경우도그위력

이이처럼광범하고심각하지는않다.

어떤간판을내걸어도통하지않았다. ‘신천지’

얼마나가슴설레게하는구원의성지인가. 아이

러니하게도코로나는거기를안식처로삼았다. 사

람이모이는자리에바리케이드가처졌다. 눈꼽의

몇백분의1도안되는이괴물은 군대의신병훈

련소를덮치고대학과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기

어들어오고심지어요양원과요양병원아니초현

대적의료시설들을무색케만들었다. 서울동쪽의

수천명이수용된구치소를쑥대밭으로만들었다. 

이런위력앞에중생이의지할곳은왕이었고구

세주였다. 수천명의방역요원과수만명의의사,

수천명의각급행정요원들이오늘의구세주다. 

왕없는법치

이땅에왕이있는가, 없다. 이땅에대통령은

있는가. 있다. 이 땅에 법치주의는 있는가.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입헌주의는

안녕하신가.  

동작동국립현충원참배후방명록에서명하는윤석열검찰총장(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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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가저물어갔다. 연말 연초는사람의

이동과모임을극대화한다. 코로나에게한국의크

리스마스가어디있으며이땅의신정이어디있

는가. 그바이러스들의안중엔그런축제는없다.

그들에게는그들의세계질서가있고우리에게

는 우리 기존 관념이 있다. 서로 통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문명인을자처하기훨씬이전수천년

전에 인간은‘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해왔다. 우

리는그들을침입자, 공격자로보고반격을시도

한다. 증오의주적이다. 하지만그들은우리를종

적으로도생각지않는다. 어쩌다그들의생리작

용으로사람의몸에붙었고그들이영역을넓혀

가는동안사람들의비명이울렸다. 그들에게어

떤누구에게도증오는없다. 그들이자유롭게국

경과인종빈부귀천가릴것없이넘나들지만이

런현상은그들의생리작용, 생존전략일뿐증오

의대상이아니다. 공격목표는더욱아니다. 

우리가돼지잡고소잡아먹으며산을허물고

바다를막아집을짓고공장을세우고비행장을

닦고항구를만드는데소돼지가원수고산과바

다가원수여서그런가. 언제우리가돼지와전투

를벌인일이있으며산과바다에전쟁을선포했

던가, 이 코로나 시대의 재변 속에 한국의 법치

는어떤지눈을돌려보자.

코로나시대의법치

수원지검 특수통이던 윤석열 부장을 주목한

사람은 청와대였다. 윤석열을 일약 서울지검장

으로발탁한문재인대통령은꼭 1년반전윤석

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에 놀랐고 일만 잘하면 별 연고

없이도난다긴다하는거물검사들이엄두도못

내는 어마어마한 검찰총장의 자리도 차지하는

행운을맛보는구나하고부러워했다. 그러나밀

월은 딱 거기까지였다. 윤 총장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처리했던간에 청와대와의관계는불편

해졌다. 조국이법무부장관에발탁되자검찰은

조국부인과그친척에이르기까지칼날을들이

댔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에 대한 입학이나

연수관계를끈질기게파헤쳤다. 전직법무부장

관이검찰에불려다녔다.  

‘적폐청산-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짠 사람은

조국이었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은 자신의 지휘

를 받는 검찰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졌다. 그 뒤

를이어5선 의원이자여장부의풍모를갖춘추

미애 장관이‘적폐청산-검찰개혁’의 칼날을 세

웠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 수

사 중인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법무부 장

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

의팔자걸음이여전하자법무부장관은아예‘직

위해제’라는징계로본때를보이려했다.    

마침내 검찰총장은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

과함께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총장 목을

치면쳤지징계로다스린적은없다. 장관은대통

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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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날릴수있다. 검찰총장도대통령이임

명한다. 하지만그의목심줄은적어도2년동안은

아무도치지못한다. 탄핵이나형벌에의하지아

니하고는말이다. 검찰청법에검찰총장의 2년임

기를보장한것은대통령이나법무부장관도검찰

총장이라는자리를마음대로흔들지못하도록민

주화과정에서이루어낸또하나의금자탑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가처분에대한인용결정은정

치 권력과 검찰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재판부는징계사유못지않게징계위원회의징계

절차에주목했다. “징계처분으로윤총장에게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인정된다. 법무부측이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적폐청산-검찰 개혁의 과제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다. 검찰의 횡포는 권력의

주구로전락한경우가허다했다. 그뿐만이아니었

다. 검찰 자체의 집단이익을 지키는 철옹성이었

다. 하지만그필요성이긴급하고절실하면할수

록이에대한대책은엄정하고현명해야했었다.

그런데도검찰총장윤석열의행태를들쑤시는데

치중되었다. 법무부장관은지휘권을발동할수도

있고검찰총장을징계위에회부할수도있다. 징

계를받은당사자는이에불복, 본안소송이나가

처분신청을낼수있다. 여기까지는모두법에따

른조치이며법이보장한구제수단이다. 

문제는 권력기관끼리의 갈등과 암투를 마치

피를튀기는권투시합을보는관중들처럼대하

는이른바대중과거대대중매체의흥분이다.

180석의오만과법치주의의실종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는 물론 시민들조차

어느 한패에 휩쓸려 집단의식에 도취되는 속에

서 민주주위다, 삼권분립이다, 법치주의는 망가

뜨려지기일쑤다. 4.15 총선으로이룬21대국회

의운영은지난날과는확연하게금을그을만큼

여야갈등으로얼룩졌다. 사람들은“여당이나야

당이나 똑같다.”며 국회와 정당을 매도한다. 무

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전에도그랬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책임은 대통령을 가진 여

당에있다. 잘하고잘못하고간에여당은국정에

국회는말의잔치요, 말의싸움터다. 

설령야당이이치에도맞지않고법에도어긋나는논법으로

정부여당또는청와대를싸잡아욕을퍼부어도

여당은이에맞대응하지않은것이오랜국회의관행이었다. 왜그랬을까.

“

“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51   MAC-4       



52

대한책임을면할길이없다. 야당을끌어들이고

경우에 따라 흔히 말하는 야당의‘협조’를 얻는

다해서정부여당의책임이경감되거나분담되

는것이아니다. 

코로나사태속의국회운영도이룰을무시하

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 여당 잘못인가, 야당

도잘못인가. 둘다잘못인가. 코로나걸린중환

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는가. 무엇이 그리 급한

가. 내일하면큰일이나고다음회기에하면난

리가 나는가. 방망이 땅땅 치면 그만인가. 다수

결이면그만인가.

지난날의국회행태를자세히보아야한다. 누

가대통령이되고어떻게대통령이되었든야당

은새정부들어선처음열린국회부터대통령을

공격하고정부를욕했다. 여당같은건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엄혹한 권위주의 체제, 독

재체제, 전후30년에걸치는육군대장출신들의

군사통치아래서도무슨짓을하든간에여당은

말만은 야당이 뱉어내는 그런 막말로 응수하지

는않았다. 뱃속으로는구렁이열두마리를넣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민주주의 선생님 같은 말

로응수해왔다.

국회는 말의 잔치요, 말의 싸움터다. 오는 말

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속담은 시장이나 사

랑방에서통할명언이다. 하지만국회는도덕군

자나 동네 사람이 모이는 클럽이 아니다. 설령

야당이이치에도맞지않고법에도어긋나는논

법으로정부여당또는청와대를싸잡아욕을퍼

부어도여당은이에맞대응하지않은것이오랜

국회의관행이었다. 왜그랬을까. 

맞대응않는자제

“아무리욕을해봐라, 국민은우리에게정권을

맡기지않았나.”“그렇다. 국민은대통령에게정

권을맡겼고대통령의당에게국회책임을맡겼

다.”하지만 대통령은 5년 단임이다. 심판의 날

이다가온다. 정확하게 1년반뒤면대통령의임

기는끝난다. 그의인기나치적이어떤가와는관

계없이그는레임덕의비운을맛보아야한다. 설

령그의구미에맞는사람이대통령이된다하더

라도정책이그대로이어지지는않는다. 아주최

근20여년만보자. 노무현이김대중의정책을이

어받았는가. 그당의힘이그를당선시키는데결

정적이었는가. 박근혜가 이명박 덕을 보았는가,

그당의힘으로됐는가. 

유권자들은그들의수임자로서더러엉뚱한선

택을하는수는있지만적어도대통령이나여당,

야당이어떤사람, 어떤 성향인지는나름대로안

다. 이들을상대로욕설과모략중상으로기선을

제압하려는말싸움이더러쏙쏙먹힐때가있지만

정작선거한두달전이면판세는또달라진다. 도

대체누가대통령이나올지누가아는가. 지금은

오리무중, 짙은안개속에가려있는정도가아니

라아예실체가없지않은가. 구태의연한추태를

보일일이아니다. 여당의오만이나야당의억지가

멀쩡한수백명의사람이죽어나가는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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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초 영국에서는 왕립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의 회원만이 의사로 개업할 수 있으며,

의사자격시험을 합격하더라도 비회원은 개업하지

못하며개업하는경우에는협회에의해처벌받았다.

토머스본햄(Thomas Bonham)은자격시험을합격

하였으나 회원 가입이 안 되자 비회원 상태에서 개

업하였다가 협회로부터 구속되었고 벌금형의 처벌

을받게되었다. 이에본햄은협회를상대로손해배

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 Dr.

Bonham's Case1)로서“누구도 당사자이면서 재판

관이될수없다. 많은사건들에서보통법은의회제

정법을통제하며, 때로는그무효를선언하고있다.

제정법이 보통법상의 권리와 이성(common right

and reason)에반하는경우에는제정법은보통법에

의해 통제되며 제정법은 무효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판결로부터도출된명제가“누구도자기사

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는의미의『Nemo iudex

in causa sua』명제이다. ‘보통법상의권리와이성

에 반하는 제정법은 무효’라는 명제는 제정법에 대

한 사법심사와 관련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게 안겨준 미국연방대법원의 Marbury v.

누구도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

朴燦柱

변호사

15대의원

국민회의원내부총무

특집Ⅱ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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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son 사건 판결2)의 원류가 되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emo iudex’명제는헌법문제, 특

히 명제에 위반하는 재판의 효력문

제와깊숙이연결되어있다. 비록영

국에서는 William Blackstone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영국법 주해)》의 출간을

계기로 의회우위사상이 확립되면서

법원은 제정법에 대한 사법심사 권

한을상실하게되었으나, 명제는영

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확고하

게뿌리를내리고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검찰총장에 대

한 징계 청구는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에 따른 대통령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절차’

상의 문제들 들어 집행(효력)정지결정3)을 하였

으나동결정은법적분쟁의일부분에불과하고

최종적 판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

루어질것이다. 허영석좌교수는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관련하여 동 청구는『Nemo

iudex』명제와충돌함을이유로위헌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

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초유의 일이고 어쩌면

외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법

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와관련

하여 검사징계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들이 전

혀논의된바없었다. 이글은『Nemo iudex』명

제를 토대로 어쩌면 최초로 이루어진 해석론이

라할수있다.

검사징계법상징계는검사징계위원회에의해

이루어진다(제4조제1항). 징계청구권자는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제7조 제1항), 검찰

총장에대해서는법무부장관(제3항)이다. 위원

회는당연직인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및법

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된 검사위원, 위촉된 비

검사위원으로구성된다(제5조제2항).4)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위원장이된다(제5조

제1항).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회

의를소집하고의장이되며(제7조제5항),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

무대리할위원을지정하고지정한위원이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

비위원에게직무를대리하게할수있다(제6항).

54

검찰총장징계위가열린법무부청사앞검찰개혁요구하는꽃바구니(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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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7조에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

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위원장

과위원(제1항) 외에, 징계를청구한사람(제2항)

도‘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척

을규정하고있다. 그리하여검찰총장에대한징

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면

서징계결정을하게될징계위원회의위원장이

됨으로써『Nemo iudex』명제가말하는당사자

이면서재판관이되는이중지위를가지게된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은 제척 범위를‘심의’로 삼

고있다.

문제는검사징계법에서는제척되는‘심의’외

에도많은권한이법무부장관에게부여되고있

다는점이다. 법무부장관은징계위원회구성을

위한검사위원에대한지명·비검사위원에대한

위촉 권한(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 업무의 총

괄, 회의소집등의권한(제5조제5항), 직무대리

할위원·예비위원에대한지정권한(제5조제6

항)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대해편향된입장에있는경우에설

사심의에관여하지아니하더라도징계위원회에

‘사실상’관여하여결정을좌우할수있는지위

에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은제척의범위

를‘심의’로한정하는검사징계법제17조제2항

의위헌성을제기한다. 

재판이란 심의가 종결된 후에 내리는 최종적

의사결정이지만, 그러한 최종적 의사결정에 이

르기까지의중간단계에는건너뛸수없는의사

결정이나사건들이연쇄를이루는경우들이존재

한다. 그렇게건너뛸수없는의사결정이나사건

들은 재판과의 관계에서 불가결한 조건관계5)에

있고, 오히려 최종적 의사결정은 피할 수 없는

결론에불과할수있다. 이런점에서조건관계에

있는 의사결정이나 사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Nemo iudex』명제가적용되어야한다.6)“정의

는신뢰에뿌리를내리는것이며, 올바른사고의

사람들이 그 법관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신뢰는파괴된다”.7)

그리고“정의는실현되어야할뿐아니라실현

되고있다는것이뚜렷이그리고어떠한의심도

없이드러나야한다(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but must manifestly and undoubtedly

be seen to be done)”.8)

Marbury v Madison 사건판결에서는사법

심사권의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ubi jus,

ibi remedium』명제(권리가있으면구제가존재

해야한다)를끌어들여구제책이있더라도‘의미

있는’구제에이르지못하는경우에는구제책이

존재하지아니하는것과다를바없다고보고있

다. 이런의미에서편향된상태에서법무부장관

이검찰총장에대해징계청구를하는것을막기

위해‘심의’의 전 단계에 위치하는 지명·위촉

또한 제척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맥

락에서검사징계법제17조제2항에대한위헌성

이선언되어야하며, 제5조제2항의지명·위촉

에관한규정이법무부장관의검찰총장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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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에서도 허용되는 규정이라면 동 규정

또한그범위에서위헌이라고보아야한다. 같은

규정들이위헌이라고할때, ‘심의’영역에속하

지아니하는검사위원에대한지명및비검사위

원에 대한 위촉 권한은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직무대행자인법무부차관(동법제7조제2항)에

의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

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직무를대리한다”는규정또한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경우에 있어

서는 마찬가지로 위헌이 선언되어야 할 규정이

다. 위원장이편향되어있는상태에서직무대리

를지명하는것은편향되어있는상태에서검사

위원을 지명하고 비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위험성이있다. 그뿐아니라직무대리로예비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예비위원의 지위에 문

제가 있다. 직무대리인 예비위원이‘심의’자체

에만 관여하고 징계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면단순히징계 결정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있

어서의위원장직수행에불과할것이다. 이와달

리 징계 결정에도 참여한다면 정족수를 계산하

는데있어서포함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

제척 규정의 잠탈(潛脫)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위에

서정족수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편향된 입장

에있어서도그기준을과도하게높게잡아서는

아니 된다. 영미법계, 특히 영법계에서는‘편견

배제법칙(rule against bias)’이『Nemo iudex』

명제와일부영역을공유하며형성되고있으며,

『자연적정의』의두축을이루고있다. 편견배제

원칙과관련하여가장보수적입장을취하는영

국에서조차 편견의 기준을 편견에 대한‘개연

성’이 아니라‘단순한 가능성(possibility)’,9)

‘그럴싸한 가능성(real likelihood)’10)에서 구하

고있다. 의사결정자의의사결정에우월한지위

에있는자의영향력이미칠수있다는가능성이

추상적으로존재하는, 그 가능성이그럴싸한상

태는『Nemo iudex』명제내지『자연적정의』에

반하는상태이며, 의심스러운상태에있는자는

의사결정에참여해서는아니된다. 이것이‘편견

배제원칙’의결론이다. 왜그러한입장을취하는

가? 앞서 언급하였듯이“정의는 신뢰에 뿌리를

내리는것이며, 올바른사고의사람들이그재판

관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신뢰는 파괴된

다”, “정의는실현되어야할뿐아니라실현되고

있다는것이뚜렷이그리고어떠한의심도없이

이해되어야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이설시하듯,

“적법절차규정은개인에게민사및형사사건들

에있어서비편향적이며비이해관계적인재판부

를가질권리를부여하고있다”.11)

편견배제법칙에 의하는 한 검찰총장에 대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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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입장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을 지

명·위촉한 경우에 그 후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

사하였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증명 가능한

지여부와는무관하다. ‘외형’이문제이다.12)

사회계약론자Hobbes나Locke는자연상태가

전쟁상태인이유는재판관이존재하지아니하기

때문이며,13) 설사 재판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재판관이 편향적이면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있다.14)

고전적 사회계약이론이 근대적 의미의 민주

주의 및 헌법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 특

히 John Locke의 이론이 미국 독립선언서 자

체, 이로부터 배태된 사회계약이론에 입각한

미합중국연방헌법,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을통해구현되었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그

렇다면편향된상태에서이루어진징계는어떤

의미에서‘전쟁상태’의 시발을 알리는 전령인

가? 진정으로 그러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할 뿐

이다. 

1) Thomas Bonham v College of Physicians, (1610) 8 Co. Rep. 107, 77 Eng. Rep. 638.

2) 5 U.S. (1 Cranch) 137 (1803).

3)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자, 2020아13601 결정

4) 법무부장관은 3인의예비검사위원을지명할수있다. 제4조 제2항.

5) 『이것이없으면저것도없다』는의미에서강학상『sine qua non』이라고부른다.

6) 양승태대법원장이개입되었다고의심받는소위『사법농단』에대한조시위원회를양승태대법원장의영향력이배제되지아니하는

상태에서구성하는것은『Nemo iudex』명제에반한다는주장이있었다. 송기춘, 누구도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 법률저

널, 승인 2018. 06. 2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50.

7) Metropolitan Properties Co (FGC) Ltd v Lannon, [1968] EWCA Civ 5.

8)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1924] 1 KB 256.

9) R v Gough, [1993] UKHL 1, per Lord Goff of Chieveley.

10) Reg v Barnsley Licensing Justices, [1960] 2 QB 167, per Develin.

11) Marshall v Jerrico, 100 S.Ct. 1610 (1980), per Justice Marshall.

12)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사건판결([1924] 1 KB 256. 어느 치안판사의서기로일하는자가치안판사에의해

결정결과에이해관계를가지는당사자를대리하는어느 law firm의 일원이었다. 치안판사가사건을검토하기위해기록을가져갔

을때, 서기는법적쟁점에대해조언이필요할경우를대비하여 law firm의 일원과함께치안판사에게로갔다. 그러나치안판사는

이미결론에도달한상태이었다. 사건의사실관계에의하면어떠한성질의실제편견의단순가능성도존재하지아니하였다. 그럼에

도불구하고결정은파기되었다. 정의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드러나야하기때문이었다. 사건의사실관계에의하면실제편견의

가능성또한존재하지아니하였다.

13) Thomas Hobbes, Leviathan, at 『Ch. XⅣ』, para. 30;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Book II, at 『Ch. Ⅲ』,

sect. 125.

14) Thomas Hobbes, Leviathan, at 『Ch. XV』, par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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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법치주의의 출발은 전제왕권으로

부터일반국민의자유와권리를지키기위한노력

에서비롯되었다. 1215년마그나카르타를시작으

로전제왕권의일방적자의적인통치에대한국민

들의저항은 1628년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89년권리장전(English Bill of Right)으로이어

지고 17∼18세기경에 이르러 자유와 평등을 주장

하는계몽사상가들에의해국민이주권을갖는근

대국가이론이정립되었다. 그영향으로 1776년미

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이어지고 국민

주권주의의 근대국가가 탄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법에의한통치즉법치국가였다. 

지금의법치주의의내용은‘국민의자유와권리

를제한하고의무를부과하는것은법률에의하여

야하고그법률은국민을대표하는의회에서제정

하여야한다.(의회주의)

또한행정은법에근거하여집행할수있으며(법

치행정) 그법의적용은법원에서담당하며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부인되는 재

판에 의한 행정작용의 법적통제가 이루어진다(행

정의사법적통제)로요약될수있다.

법치주의가도전받는위기상황

역사의神이심판한다

趙培淑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고문

16·17·18·20대의원

민주평화당당대표·원내대표

특집Ⅱ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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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치주의의 핵심은기본권 보장과권력분

립즉삼권분립이다. 우리나라도의심의여지없

이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평가한다. 여기에는법을집행하는행정

부, 대통령중심제하에서막대한영향력을미치

는집권여당의법치주의에대한인식이매우중

요하다. 왜냐하면이들의인식에따라서국정운

영이달라지기때문이다. 그런데최근우려스러

운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 

법무부의무리한징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자. 법무부 장

관이검찰총장징계를하느라온나라가시끄러

웠다.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야 할 법무

부가 무리한 징계를 하여 법원이 검찰총장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직무배제 결정을 하였는데 총장이

이에 불복하였고 작년 12월 1일 직무배제의 집

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열린

법무부감찰위원회도“절차상중대한흠결로인

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하다”고결론내렸다. 여기서끝날줄알았는데

2라운드가시작되었다. 법무부는법원의직무배

제집행정지가처분인용,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윤

석열총장에대한징계절차는진행하여‘판사문

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

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손상’등4가지혐의를인정하고정직2개

월처분을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징계사유도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법 절차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징계처분절차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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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등 제대로 법을 지키

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치적

목적을위해누명을씌워정직 2개월의처분을

내린 것은 법은 허울뿐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

념에의해서법의형식을이용한다는정치인들

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무

리한정치적인공격에총장이당당히맞서자오

히려그들의의도와는다르게윤석열총장의국

민적인기만높아져갔고결국법원은다시 2개

월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

용하였다.

이사건은단적으로이정부인사들의법에대

한기본인식을나타내주는것으로서법치행정의

적신호가켜진것이다. 

국회다수당의입법행태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자. 여당 및 친여권

이 180석이 넘는다. 여당은 국회에서의 다수

를 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

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임대차3법 같은 경

우는 법안 심사시 꼭 거치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 검토 없이 이렇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법안심사소위를거치지않고바로통과시키

는것은사상초유의일이다.(부동산거래신고등

에 관한 법률 국토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

위) 법은 한번 결정되고 통과되면 강제력을 갖

기에신중한검토를통해서내용에잘못이없어

야 한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심도 깊

은토의를하고다양한의견과예상되는부작용

을검토하여완성도높은법을만들어가는것이

다. 그런데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추어 다급하

게 소위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을 한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

수결로결정을하니절차상으로는위법이아니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결여됨으로써내용적인불법즉합법적

인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반대

의견에대한포용성이없는것은헌법기관으로

서반성해야한다.) 현재그법의후유증으로부

동산시장이커다란혼란을겪고있고당분간시

장은 극심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다. 결국은 국

민들만고통을겪는다.

혹자는그럴것이다. 국민이선거때투표결과

민주당친여권에180여석을주었고그것이국민

의뜻이므로받아들여야한다고할것이다. 하지

만국민의뜻은그투표시점에영원히머물러있

지않다. 변화무쌍하게바뀌고선거당시절대적

인 다수를 몰아주었다고 하여 다수당의 뜻대로

모든것을하라는의미는아니다. 

우리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는것이다. 다수의석의힘을믿고반대의견

에귀기울이지않을때국민은또어떤선택을

할지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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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부정

재판에대해서보자. 자기뜻에맞지않는판

결이나오면승복하고존중하는것이아니라적

폐이고탄핵감이라고이야기한다. 정경심사건

1심 판결에 대해“논란이 되는 상황에서‘의심

의정황’으로유죄판결을한거다. 재판진행과

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 임

무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김종민더불어민

주당최고위원)  “재판부의선입견이나예단, 편

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지도

부가12월24일한발언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판결이라고하여이를부정하고판사이름

을거명하며탄핵과사법개혁을운운하고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말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사법부의 판

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

다고 하여 판사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 이유

만으로 탄핵을 하겠다거나 사법개혁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의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러한공격은앞으로판결을할판사

들을 압박할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고 적폐라

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독

선인것이다.

<표2> 연평균외국의회법안발의및처리현황
(단위: 건, %) 

회기
발의법안 처리법안 처리율

수 (A) 수 (B) (B/A)

20대 24,141 8,799 36.4

19대 17,822 7,429 41.7

18대 13,913 6,178 44.4

17대 7,489 3,773 50.4

16대 2,507 1,578 62.9

*정부제출법안및대안반영폐기법안포함(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표1> 역대국회법안발의및처리현황

(단위: 건, %) 

국가 임기 연평균발의법안수(A) 연평균처리법안수(A) 연평균처리율(B/A)

독일 2009~2013년 (4년) 227 135 59.4

일본 2014~2018년 (4년) 64 34 53.1

영국 2005~2010년 (5년) 102 25 24.7

미국 2012~2014년 (2년) 3,015 341 11.3

프랑스 2007~2012년 (5년) 1,366 95 7.0

한국 2012~2016년 (4년) 4,456 1,857 41.7

*정부제출법안포함, 하원기준(출처: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영국, 프랑스의경우에는‘일정수이상의찬성의원혹은공동발의의원’같은발의요건없이의원 1인의발의가가능하다.(입법조사처2016. 06. 23.)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61   MAC-4       



62

현재너무많은법이양산

16대부터 20대국회까지 통계에 의하면 20대

국회의발의법안수는 16대국회의거의 10배수

준이다. 물론사회가점점다양하고복잡해지며

새로운 분야가 출현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과도

한수준이라고생각된다(표1 참조). 우리보다인

구나경제력의규모가큰외국과비교해도더욱

그렇다(표2 참조). 

또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의 성적을 평가할

때 발의 법안수, 처리 법안수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내용의 법인가는 검토하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만을한다. 이러한평가내용이다음번총선

에서공천심사에점수로반영되기도한다. 그러

니국회의원은어떻게하든지법안발의건수를

늘리려고노력한다. 어떤사건이터지면그때까

지는조용하다가너도나도메뚜기떼처럼달려들

어 비슷한 내용의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가

하면 다른의원이이미발의한법안을몇가지

만고치고거의베껴자기이름으로발의하기도

한다. 심지어는법의내용보다는과거일본식용

어를순우리말로고치는개정안, 화폐가치의변

동으로과거형법제정당시의벌금형의액수를

상향조정해서현실화시키는법안등도발의되는

데 똑같이 한 건의 발의안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법안의정리작업은필요하다. 그러나힘

들여연구하여준비한제정안과겨우자구하나

고치는법률개정안이동일하게하나의법률안으

로똑같이평가된다면이처럼불합리한일이없

다. 또 내용도 문제다 정말 필요한 법인지 아니

면악법이될수도있는것은아닌지에대한검

토는뒷전이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 국회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법안심사를 안 해 일 안하고 노는 국회라

고 국회의원을 비난한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서는 별관심이 없고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데 법안을 많이 만들고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잘하는것인양법의양산을부추기고있는것

이다.

거기에최근들어법만능주의가등장하고있

어서우려된다. 법은도덕의최소한이고법의영

역과법으로규율할수없는영역이있음에도만

사를법으로규율하려고한다. 세상에는법의잣

대로는규율할수없는다양하고이해할수없는

분야가 있음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은필경큰부작용이따른다고할것이다.

이와같이현재법률을집행하는법무부의적

법 절차 무시 행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21대

국회의일방적인운영, 삼권분립원칙의부인등

이정부들어법치주의가심각하게도전받고위

기에 직면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대한깊은성찰과반성이필요하지만경

험상누가여당이되든지스스로겸허하게자신

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결국

역사의신이있다면국민의여론과선거를통해

잘못을고치고우리공동체가나아갈방향을제

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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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신문언론서신다차단외부단절식사못먹음”,“무능

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A4용지 종이에 손글

씨로써서쇠창살사이로죄수복을입은사람들이손만

내놓은상태로소리없는아우성을보내고있다. 

동부구치소재소자국가상대첫손배청구소송

이모습은독재치하의어느이름모를나라의일도아

니고, 19세기나 20세기의어느나라의이야기가아니라

2021년 1월 대한민국의 서울 도심에 있는 최고 보안급

교정시설이며가장최근에완공되어최고의시설을자랑

하는동부구치소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이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걸린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1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수용자마스크미지

급 △확진자·일반 수용자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방치를주요소송청구사유로들었다. 2021. 1.

7. 현재 서울동부구치소관련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벌써1100명선을넘어섰다. 

단일 집단감염으로는 신천지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단감염이될전망이다. 동부구치소같이고층교정시

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

쐥枓娥

변호사

18대의원

새누리당원내부대표

특집Ⅱ 한국법치주의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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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건물등으로이송하는계획을수립했다. 또

기존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

도소), 국방어학원외에도법무연수원을생활치

료센터로추가지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또

한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상대로제기된고발사건들도속속수사

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추미애장관이고소·

고발된 사건이 어느덧 30건 정도에 이르고 있

다). 대검찰청은지난1월4일국민주권행동, 경

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등40여개시민단체

가추미애장관등5명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혐의로고발한사건

을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12월31일추미애장관이동부구치소코로나19

집단감염 관리 책임을 등한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고발했다(아울러지난임금교섭과정에

서 교섭인단 구성을 부적절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섭을 형해화했다면서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현직 법

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가 법무부

장관을고발한것은극히이례적이다. 

심지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1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한책임을다하지않았다는이유로문

재인대통령을고발하겠다고밝혔다. 이전사

장은 문 대통령이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

에 기고한“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

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재소자는 별세계의 사

람들이아니라바로우리들의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막강한경찰및검찰과맞서자신

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

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

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

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

고 30년 전문재인변호사가추미애장관과오

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을 호되게 비판하는 것이

란평가가나온다. 

법조인출신으로국격상승시킬희망품었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듣고 취

임사에서“제가슴은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

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존경

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 힘들었던지난세월

국민들은이게나라냐고물었습니다. 대통령문

재인은바로그질문에서새로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는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

겠습니다.”,“기회는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공

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

는 대통령의 다짐을 들으며 법치주의와 국민통

합이이루어지는더나은내일을기대해보았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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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며 민정수석, 대통령비

서실장,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행정부, 입법부를

두루 경험하였기에 어느 대통령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를대한민국에정착하고나라의국격을

한단계상승시킬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품어

보기도했다. 

대통령이‘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몇 계단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

사를통해윤석열검찰총장을발탁했을때, 취임

사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권력기관을독립’

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믿어 보기

도했다. 

살아있는권력수사하는검찰총장찍어내기골몰

‘선한싸움을한자만이월계관을얻는다’12

세기 영국의 토머스 베케트 캔터베리 대주교가

편지에남긴글이다. 그는행정권뿐아니라사법

권마저 장악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국왕

헨리 2세에게 온몸으로 맞섰으며, 캔터베리 대

주교로임명되기전당대의대법관격인‘국새상

서’를 지냈기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실렸다. 그

래서왕당파들은끊임없이그를핍박했고, 결국

하수인들을 시켜 캔터베리 대주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법권독립을지키려했던그는순교

이후영생의월계관을얻었고, 이후 3세기동안

캔터베리순례는영국인의생활이될정도로추

앙을받았다. 윤석열검찰총장을포함한우리세

대의 법조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주군에게

도맞서서사법권독립을지켜냈던토마스베케

트가 법조인으로서의 롤모델인데, 임명식에서

‘살아있는권력을수사해달라’며신신당부하기

까지하니윤석열검찰총장이살아있는권력수

사에도매진할것은명약관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문재인 정부

에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된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를같이치렀으며승리를함께한당대표출신

의추미애법무부장관을연이어임명하고두사

람모두제도를정비해서검찰개혁을하고자하

는 모습이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수사,

월성 1호기원전관련수사등‘살아있는권력’

에대한수사에매진하는윤석열검찰총장찍어

내기에골몰하는모습만보였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감

찰무마와관련하여문서위조, 직권남용등으로

기소되어재판을받고있으며그부인은위입시

비리와관련하여 1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영어

의 몸이 되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퇴

하자마자30여건의고소·고발사건에대한수

사가개시될것이다. 

현법무부차관은택시기사폭행논란으로수

사가진행되고있으며, 추미애장관의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선진

화법위반으로재판을받고있는피고인이다.

문재인대통령이취임사에서밝힌대로“한번

도경험하지못한나라”는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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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있다. 정치적야망, 출세욕, 집단의식, 소속감의필

요, 정의감, 분노의 심리들이 거기에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동기나 이유의 하나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일정한

이해이다. 특히정치활동에서의지도적위치에있는사람

은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게할것인가에대하여총체적인

견해를가지고있어야한다. 오늘의시점에서이견해란이

성적관점에서의이론적이해에근거한것이다.(‘오늘의시

점’이라고한것은그와는다른관점에서의정치이해가보

다일반적일수도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의발전에대한

이론도 그러한 이론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비판을시도하면서보다나은미래를계획할수있다

고하는마르크스주의또는그것의수정이라고할여러형

태의사회주의론이그러한사회이론을대표한다.

이론의정당성정치현실에도입…강제력정당화위험

이이외에도사회전체를말하는사회이론들은정치행위

에일관성을부여하고또그에정당화하는데에도움이되지

만, 거기에그나름의폐단이따를수있다는것을부정할수

는없다. 현실공산주의나사회주의체제가보여준여러가

지문제들이그예가될것이다. 이론의정당성이정치현실

정치, 이념, 허적한마음

金禹昌

고려대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정치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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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될 때, 그에 따르는

가장큰위험은그것이곧폭

력 또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수있다는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경우라도, 사회이론은

삶의현실을왜곡하기쉽다.

인간현실의많은부분은작

은사실들로이루어진다. 그

러한 사실들을 감싸는 것이

이론이다. 삶의현실은전체

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것을벗어나간다.

미국뉴욕주립대학의정치학교수모턴스쿨맨

(Morton Schoolman)의 저서에 <이성과 가공할

일들(Reason and Horror)>(2001)이라는것이있

다. 저서의핵심적인주장은제목에시사되어있

다. 즉이성은가공할사실들에이어질수있다는

것이다. 이성의원리의계보를추적하면서, 스쿨

맨교수는, 사회와역사의현실을주체적인이성

으로장악하려는것이이성인데, 그러한시도에는

현실에대한두려움이동기로작용하는경우가많

다. 그리하여그것을억누르거나없앨수있는방

법또는이용할방법을찾는다. 그때이성은현실

이해의 방법에서 지배의 수단--권력과 공리(功

쐡)의수단으로전락한다. (‘이성의수단화’는막

스호르크하이머와테오도르아도르노의마르크

스주의 논에서 지적된 것인데, 스쿨맨의 생각은

이독일저자들의이론에서나온것이다.)

스쿨맨“강제력-폭력동원-전체주의

정치등장”

다시 말하건대, 이성은 장악이 되

지않는미지(未知)의대상그리고합

리적 계획에 끌어들일 수 없는 차이

(差異)를제압하고자한다. 나와다른

것, 권력자의관점에서그와다른것

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

여 강제력 그리고 폭력이 동원된다.

그리고 전체주의 정치가 등장한다.

스쿨맨교수는미지의것이나이질적

인것을철저하게제압하려는정치이

념의대표로파시즘을들고, 폭력을통한차이제

거의대표적인사례로나치의유태인대학살계

획을든다. 그기초에있는것이‘형식화된이성’

이고그러한이성은‘살인의원리’라고한다. 파

시즘이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극단적

인경우가아니라도, 이에 미루어말할수있는

것은, 인간현실을하나의이념으로획일화하는

것은 그에 비슷한 폭력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념적 접근에 대조하여 스쿨맨 교수

는구체적인사실과그에대한체험을존중하는

삶의태도가절실하게필요하다고말한다. 그는

그것을‘심미적 개체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이이성의원리를완전히포기하는것을의

미하는것은아니다. 이성적전체와감성적사실

의결합은, 예를들어말하건대, 호메로스의 <오

모턴스쿨맨의<이성과가공할일들> 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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딧세이>의이야기에서볼수있다. 트로이전쟁에

참가했던오딧세우스는다른병사들과함께고향

으로돌아간다. 그러면서귀국의길에여러가지

경험을가지게된다. 그중의하나는배가세이레

네스라는마녀(魔샲)들이사는섬곁을지나갈때

겪어야하는일이다. 그섬의마녀들은도저히이

겨낼수 없는유혹의노래로써 지나가는뱃군들

을섬에오르게하고그들을죽음에이르게한다.

섬 곁을 지나면서, 오딧세우스는 선원들로 하여

금귀를막게하여노래를들을수없게한다. 그

러나 호기심의 인간인 오딧세우스 자신은 귀를

열어놓은자신을돗대에매어놓게하면서노래

를듣고, 섬곁을빠져나간다. 그는모든경험에

열려있으면서도 그것의유혹을 막아낼수 있는

자제력을가지고있다. 심미적감성은감각과관

능의가능성에열려있으면서동시에 기율을 통

해그것을승화할수있는능력을가리킨다. 이런

점에서오딧세우스는원만한인간그리고지도적

인인물의전범이된다.

지도자는사회전체이해와동시에

여러차이존중해야

지도자는모든인간적가능성에열려있는사

람이다. 그러면서그는이것을이성적기율속에

거두어들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성의 획일적

경직성을 극복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 해당하

는하나의이상을말하는것이지만, 특히정치지

도자에게해당된다고할수있다. 정치지도자는

인간 현실의 전체--사회적 역사적 전체에 대한

이해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면서동시에전

체성의가정(假定) 안에존재하는여러차이에주

의하고그것을존중할수있어야한다. 이차이는

전체적인정책의수행과정에서도맞부딪게되는

인간적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폭력이나 강제

력으로제거하려는것은결국파시즘으로진입하

게된다는것을말한다. 

한국의전통에서강조되어왔던것은무엇보다

도윤리적수련이었다. 그리고그것이고전에대

한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글을다루는 힘과심미적수련이 따랐

다.(이러한수련의요구가지나치게강한것이되

었을때, 그것은그것대로새로운것을거부하는

폐쇄적인장벽이된다.) 전체는작은구체적현실

을묵과해서는아니된다. 전통적사고에서이것

은인격수양에서나온다. 그것은일의처리에도

기초가된다. 

유교 전통에‘주일무적수작만변(主一無適酬酌

萬變)이란말이있다. 생각은그중심에서볼때

하나이고한곳에머물되, 사정에따라서는만가

지로변할수있어야한다는말이다. 또는한발

더 나아가여기에서마음의 중심이라고하는것

은마음이비어있다는것을말한다. 마음이비어

있기때문에 사물들이그대로거기에 비치게된

다. 그것이인간의심성이참으로현실에그리고

진실에열려있는상태이다. 퇴계(退溪)가주자학

자들의말을빌려말하는바에따르면,  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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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마음은“사물에따라응대(應對)하되... 마음

에 그것을 간직해두지 않는다...[그리하여] 마음

을 허적(虛寂)하게 하되 주재(主宰)를 두어야 한

다.”(윤사순[尹絲淳] 교수 번역). 참으로 수양된

마음은마치비어있는것처럼모든것을받아들

일수있어야하지만, 그러한마음이내거는원리

는그자체로모든것을수용할수있을만큼포

괄적인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그

것은폭력이나강제력을멀리하는힘이될수있

다. 그렇다고그러한원리를수용하는유교적정

치철학이 윤리적 이상사회를포기하는것은아

니다. 그원리가그렇다는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바와같이, 유교는그본래의원리를떠나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변형됨으로써, 억압적 이

데올로기로변화하기도하였다.) 

여기에서이러한것을언급하는것은물론유

교를부활하여야한다는주장을내놓으려는것은

아니다. 단순히 정치에 현실 이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

시에삶의사실들의여러차이를, 그리고정책의

수행과정에서의굴곡(屈曲)을수용할수있는것

이어야한다는것을말하려는것이다.           

요순‘격앙가’…정치는없는것처럼존재

여기에 더하여 예로부터의 한 우화를 더 보태

보려한다. 요즘에흔히듣는말의하나가세계를

바꿔야한다는말이다. 그것을위해서는물론정

치를장악하는것이중요하다. 동아시아전통에서

정치와정치권력이중요하다고생각한것은사실

이다. 그러나정치는없는것처럼존재하여야한

다는생각도잊히지않은문화적테마였다. 그중

하나가 요순(堯舜)시대에 불렀다는‘격양가(擊壤

歌)’에표현되어있다. “해뜨면일하고/해지면쉬

고/우물파서물마시고/땅을갈아먹고산다/제왕

의힘이나에게무슨의미있으리요?(日出以作 /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싩于我何有

哉).”요(堯) 임금이자신이나라를잘다스리고있

는가를알기위하여위장하고백성들사이를헤매

다가듣게된것이이노래라고한다. 오늘날우물

파물마시고논밭을갈아먹고사는사람이얼마

나있겠는가? 농민들이땅을치면서부르는이노

래의현실은산업과사회와정치조직속에얽혀

살아야하는오늘의현실과너무나다르다. 그러

나이이노래에서“제왕의힘이나에게무슨의미

가있으리요”하는바다스림없는정치 (無爲而

治)가정치의이상일수있다는것을잊지않는것

은오늘에있어서도필요한일이라할것이다. 다

만그것이어떻게가능한가하는것은현대인간

의가장큰과제의하나이다. 거기에서정치는힘

과힘없음, 이론과이론없음, 원리와원리없음

의모순들을포용할수있어야한다. 그것을위하

여 주체가 확실하면서 허적한 상태--비어 있고

가라앉은마음을가져야한다. 차고넘치는정치

전략의가르침속에서이것이참으로가능할것인

가? 이에대한답변은참으로찾기가어려울수밖

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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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교수들이‘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 남

이하면불륜)을한자어로옮긴신조어라며 2020년

의 사자성어를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로 정한 가운데‘조국 부부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이른바‘강남좌파’의위선적행동이비

판의도마에오르고있다.

“사익옹호하면서도공익수호한다는해괴한망상”

대표적진보논객으로친문(親文) 세력에대한강

도높은비판을연일이어가고있는진중권전동양

대교수는조국전법무부장관등고위인사들의내

로남불식 위선을 지적하면서“친문 측근들이 정부

내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 결과 그들은 실제로는 사익을 옹호하면서도 자

기들이공익을수호한다는해괴한망상에빠지게된

것”이라고진단했다. 진전교수는“정권이성공하려

면 주변이 깨끗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간신’과‘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이득을 챙기는 쓰

레기’들이너무많다”고힐난했다. 그는조국부부

의딸부정입학사건과관련, “법원의유죄판결이나

오니까 승복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집권당 대표부터

‘조국사태’로본강남좌파

정의로포장된추악한위선자일뿐

徐玉植

(사)대한언론인회편집위원

前언론중재위중재위원

前한국언론진흥재단상임이사

前연합뉴스편집국장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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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비판하고 사법쿠데타라고 한다. 자신들

의권력을유지하기위해허구의세계에대중을

가둬 놓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강도 높

게비판했다. 진전교수는또추미애법무장관

이‘칼춤’추듯이 단행한‘정권비리 수사팀 무

력화를위한검찰인사’를지적, “이나라위선

의 지존(至尊)은 조국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해 문 대통령을‘위선의 고수(高

手)’로겨냥했다. 

위선자를영어로‘hypocrite’라고한다. 옥스

퍼드사전, 웹스터사전 등에 나와 있는

‘hypocrite’의 의미를 종합해보면‘겉과 속이

다른사람’, ‘언행이이율배반적인사람’, ‘겉으

로는 착하고 도덕적인 척하고 실제로는 마음에

악과 비도덕성을 품고 있는 사람’등으로 정의

돼 있다. 동의어로는 deceiver(사기꾼), liar(거

짓말쟁이), pretender(겉치레하는 사람),

cheater(기만자), faker(위조자), imposter(협

잡꾼) 등으로나와있다. 

국내에서‘강남좌파’라는 말은 사실 노무현

정권의이중성에서비롯된부정적단어였다. 이

말은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이 최대 이

슈가됐을때, 개혁을위해서태어난것처럼떠

들었던 친노세력 상당수가 실제로는 강남의 고

급아파트에서살고있는사실이드러나면서생

성된 신조어이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2006년

국민들을 향해“집 사면 낭패본다”고 선동하다

본인이 강남에 10억,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있는사실이드러나사퇴했다. 재벌을

‘만악의근원’정도로비난했던학생운동권출신

이지만정계에입문한뒤‘골프광’이된이해찬

전총리는2006년3.1절접대골프파문, 그것도

경제사범으로 처리된 비리 기업인들과의 골프

회동으로총리직에서물러났다. 

“소득, 학력강남못지않은부유층, 

생각은좌파적인사람”

하지만‘강남좌파’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은

진보 논객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가

월간 <인물과 사상> 2006년 5월호에‘강남 좌

파 : 엘리트 순환의 수호신인가?’라는 제목으

로글을쓰면서처음등장하기시작했다. 강교

수는 이 글에서 강남좌파를“소득과 학력수준

은 강남 사람 못지않은 부유층이지만 생각은

좌파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반드시 강남

에 살아서 강남좌파가 아니라 타 지역에 살더

라도 강남 수준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들만이 주장하는 선과 공정, 정의를 앞세워 반

대파를 무차별로 공격하고, 사회적 약자의 대

변인인것처럼행세하지만실제로는서민의기

회를 짓밟는 온갖 위법·탈법 행위를 하는 사

람을가리켰다. 

이후 강 교수는 <강남좌파> <싸가지 없는 진

보> 등수권의책을잇따라출간하면서강남좌

파의대표적인인사로노무현전대통령을꼽고

18대 대선후보로나선박근혜·문재인등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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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판도곁들였다. 강교수의이러한기준이라

면 이해찬·조국·유시민·손혜원·윤미향·박

원순·장하성 등은 예외 없이 강남좌파에서 비

켜가지 못한다. 강 교수는 특히“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거의가 내

로남불이라중도에그만뒀다”고했다. 

강교수가노무현전대통령을대한민국의대

표적인강남좌파로규정한것은그의대통령재

임시절및이후의거짓말등언행불일치를지적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2005년 8월

26일열린우리당(현더불어민주당의전신) 부동

산대책기획단소속의원들과의청와대만찬에서

“퇴임 후 40평형대 임대주택에서 살겠다. 청와

대에들어오면서서울명륜동45평빌라를팔아

버려 나도 현재 무주택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퇴임후40평형대임대주택에살기

는커녕국민혈세약1천억원들어간봉하마을에

입성했다. 

이곳은 노 전 대통령의 출생지를 기념하기

위해‘봉하마을’이란이름이붙었으나보수진

영에서는‘봉하궁’, ‘봉하성’, ‘봉하타운’, ‘노

방궁’으로 불린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을‘봉

하성주(烽下城主)’로 칭한다. 인구 3만의 진영

읍에들어선봉하마을은골프연습장은물론문

화센터에 255억원, ‘봉하산 웰빙 숲’조성에

120억원이 들어가는 등 도합 약 1천억원의 국

민 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

았다. 

특히 대지 1천 290평, 건평 240평에 달하는

노전대통령의사저에대한종부세부과액이 3

만원으로알려지면서큰논란이일었다. 현국민

의힘전신인한나라당은 2008년 10월 9일대변

인성명을통해“건축비만해도 12억 이상들어

간저택으로최소한 1천 5백만원정도의종부세

를내야하는데도김해시는‘삼겹살에소주한

잔값’밖에안되는 3만원을부과했다”고비난

했다. 노전대통령은재임중종부세를도입, 서

울의고급아파트에수백만-수천만원의세금폭

탄을안긴당사자다. 

강남좌파가한국에만있는게아니다. 영국의

‘샴페인좌파(Champagne Left)’, 프랑스의‘캐

비아 좌파(gauche caviar)’, 미국의‘리무진 리

버럴(Limousine Liberal)’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일반인의시선이반드시긍정적인것은아

니지만그래도법치를최고가치로존중하고노

동자등사회적약자들의권익보호와국가를위

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전쟁이 나면 솔선수범해 전장으로 달려 나가는

등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국가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

고있다.  

겉으론도덕성최대무기로내세우지만

위선적실체드러나

그러면한국의강남좌파는어떤성향을보이

고 있는가? 강남좌파는 겉으론 도덕성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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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로내세우지만최근의‘조국·손혜원·

윤미향·박원순 사태’에서 보듯 그 위선적 실

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성향에는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이기심과 억지

와 변명의 명수들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

말임이분명한데도절대사과하지않으며또다

른구실을찾아서거짓을진실로변경하거나왜

곡시킨다. 이들이 말하는 진실이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진실, 즉‘이기적 진실(selfish

truth)’이다. 

이들은 또 편 가르기의 명수다. 시민을 적과

동지로 나눈다. 주요 문제를 푸는 데 서로 협력

할‘동반자(partner)’대신에‘적(enemy)’을발

견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려한다. 

이들의또다른속성은‘룰’을지키지않는데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경기장을

나가버린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파괴를 정의

라고착각한다. 

언어를파괴한다. 위대한진보를이룩한대한

민국주류층을수구, 6.25 남침의피해자인대한

민국세력을전쟁세력,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단을 평화세력, 민족사 최대의 수구반동세력

을진보라고규정한다. 

강남좌파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지독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현상에 직

면하고있다는점이다. 알고생각하는것들사이

에모순이나괴리가생길때나타나는것이인지

부조화다. 이들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온갖혜

택을 누리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위 부

유층 1%가 나머지 99%를 죽이는‘사탄의 맷돌

(Satanic Mill)’정도로선전, 선동한다.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도 반

미운동에 앞장서며 미국산 쇠고기, 미국과의

FTA,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미국과관련된거의모든것은증오의대상이다. 

문재인정권들어본인과가족의위장전입, 부

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제, 논문표절, 음주

운전, 약자와여성에대한비하발언등이문제가

돼 야당의 동의가 없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

지않은가운데임명된장관급인사는최근의변

창흠국토교통부장관을포함, 26번째다. 

야당의 동의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공직자는이명박정부 5년간 17명, 박근

혜정부4년간1개월간10명이다. 문재인정권은

불과 3년 10개월 만에 2배에 달하는 기록을 세

운것이다. 

자기자식은외고나과학고, 자사고에보내면

서이런학교들을모조리‘귀족학교’로몰아폐

지하려한다. 실제자사고지정은무더기로취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가

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 등 13명(72%)이 자녀를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및 강남 8학군과

외국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온

갖탈법과편법을동원한다.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73   MAC-4       



74

취임사역주행하는분열증후군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는 A4용지에서 나온다. ‘한

번도경험하지못한’숱한국정제단(國政制斷) 그어

지러운변곡점의출구다. 대통령의수사(修辭)는에누

리없이역사의문턱을넘는다. 고스란히사적(史籍)

에수납(收納)되기때문이다.

문대통령은이런저런회의는물론측근참모들과

의소소한모임에서도준비된용지를꺼내어당부의

언어를또박또박읽는다. 외국정상회담에서도낯설

지않은자기스타일을견지한다. 이런풍경은국제

외교가에서심심풀이쏠쏠한가십(gossip)거리로등

장했다. 

토씨한점도놓칠세라완벽추구의깔끔한(?) 성정

탓일까. 혹여타고난말솜씨가둔한탓일까. 큰허물

이 아닐진대 굳이 매섭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고개를 갸우뚱 생각을 멈칫거리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대통령 발언의 효과는 만인지상 벼슬의

무게만큼이나일파만파로이어지는법이아니던가.

문대통령은세월호어린희생자의영전을찾아방

명록에 뜬금없이‘고맙다’는 글을 남겨 호된 구설수

권력사유화에취한‘문재인정치’의독주

권력하산길은좁은비포장도로

회원원고

鄭在虎

민족중흥회회장

헌정회원로위원

9·10대의원

대한언론인회원로위원

칼럼니스트

●●●

졸수(卒壽)라는 90나이에 새해맞이 떡국

한 그릇을 비웠으니 영락없는 상노인 아

닌가. 노병(섅兵)에게도 나라사랑의권리

는 있는 법. 세월이 하수상하여 우국충정

을읊어봤다. 노한노필(섅漢섅筆)이라 문

장의맥이풀려앞뒤고르지못한점한두

군데가아니다. 수다(數多)가 넘친 허물은

연로의탓으로받아주기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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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달린적이있다. 특유의유체이탈화법으로

언론의비판에노출되기도했던대통령의언어구

사는종종현실인식의빈곤으로내몰리곤했다. 

대통령‘말씀’의 곡절을 모처럼 연두(年頭)칼

럼의머리말로삼는데는그럴만한까닭이있다.

역대12명의대통령중19대대통령문재인의

취임사가가장인상적인‘일품’(逸品)이라는빛

바랜 예찬론이 유튜브(youtube) 모퉁이에서 설

왕설래되고있기때문이다.

눈치빠른사람은뻔한속셈을벌써낚아챘을

법하다. 갈팡질팡 국정혼란으로 문재인 지지율

이급락하자, 의기소침한청와대분위기를일으

켜 세우려는‘문빠’들이 어설픈 꼼수를 부리고

있음이아니겠는가?

권력의 정점에 등극한 최고통치자의 초심(初

心)을담는취임사야말로더할나위없는언어의

성찬으로채워지게마련이다.

2017년 5·10. 문재인 취임사의 키워드는

‘국민통합’이었다. 화사한 수식어로 포장된 취

임사의문맥은매끄럽고윤이나는흐름을타고

번지럽게다듬어졌다. 알찬여럿공약도나무랄

구석이라곤없었다. 

그러나‘문재인정치’5년차길목에접어든오

늘, 취임사에 함축된 문재인의 야심찬‘선택’과

‘집중’의 흔적은 오간데 없다. 통합은커녕 민심

은 산산조각 온누리가 분열증후군으로 넘실댄

다. 사악한권력의노림수에놀아난편가름패거

리싸움에공동체가마구부서지고있다. 딱히조

지오웰의‘동물농장’을닮은꼴이아닌가.

한가지공약만은다부지게챙기고있다. 현재

진행형인‘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만들기’다.

불행의씨앗뿌린‘4·15현상’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언행불일치

의선두주자로기록되어마땅할처지에있다.

말끝마다‘촛불’을 들먹이는 현 정권은 촛불

을 혁명의 동위개념(同位槪샺)으로 삼고 힘의

논리로국가경영을밀어붙이고있다.

좌파정권의속성인대중영합정책에집착, 나라

의곳간을거덜내고빚더미에올려놓은오늘이다.

4·15총선 이후 기세등등한 문 정권의 폭주

는점입가경이다. 말로만귀에익은‘무소불위’

권력이작동하는현장을목격하는것이지겹다.

민주주의의버팀목인이땅의3권분립은겉보

기허우대만멀쩡할뿐. 속골병을앓고있다.

집권당의서릿발폭주에오금이저린제1야당

은 어수선한 당내 사정으로 건곤일척의‘결기’

(決氣)를찾지못하고있다.

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협치(協治)는

구두선에불과하다. 대법원과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속속들이 청와대의 입김이

진하게배어있다.

알량한 이념의밧줄로 동여맨 코드인사로초

록동색의 틀 속에 갇혀 있다. 586정권이 잘도

우려먹는‘사람이먼저다’라는구호속의또다

른위선의민낯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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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야소’(巨與野少)를 빚은‘4·15현상’은

문정권에게불행의씨앗으로돌아왔다. ‘과체중

정권’의오만은자기성찰을거부하는객기(客氣)

로이어져안하무인독재의완성으로치닫는빌

미가됐다. 헌법정신에어깃장을놓은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는 헌법기관인 검

찰을 좌지우지 무력화 할 수 있는 옥상옥(屋上

屋) 초유의 막강 권력이다. 현대판 조선왕조의

포도청으로비유된다.

가뜩이나차고넘치는현재대통령권력의무

한대를담보할공수처출범을앞두고문대통령

은‘새민주주의를여는계기가될것’이라는알

쏭달쏭한또하나의유체이탈화법을피력했다.

5·18왜곡처벌법은광주민주화운동의실체를

해석규명하는다양한논리전개의자유를통제하

는데역점을두고있다. 언론자유를원천봉쇄하

는‘반문명적’(反文明的) 발상이아닐수없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그렇다.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사회가 민주

주의의위기를맞고있다고지적했다. 북한주민

을 인권 사각지대에서 해방시키는데 있어 외부

세계의정보를제공하는것이옳다는주장이다.

자칫국제사회에서고립을자초하기십상이라

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대 여론을 경청하는 유

연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경직된 권력의

앞날이걱정스럽다.

우격다짐으로통과시킨경제관련3법은개인

과 기업의 창의성을 옥죄는‘반기업 친노조’의

색상이물씬하다. 예사롭지않는논란이좀처럼

가라앉지않고있다.

최근‘절차적 공정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

선문대통령이행여야당과의성숙된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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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밟지않는문제법률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

다면단언컨대한국정치사에‘한번도경험하지

못한’역사적인쾌거로기록될것이다. 송구영신

에 붙여 답답다 못해 실없는 소망을 담은 덕담

(德談) 하나를띄워본다.

물구나무선대통령지지율의행방

임기 3분의 2를 이제 막 채운 문 대통령에게

2020년세모는생각하기조차불쾌한치욕을안

겨준‘끔찍한시간’으로기억될지모른다. 

대통령 권력의 가장 단단한‘알맹이’는 고유

의 인사권이다.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사권이한법원판사에의해졸지에퇴짜맞는

수모를당했으니말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

장의직무상올곧은‘용맹’이괘씸죄의덫에걸

린것이다.

문대통령의치명적인아킬레스건으로일컬어

진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월성1호기 원전 경

제성조작등일련의의혹사건중심에문대통령

이자리하고있다는‘설의난무’(亂舞)는이미공

지의 사실이 아니던가. 윤 총장은‘사람에게 충

성하지않는사람’으로호가난사람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맹렬 여성 추미애

법무장관의일거수일투족은뉴스를몽땅사로잡

는괴력(怪싩)을발휘했다. 1년 내내종횡무진한

그녀의 언(言)과 동(動)은 곱살스런 느낌과는 사

뭇달리거칠고도직선적이었다.

범여권의 총체적인 공세가 윤 총장으로 쏠리

는과정에는꼼수와겁박이촘촘히교직(交織)되

어‘식물총장’만들기에큰몫을했다.

추미애의 검찰 길들이기는 끝내 역풍을 만난

다. 전국검사들의심상찮은집단행동이검란(檢

亂) 조짐으로 번졌다. 정권과 검찰의 정면대결,

더깊이파고들면딱히대통령과검찰총장충돌

이라는초유의볼품사나운모습에민심이크게

출렁거렸다. 민심의물살은빨랐다. 대통령지지

율이물구나무섰다. 이 와중에대통령은나타나

지않았다. 언론은일제히대통령이나서라고촉

구했다.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었다”는 냉소

적인논평이쏟아졌지만대통령은안보였다. 대

통령의사리판단을얕잡는소리가무성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이씨조선’(쐥氏朝鮮)

을 끌어들이느냐는 핀잔이 있을 법하나 권력세

계의 음(陰)과 양(陽)은 금석(今昔)을 넘나드는

불변의생태(生態)이기에몇줄옮겨본다.

“諫(간)은難事(난사)요奸(간)은쁍事(낙사)”란

옛말이있다. 임금에게목숨걸고직언하는충신

이있고자신의영달을위해솔깃한말만올리는

간신배가있으니諫하는자가많은시대는나라

가융성했고奸하는자많았을때는조정이쇠락

했다는것이다.

과연 문 대통령 주변의 풍속도는 어떨까? 구

중심처 깊은 속사정을 알 길은 쉽지 않다. 훗날

‘문재인시대’의시말서(始末書)는나올수밖에.

충신과 간신을 꿰뚫는 안목도 대통령의 덕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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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덕불고(德웚孤=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란가르침이생긴까닭이여기에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석열‘2개월정직’징계가서울행정법원에서뒤

집혀진이후, 집권당안팎에서사법쿠데타라는

격양된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탄핵론이 기승을

부렸다.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에 언론은 힘을

실어주지않았다. 

성난 민심은 윤석열을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순위로 밀어올리는‘돌출’(突出)을 연출했다.

돌출이 자리 잡으면 대세로 진화하는 법. 각본

없는돌출이야말로손때묻지않은해맑게표백

(漂白)된민심의현주소가아니겠는가.‘탄력받은

윤석열현상’은현재진행형이다.

초췌한‘문재인’1331일의성적표

아무튼새해아침이다. ‘문재인정치’(2017.5.10

∼2020.12.31) 1331일의성적표는초췌하다.

지구촌을덮친코로나천재(天災) K방역의허

실논란은잠시접기로하고, 문대통령의골든타

임은 인재(人災)에 의해 허망하게 소진됐다. 나

라를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조국(曺

國)사태와윤석열퇴출프로젝트소동으로금쪽

같은시간을허공에날려보내지않았는가.

일련의유고(有故) 책임은오롯이오판으로일

관한대통령의몫이다. 신년백두문대통령은집

무실침실머리맡그어디에반드시있기마련인

비장의비망록(備忘錄) 속에서미처온전히살피

지못한중요현안을맑은영혼으로뜨겁게품어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탄에 빠진‘민생’을

건져올려야한다.

국면전환용수박겉핥기소폭인사개편에머물

러서는 안 된다. 그릇된 정책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막바지승부수를던져야할시간이다. 정

권의 심장을향한저잣거리마다가득한군상들

의삿대질가운데우리의폐부를찌른목소리가

있다. “나라가 니꺼냐”는 절규다. 짧은 외마디

여섯글자에농축된소름돋는분노의폭발이다.

의혹투성이‘울산시장’과‘월성원전’에얽힌대통령의입장을진솔하게밝혀

국민의심판을받겠다는극적인감동의한마당을펼친다면진정

‘한번도경험하지못한’대통령의용기에박수가터질지모를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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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벼랑끝으로내몰린야수(野獸)의앙칼

진포효를닮았다. 오늘‘독재’라는단어는막힘

없이유통되는문정권의상징적인대명사다.

문대통령의임기마감도멀지않다. 권력의사

유화에 취한‘세도정치’(勢道政治)의 한바탕 춤

사위도시들해지는모양새다. 주류언론들이권

력누수현상을다루기시작했다. 아니벌써레임

덕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는 흔적들이 없지 않

다.  달도차면기우는이치인것을무슨수로가

로막겠는가.

대통령님목놓아실컷울어버리시구려

권력의하산(下山) 길은좁은비포장도로와흡

사하다. 돌멩이도 많고 흙먼지 바람도 일 것이

다. 업보(業報)의돌개바람이몰아닥칠지도모른

다. 문대통령은 퇴임후의새둥지를경남양산

으로잡았다.

문대통령의귀향길과퇴임후의삶이온전할

것인지를놓고길흉(吉凶) 양론이슬그머니기지

개를켜는눈치다.

이나라대통령사(史)에는참담한얼룩이깊게

각인돼있다. 집권가도에흩뿌려진공과를가리

는민초의매서운눈썰미는초롱초롱하다.

사람들은자기가결코외롭지않다는착각에빠

져있다. 자신의뒷모습을볼수없기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수있을것이다. 문대통령은하늘처럼떠받드는

속칭‘대깨문’‘문빠’들의열정적인지지의함성

에갇혀가끔자신을분실(紛失)하고있는지도모

른다. 눈은마음의창문이라했다. ‘인간문재인’

의눈매는서글서글하고착해보였다. ‘대통령문

재인’의눈빛은달랐다. 오만의티가눈가에묻어

있다. 입술의매무새는수용(受容)보다는배타(排

他)의심술이일렁거리고있음을놓칠수없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당신의 안위를 챙겨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심리를 떨쳐버려야 한다.

민심의위력은공수처를능히압도할수있기때

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티모테오’라는세례명을밝힌독실한

천주교신자다. 운명의행방은천주의뜻에맡기

되 임기 종반을‘고해성사’의 심경으로 정진할

것을바랄뿐이다.

의혹에쌓인‘울산시장’과‘월성원전’에얽힌

대통령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극적인 감동의 한마당을 펼친다면 진

정‘한번도경험하지못한’대통령의용기에박

수가터질지모를일이다.

석양노을빛이서산으로기운다. 흐느낌을닮은

산사의혼종(昏鐘) 소리길게번질때면성당의종

소리도은은히울린다. 제 아무리지독한무법자

무신론자도원초적인감상에젖는다. 사람의눈물

보다보배로운순결무구(純潔無垢)한것은없다.

대통령님! 성당 고해소(告解所) 깊은 곳 엎드

려 새벽기도와 함께‘5·10’초심(初心)을 껴안

고 목 놓아 실컷 울어버리시구려. 길이 보이실

것이외다. 가슴이후련해질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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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미안해’라는해시태그운동이들불처럼확산되

고있다. 16개월의아기가입양한양부모의지속적인폭행

으로처참한죽음을맞이한것에대해다시는이러한죽음

이 일어나지 않게 어른들이 잘하겠다는 다짐의 해시태그

운동이다. 어느시인은‘꽃으로도때리지마라!’라고부르

짖었건만...... 그러나이러한안타까운아동학대사망사건

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

리고가정내부모로인한학대사건뉴스는끊이지않고

이어지고있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사회적, 공적시스템

이문을닫게되면서가정내책임이강화되자더욱아동학

대와같은사회적문제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코로나위기속아동가정책임강화는사회적문제

과거 우리의 부모는 훈육의 목적에 의한 폭력을 당연

시하였다. 아이는부모의책임하에있으므로무조건적인

복종은 당연한 의무였다. 이러한 유교적 의식의 잔재는

아이를하나의인격체로보지못하며어른들의이러저러

한목적의대상으로만생각하게했다.

이러한의식은정부의정책에서도드러난다. 초기아동

정책은사회적도움을필요로하는취약계층으로한정한

요보호대상자의복지정책으로시작하였다. 그리고점차

아동돌봄국가책임실질화를위한

추진체계제안

쐥永順

헌정회여성위원회운영위원

한국여성의정운영위원

17대의원

민주노동당최고위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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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여국가발전차원에서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즉미래에저출산으로인

한국가위기를해결하기위한관점에

서가족및인구정책과연계한정책이

다. 출산장려정책뿐만아니라출산이

후의여성노동력확대를위해일과가정양립을

위한돌봄정책등어른들의관점에서필요한정

책을추진하였다. 이러한정책의영향때문인지

에대해서는많은분석이필요하겠지만, 한국의

아동은행복하지않다. 심지어자살을생각하는

아동은점점증가하고있다고한다. 한국아동의

행복지수가OECD 여러국가중최하위를기록

하는결과치가바로이러한관점의문제에그근

원이있는것은아닐까생각하게한다.

2020년한해동안전지구를강타한코로나

19 위기는 아동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잃었고, 친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에도 제약을 받았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문

을닫게되면서혼자방치된아이들이늘어나게

되었다. 방치된아이들이라면으로끼니를때우

려다 화재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잠재된 문제들을

수면위로띄우는역할도하였다. 

여러부처에서다루는아동정책일원화해야

우리나라의아동정책은‘아동’에대한개념과

정의가부처마다다르고일원화되어있지않다.

관련정책은교육과보육으로분리되며,

아동의교육은교육부에서담당한다. 학교수업

이외의돌봄보육에대해서는여러기관의다양

한정책이복잡하게이루어지고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와다

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돌봄

아카데미가 시행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

는 교육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

이집보육과가정돌봄, 열린육아방등다양한정

책이이뤄지고있다. 이러한정책은또한지방자

치단체와협력체계를갖추어시행해야한다. 정

부는이렇듯복잡한아동돌봄정책의문제해결

을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포함하여온종일돌봄체

계 구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기적으

로매끄럽게연결되고있지는못하는상황이다.

그동안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우리나라아

동권리조정기구인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권한을

더욱강화할것을권고해왔다. 현재정부의아동

정책은여러부처에산재하여추진되고있으며상

설전담실행기구가없는상태이다. 다만자문위원

회 성격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이러한

기구로는일관성있고체계적인아동정책을시행

하지못한다고본다. ‘더많이낳기’정책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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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대로키우는’정책을추진할주체가필요하

다. 지금의현실에서는무서워서아이를낳기싫다

는엄마들이많다. 그동안겪어왔던비리유치원문

제, 교통사고피해아동의문제, 맥도날드사건등

많은문제는정부가아동을안심하고키우는데책

임을다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게한다. 

아동정책이실효성을거두려면책임있는기관

에서아동중심의관점으로대책을고민하고연구

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여러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각 운영되던 것에서 하나

의시스템으로일관되게운영하는독자적인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헌정회 발행‘월간 헌정’

2020년 12월호기고에서신명여성위원장은‘이

제는(가칭)아동청을설치할때’라고제안한바있

다. 한부처에서아동관련업무를주도적으로담

당해야하며, 이를위한법령과추진체계를재정

비하여부처간충돌과낭비를방지해야한다. 그

리하여 이 (가칭)아동청에서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백년대계의정책이운영되어야한다. 

독자적인아동부를설치한뉴질랜드의사례나

아동·사회통합부를 설치하여 아동과 청소년과

가족국이관련업무를관장하는노르웨이사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경우는 보건복지

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관할하던 것을

교육문화부로일원화하여교육과보육의연속성

과통합성을강화하였다고한다. 전세계교육선

진국이라하는핀란드의고민도참고하여우리나

라에필요한우선정책이무엇인지찾아야한다.

위드코로나에아동정책전담기구고민해야

2020년 키워드는‘코로나19 위기’였다. 그

러나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

히 그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지속

적인 위기로 생각해야 한다. 위기는 새로운 변

화를 만든다고 했다.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면

서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야한다. 

2020년OECD는코로나19 위기이후좋은삶

과지속가능한회복력을강조하고있다. 지속가

능한 회복력이란“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위해포용력과불평등을줄이는사람

중심의회복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구의더나

은재건을위해미래의주역인아동중심의관점

으로 체계적인 아동정책을 시행할 기구를 구체

적으로고민해보자

UN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이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우려하며, 아

동의생존권과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측면에

서 당사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있으며, 코로나19와같은재난상황에

서아동은가장큰피해자집단중의하나였다는

지적을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여전히코

로나19 위기해결책으로학교나어린이집등사

회적기관을문을닫는긴급방역에급급해하고

있고 위드-코로나 혹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

하지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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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운명은 순간에 결정된다. 횡성중학교

2학년고학할때일이다. 계속되는장마에그날

도어김없이비가오는바람에고학생으로서장

사를못나가니집에먹을거라고는아무것도없

어물로만배를채운지가사흘째되었다. 아무

리 비가그치기를간절히기도하였으나비는그

치지않고배에서는계속꼬르륵소리가나고배

가고파참을수가없었다. 이대로있다가는그

냥쓰러져죽을것만같았다. 

나는살아야겠다는결심으로휘청거리는다리

에힘을주고일어나무작정집을나서제방둑

길을걸었다. 걷다보니개울건너원두막이보였

다. ‘저원두막아래는분명히참외나수박이있

을것이다’생각하며둑길을한참을걸은후, 강

둑에교복바지를벗어놓고속옷만입은채강물

을헤엄쳐건넜다. 원두막은저멀리있고아카

시아나무를잘라울타리가쳐있었다. 

하지만 나로선 선택의 여지없이 울타리를 넘

어야만했다. 워낙배가고픈지라허벅지가찔리

고, 긁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넘어가보니 이건 참외밭이 아니라 온통 토마토

밭이아닌가!  토마토든참외든상관없이밭고랑

에털썩주저앉아허겁지겁토마토를따먹었다.

얼마만큼먹다보니이쪽저쪽으로빨갛게잘익

은토마토가보였다. 그러고보니지금껏익지도

않은시퍼런토마토를따먹은것이다. 고픈배를

채우고난후입고있던러닝셔츠를벗어한쪽을

묶어자루를만들고빨갛게익은토마토만골라

서따담았다. 

한자루가된토마토를들고또다시가시넝쿨

울타리앞에섰다. 이미긁힌다리에피가맺힌

것을보고다시찔리고긁힐것을생각하니넘기

가싫어졌다.

잠시주춤하는순간토마토자루를들고있는

내손을보고원두막을쳐다보니소름이끼쳤다.

보은의토마토

회원원고

원광호

헌정회대변인

한국바른말연구원장

14대의원(원주)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83   MAC-4       



토마토를 훔친 도둑놈이 아닌가? 나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삼강오륜, 도덕경에 이르기까지

듣기싫을정도로밥상머리교육을받으며자라

왔다.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상

상할 수 없게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져와 항

상 올곧다고 자부해온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겁이났다. ‘차라리원두막을찾아가사

실대로말하고용서를빌고나중에장사해서돈

을 갚겠다’고 하든지 아니면‘농사일을 도와주

겠다’고사정해보기로했다. 

나는 토마토 자루를 어깨에 맨 채 밭고랑을

헤쳐원두막으로갔다. 원두막아래까지왔으나

아무도없는것같아“계세요? 계세요?”주인을

찾았다.

원두막에서낮잠을주무시던할아버지가“누

구시유?”하기에“저∼ 저∼”우물쭈물 하니까

할아버지는 웬일인가 싶어 나를 내려다보시더

니 올라오라 하셨다. 나는 토마토 자루를 들고

올라가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사정 이야

기를하고용서를빌었다. 

한참 뚫어지게 보시던 할아버지는 야단도 안

치시고 갑자기 건너편 살림집을 향해“여봐라”

라고소리를치셨다. “네, 아버님”하고아주머니

가나오셨고할아버지는“얘야, 거먹다남은찬

밥이라도 있으면 내와라”하셨다. 아주머니는

“아버님아까점심진지드셨잖아요”하자할아

버지는“내가가져오라면가져와!”하시니얼마

후아주머니는양푼그릇을들고오셨다. 그양

푼그릇에는강조밥과손가락보다굵고긴풋고

추에호박잎과된장이담겨있었다. 할아버지는

어서 먹으라고 권하셨다. 아니 이게 웬 진수성

찬인가. 도둑놈으로 야단맞을 각오로 고백하고

사정했던 것인데 오히려 고픈 배를 채워주셨으

니 이 두 분의 따듯하고 한없는 사랑의 고마움

을어찌잊을수가있겠는가?  

방금토마토로잔뜩배를채운지라조금먹다

가“먹다 남은 밥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할아

버지께여쭈니“아그럼”하시기에나는얼른밥

덩어리와 고추, 그리고 된장을 호박잎에 싸서

러닝셔츠 자루에 넣었다. 나는 부자가 된 기분

으로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원두막을나섰다.

밭길을걸어나와강가에섰다. 그런데문제

가 생겼다. 상류인 청일면, 갑천면 쪽에 폭우

가쏟아져갑자기강물이불어난것이다. 흙탕

물에 물살도 엄청 거세졌다. 두 손을 번쩍 들

어 토마토와 밥을 담은 러닝셔츠 자루를 높이

쳐들고 강물로 들어섰다. 중간쯤 들어설 때였

다. 거친 물살에 힘없이 밀려 떠내려갔다. 그

아까운 밥 덩어리며 토마토 담은 러닝셔츠 자

루를 놓치고 말았다.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버드나무가지를 잡았다. 있는 힘을 다

해 잡아당겨서 겨우 강가로 나올 수 있었다.

나와보니강을건너기전에벗어놨던바지가

있던 곳에서 1km 정도 떠내려 온 것이다. 다

시벗어놓은교복바지를찾으러갔다. 다행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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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는 떠내려가지 않고 벗어 놓은 그대로 젖

어 있었다. 교복바지를 꼭 짜 입고, 소나기를

맞으며 집으로 향해 걸었다. 몸은 추워지고 주

변은 점점 캄캄해졌다. 이제는 제방 둑길마저

보이질않았다.

캄캄한밤어쩌다이따금멀리떨어진다리위

를지나가는자동차불빛에잠깐길을보고뛰다

가어두워지면서있다가또비춰지면또뛰고를

반복하면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방은불을땐지가워낙오래되어방

바닥이여간차갑고눅눅한게아니었다. 서둘러

땔감이있는지부엌으로가보았다. 안집과같이

쓰는부엌이었는데연탄때는집이라땔감은없

고 빗자루 하나가 보였다. 급한 마음에 그 빗자

루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넣었다. 빗자루가 다

타고방바닥은아무감각이없다. 너무나한심스

러웠다. 

방바닥에깔요는물론이고이불하나제대로

없는터라하는수없이몇개안되는옷을다

꺼내 겹겹이 입었다. 그리고는 있는 책을 몽땅

바닥에깔아놓고그위에쪼그려누웠으나다리

며 어깨는 나오고 추위는 점점 더해 덜덜 떨기

시작했다. 조금있으니배에서는꾸르륵꾸르륵

소리가 요란해진다. 배가 아픈 것이다. 추워서

떨다가배탈이난것이다. 급하게설사할것같

아화장실로뛰어나가는중마루문을여는순간

설사를 하고 말았다. 이른 새벽 자전거로 원주

태장동 미군부대로 출근하시는 안집 주인아저

씨가 잠에서 깨어날까봐 조용히 설사한 흔적을

말끔히 닦아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픈 배 때문인지 고단한 서러움 때

문인지 닭똥 같은 눈물이 솟구쳐 손 등위로 뚝

뚝떨어졌다.

나는 그때 토마토를 훔쳐 잠시나마 괴로웠던

경험에서옛말에“사흘굶어도둑질안할사람

없다”는말대신“사흘굶는한이있어도절대도

둑질은안된다”로바꾸고새교훈을삼으며올

곧게살리라는결심을더강하게하였고그강한

결심은차라리깡통거지를택하게하였다. 또한

그깡통거지의결심은오늘의내가있게한원동

력이되었다. 비록나이어린판단이었지만퍽이

나다행스럽고잘한생각이었다. 오늘이시간도

스스로를위로하며다시한번토마토도둑이될

뻔한그날을돌아본다.

나중에알게됐지만그할아버지는나와중학

교2학년한반친구이재경의할아버지요, 아주

머니는재경이어머니셨다. 그날내가마치당신

손자같아보이셔서온정을베푸셨을지도모를

그어른을찾아뵙지못하고지나친내부덕이새

삼스레원망스럽다. 이제이승을뜨셨을테니후

회하기엔세월이너무많이흘렀다.  

할아버지, 어머니 고맙고 존경합니다. 운명을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큰절 지금이라도 받

아 주시옵소서. 우산을 펴들고 나섰다. 가까운

노인정을향해걷는내손엔 토마토봉지가무

겁게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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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한국국방연구원의여론조사에의하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

다.(64.4%), 자랑스럽지 않다.(35%), 다시 태어

나면 우리나라를 택하고 싶지 않다.(51.4%)”(김

충남한국현대사2016, 27p)로서민족정체성은

강하나 국가 정체성은 희미하다는 조사를 보고

충격을받은바있다. 

“80년대에는 광주학살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믿고 민족해방으로 결집, 분단도, 독재도, 자본

주의 악덕도 美제국주의 때문으로 보고 미국지

배와 간섭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민주화도 사회

정의도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북한은 오히려

민족자주를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는 만큼 북한

정권의 지도를 받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해야 한다는 386(NL계)의 극단적 역사관이 태

동하기도 했다.”(유시민「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기록」242p)

이들 386세대들 중에서도 이른바 PD(민중민

주주의) 계열은사회주의성향이강한사람들로

서마르크스·레닌의러시아혁명쪽을신봉, 민

진영논리로갈라선현대사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극복해야

쐥進

12대 의원, 前 총리비서실장

前환경부차관, 前 한국영상대총장

웅진그룹부회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고문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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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는 낡은 부르주아 사상으로 북한은 민족

주의를 내세우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북한

에비판적이었다.

민족정기(民族精氣)만으로는 국가의 정통성

이나정기를살릴수없는것이다. 국가는민족

을살릴수있지만민족은국가를살릴수없다.

이유는간단하다. 민족에게는군대도없고조세

수입도없지만국가에는둘다있다. 이것이국

가의정체성확립이중요한이유다.

이들 386세대들은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의

단독정부(單政) 때문이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채 친일파를 등용한 태어나서는

안될정권으로취급했다.

그러나 김충남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정

부에는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

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무임소장관 이

청천 등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반면, 북

한에서는 부주석 김영주(만주군 통역), 부수상

홍명희(임전대책협의회), 인민위사법부장장현

근(중추원참의), 보위부장김정재(양주군수), 검

찰총장 한낙규(일제 만주국 검사) 등 친일파를

대거등용했을뿐만아니라“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일제기관에 복무했다고 하여 오랜 인텔

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

판하시면서... 그들을새조직건설의보람찬길

에세워주시었다.”고기술하고있다.(김충남전

게서100∼102p)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러한 진보진영 논리가

국정 깊숙이 파고들었으나 다행히 김대중은

IMF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그의「대중경제

론」이나 한·일협정때 반대했던 소신에도 불구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노동개혁에

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정리해고제등), 성과제

도입등보수칼라의정책을추진사회주의경제

를기대했던노동계를실망시켰다.(이상우「살며

지켜본대한민국70년사盤山日記」229p)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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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일본과도김대중·오부치회담으로한·

일신시대를열고김영삼말기인98년 -6.9%로

추락한경제는99년 10.7%, 2000년 8.8%, 무역

수지는99년 240억불흑자로전환, IMF를극복

하고2002년임기말외환보유고는1200억불을

회복했다.

그런가 하면 97년 5월 박정희기념관을 찾은

김대중은“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속에서허덕일때우리도하면된다는국민

적자신감을불러일으켜국가에공헌하고근대

화를이룩했다.”고했다.

김대중 정부도 후반기 부정부패의 만연과 야

당탄압 그리고 보수언론 조·중·동 등에 대한

탈세추징그리고두아들의이권개입, 안기부의

정치인도청사건등권력형게이트가연이어터

지면서먹칠을하게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도입한 비정규직 관련법

등은기대와달리정규직확산과비정규직제도

의악용을막지못했다. 대기업은정규직확대를

임금삭감, 노조파괴, 사내하청확대등으로활용

자기네회사제품을만드는노동자들의직접고용

을거부했다.(유시민전게서168p)

노무현정부출범당시국민들이기대한것은

정치사회적안정, 경제성장, 사회통합등긍정적

이고실질적인것이었지만집권세력은정의, 평

등, 균형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역사청산, 지배세력 교체, 균형발전, 자주

외교등을목표로세웠다.

그러나이처럼거창하면서도추상적인목표들

은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도 어렵고

또한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5년 내에 달성하

기가쉽지않은것들이었다.

참여정부의핵심세력이된386 운동권은현대

사는친일·친미적기회주의세력이득세한역사

로보고「내편과네편」, 「민주대반민주」, 「가진

자와못가진자」, 「민족대반민족」, 「통일대반

통일」등이분법적으로상대를부정했다.

친일반민족, 4.3 제주항쟁등 16개 진상조사

위를구성 600명인력과 1,800억원을투입했지

만그위원회의활동목적은진상규명보다는기

득권세력타도에두었다.(김충남전게서400p)

그러나“미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란 386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한·미FTA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

반드시해야할일이며개방을반대하는게진보

라고하면진보가잘못된것이다. FTA는정치문

제도이념문제도아닌먹고사는문제다.”하고이

를강행했다.

2004년에는국내외의반전분위기와파병반

대속에서도국익을위한이라크파병을단행함

으로써한·미동맹을굳건히하기도했다.

재임5년간23차례43개국을순방최다해외

여행을 기록했던 노무현은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에게“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더

라.”고고백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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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말기 갤럽 여론조사는 잘못했다

62.2%, 잘했다21.1%의참담한결과를낳았다.

노무현은퇴임후“참여정부는절반의성공도

하지못했다. 개인적으로준비되지않은사람이조

직적세력도없이미쳐받아들일준비가안된개

혁을하려고한것이무리였다. 자신이대통령이

되려고한것이오류였던거같다.”(「노무현성공과

좌절」2009 학고재15∼41p)고기술하고있다.

그러나 인간 노무현은 너무나 솔직하고 꾸밈

없고정직하고담백한인간미로남아있다.

유시민은“나는 개인적으로 4.19를 좋아하고

5.16은 싫어한다. 하지만 5.16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했거나오로지나쁜결과만남긴사건이

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러나그과정을지배한것은기회균등과공정경

쟁이 아닌 약육강식이었다”.(유시민 전게서

105p~106p)

흔히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틀을 바

꿨다고말한다. 하지만남북관계의틀을바꾼최

초의 인물은 노태우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다.(유시민 전게서

386p)

박정희 만년의 유신을 비판할망정 산업화 근

대화의업적도부인할수야없지않은가?

진보정권10년동안연평균4% 수준의경제성

장률을기록했는데도소득분배가악화되고중하

위 소득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졌다.(유시민 전게

서167p)

대표적 노무현 진영인 유시민의 솔직한 노무

현 정권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승했다는 문

재인정부는그실패를다시되풀이했다.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 비정규직의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청년실업 대책으로서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무리한증원에도불구하고2019년경

역사는마음대로청산하고뜯어고치는것이아니다. 

대통령의책무는역사의계승과발전이지역사는결코

지도자의결단으로바로세워지는것이아니며

역사적사실이소급하여변경될수있는것이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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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2% 성장, 재정적자의누적, 수출 10.2% 감

소, 소득격차확대, 주택가폭등, 전월세난, 중소

기업파산등으로경제는파탄일보직전이다.

이러한모든것들이코로나때문으로돌릴수

있겠는가? 원인은 진영논리에 따른 시장실패에

있었다.

유일하게 성과가 있는 듯이 보였던 남북관계

마저도미·북회담결렬후악화일로를걸어어

렵게 합의된「남북연락사무소」까지 부셔버리기

에이르렀다.

진보정권이 이념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에 빠

져협치를포기한채독재의길을걸을때국가

주의로변신하는시나리오는끔찍하다.

진보의가치를파괴하는목적과수단의전도,

윤리실종, 권력중독증이우려된다.

진중권은“김대중은민주화에대한비전과남

북통일에대한비전이있었다. 노무현도민주주

의를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기만의

비전이 있었다. 헌데 이분은 비전이 없다. 박정

희는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린벨트, 고교평준화

를했고노태우는냉전이데올로기를스스로해

체했다. 국가에필요한일이라면가리지않고하

는유연함과역동성이있었다. 이명박의버스중

앙차선제는좌파적정책이다. 윤석열징계는추

미애를앞세운친위쿠데타로헌정을파괴한것

이다. 죽창만안들었지인민재판이다.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다는사실이드러났다.”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김대중도 두 아들의 구

속을 막지 못했고 김영삼도 심재륜(沈在쐘)이란

법치(法治) 앞에서 아들의 구속을 막을 방법이

없었음을기억하자.

586은 자기들이 죽인 아버지보다 더 나쁜 아

버지가되어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던이정부의목표는허망한공

염불이 되었고 입만 열면 부르짖던 적폐청산은

신적폐의누적으로공허한메아리가됐다.

역사는 마음대로 청산하고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책무는역사의계승과발전이

지역사는결코지도자의결단으로바로세워지

는것이아니며역사적사실이소급하여변경될

수있는것이아니다.

반기문은“이념편향진영중심의국정운영으로

정부불신이쌓여국민적분열과갈등을초래했

다. 구국의영웅백선엽을떠나보내면서정부가

보여준태도는보훈의가치를폄훼했다. 평화통

일로가는길은북한핵폐기와개혁개방에있으

며이를위한한·미동맹강화와국제공조는정

권이바뀌어도흔들릴수없음을여야가합의해

야한다.”

최불암도“나는지금껏자기주장을별로안내

세우고살아왔어요. 하지만요즘시국을보면너

무답답합니다. 지금모든국민이불안하게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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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바라보고있잖아요.”

이제는 친일세력이니 종북 세력이니 하는 이

념적프레임에서벗어나야한다.

진중권은보수에대해서도신랄한비판을한다.

“보수는저쪽을까는건시원하지만사람이사

이다만마시고살수는없다. 유튜브보며속푸

는게아니라젊은보수층의탁월한아이디어를

발굴해 키워야 한다. 집에다 돈 벌어다 주는 아

버지였는데 지금은 돈쓰는 할아버지에 불과하

다. 「빨갱이」라 낙인찍으면 저들이 고립될 것으

로생각하는데이젠오히려자기들이고립된다.

시장만능주의와권위주의, 극우반공주의세계

를 결집해 고집하며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이제

는먹히지않는다.”

그렇다면진영논리로일그러진현대사는무엇

으로 바로 잡을 것인가? 공칠과삼(功七過三)이

해결책이다.

등소평은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온갖 고초를

겪었으면서도1980년8월21일이탈리아팔라치

(Oriana Fallaci)기자가“마오쩌둥(毛澤東)은 모

든과오에대한책임이없단말인가?”라는질문

에「功七過三」으로답하면서“그의과오에는내

과오도있다. 과오는내가앞장서서바로잡아가

겠다.”고답한다.

過三은잘못된부분만보지말고긍정적인부

분을보라는속뜻을갖고있다. 무엇인가를찾아

서이를개선하고용서할것은용서하자는뜻이

다. 용서(容恕)의서는“마음을같이한다.”즉상

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뜻이다.

功七過三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흑묘백묘

(黑猫白猫)를두축으로깔고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

로서로다를수있는자유를최대한존중하자는

뜻으로같은것은함께추구하고다른것은다름

으로남겨두자는의미다.

흑묘백묘(黑猫白猫)는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

든쥐만잘잡으면된다는뜻으로남쪽으로오르

든북쪽으로오르든산꼭대기만오르면된다(南

爬北爬)는뜻으로목표달성에중점을둔다.

등소평은“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

주의에도시장이있다.”

“일부가먼저부자가되는것을인정해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先富論)”고 주장

하여한때주자파(走資派)로오해를받기도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선은 부자가 되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닌

가? 진보가됐던보수가됐던고양이를잘잡는

정권으로다시태어나길기대해본다.

지금까지 진보·보수의 정권교체는 자기가

잘해서집권한적은없고오히려상대방의실수

로집권할수있었다는현실을인식, 실수를줄

이는것이재집권의길임을깨닫게되기를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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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당리당략을넘어민생·통합·평화·안전을위해헌신해야”밝혀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월 1일신년사를통해“새해우리국회는바

로이런평범하지만소중한일상을국민여러분이하루빨리되찾을수있도록최

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면서“정치권은갈등과대립에서벗어나야합니다. 사회

통합과국민의보다나은삶을위해비전을세우고실천해야할것입니다. 치열하

게논쟁하고책임있게결정해야합니다. 서로다름을인정하지않는당동벌이(黨

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웚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

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위해헌신해야한다”고했다. 그러면서朴의장은“우리는갖은역경을이겨내

세계10위권의강한나라를일군저력이있습니다. 오늘의시련을딛고일어서부끄럼없는발자취를남겨야

겠습니다. 국민삶의질을높이고국가미래발전을꾀하기위해국회스스로도준비하겠습니다. 국가의미래

청사진을제시하고자지난해말국회의장직속기구인‘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가발족했습니다. 여기서지

혜를모으고그방향을다듬어국민여러분께보고하겠다”고밝혔다. 

경제계신년인사회참석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1월 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

장에서열린2021년경제계신년인사회에서인사말을통해“방역에적극적으로협

조해주신국민여러분과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경제를이끌어주신기업인여

러분, 이제정부가힘이돼드리겠다”면서△확실한경제반등△과감한규제혁

파△선도형경제로의대전환△더불어잘사는포용경제등네가지를약속했다.

그러면서“올해는그어느때보다, 우리모두에게‘절전지훈(折箭之訓)’의자세가요구됩니다. 가는화살도여

러개가모이면꺾기힘들듯, 위기의파고를넘을수있는가장강력한무기는연대와협력입니다. 그힘을

원동력삼아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나갑시다. 글로벌선도국가를향해비상하는한해를넘어

도전과혁신이샘솟는변화와번영의길을함께열어나가자”고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대한노인회중앙회자문위원위촉

金順圭(11) 베트남 빈증대학교 부

설 베트남-한국 문화원장(헌정회

이사)은 지난 해 12월 8일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자문위원

으로 위촉되고, 이어 2021년 1월에는 (사)신

라숭혜전릉보존회 자문위원으로도 위촉, 취임

하였다. 

주호영원내대표대한노인회방문

金浩一(14,15) 대한노인회

회장은 1월 11일 대한노

인회를 방문한 주호영 국

민의힘 원내대표와 환담

했다. 이어 1월 12일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

책실장이 방문해 노인회 현안과 저출산고령화

에대해의견을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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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확대방안’세미나

金民錫(15,16,21) 보건복지위원장실은

12월 14일 서영석·강병원 의원실과

공동으로‘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상수리나무교실』시집발간

全錫洪(15) 시인이 12월 25일 시학

에서 출간한 한국의 서정시 146

『상수리나무 교실』시집을 발간했

다. 全 시인은『시와시학』으로등단

한 후 시집으로『담쟁이넝쿨』『자운

영 논둑길을 걸으며』『내 이름과 수

작을 걸다』『시간 고속열차를 타고』『괜찮다 괜찮

아』『원점에서서』등이있다.  

‘남북고속철도건설지금해야할과제’생중계

盧雄來(17,19,20,21) 의원실은 12월

18일 양기대 의원실과 공동으로‘남

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에 대해 유튜브‘양기대TV’를 통해

생중계했다.

『헌정여성』3호발간

(17) 헌정회 여성위원

장은 12월 2020년 여성위원

회현황을담은『헌정여성』3

호를 발간했다. 申 위원장은

발간사를통해“헌정회여성위원회의어제와오늘의

움직임을담은기록”이라고한다. 『헌정여성』3호에

서는여성회원(164명 중 30명 작고)의 현황과여성

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엮었고 부록으로 규정, 여성

회원, 역대임원, 정책자료, 홍보자료등을담았다. 

국회사무총장으로취임

쐥春錫(18,19,20) 회원이 1월 11일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생

중계를 했다. 쐥 사무총장은 취임사

를 통해“국회가 갈등과 다양한 이

해관계를녹여내는갈등조정자의역할을다할수

있도록뒷받침해야할것”이라고했다.

‘언론과 부동산:가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논하다’세미나

金鎭愛(18,21) 의원실은 12월 15일도

시공간정책포럼, (사)민주언론시민연

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언론과 부동산:가

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 논하다’에 대해 유

튜브‘김진애TV’,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통해 생

중계했다. 

국회정보위원장으로선출

金炅俠(19,20,21) 의원은 1월 8일 국

회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

됐다. 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정보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는 전해철

정보위원장이행정안전부장관으로취임하면서공

석이돼선출하게된것이다. 

‘초저출생시대성·재생산건강보장’

정책토론회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12월 17일

저출산·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

회여성아동인권포럼(권인숙의원실), 인구보건복지

협회와 공동으로‘초저출생시대 성·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유튜브‘인구보건복

지협회’를통해생중계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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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정책세미나

朴洸瑥(19,20,21) 의원실은 12월 17일

홍익표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과 공

동으로‘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

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유튜브를통해온라인생중계했다. 

‘소방국가직화그의미와향후과제’세미나

쐥埰益(19,20,21) 의원실은 12월 11

일‘소방국가직화 그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세미나

韓貞愛(19,20,21) 의원실은 12월 14일

유의동 의원실, 국회 기후변화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생중계 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기후변화정책연구소,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

으로‘탄소중립 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에

대해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생중계

했다. 

‘크라우드펀딩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고도화방안’생중계

姜勳植(20,21) 의원실은 12월 15일한

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크라

우드펀딩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방안’에

대해SNS로생중계진행했다. 

‘K뉴딜성공을위한금융의역할’유튜브생중계

金炳旭(20,21) 의원실은 12월 9일 국

민일보와 공동으로‘K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철도인프라의효과적관리및활용

방안’온라인세미나

金碩基(20,21) 의원실은 12월 4일 조

오섭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으로‘철도인프라의효과적관리및활용방안’에

대해온라인세미나를개최했다.  

‘힘을 내요 소상공인 일어서자 대

한민국! 코로나19 극복’대토론회

宋甲錫(20,21) 의원실은 12월 10일

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공동으로‘힘을 내요

소상공인일어서자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대토

론회를개최했다.  

‘문경∼김천철도사업’정책토론회

宋彦錫(20,21) 의원실은 12월 14일 임

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중부선 철

도, 끊어진 허리 이대로 둘 것인가?

문경∼김천철도사업정책토론회’를비대면유튜브

‘송언석TV’, ‘임이자TV’를통해생중계했다.

‘학교통학로안전’비대면토론회

鄭春淑(20,21) 의원실은 12월 11일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 비대면

토론회를 유튜브‘정춘숙 TV’를 통

해생중계했다. 

헌정廣場

94

01-96(2월)수  2021.1.22 16:23  페이지94   MAC-4       



2021. 2 95

‘게임법개정안’온라인공청회

趙承來(20,21) 의원실은12월10일국회

문화콘텐츠포럼과공동으로‘게임법개

정안온라인공청회’를유튜브‘국회의

원조승래’를통해생중계했다. 

‘돌봄국가책임강화위한체계개선

및돌봄노동자처우개선’토론회

權仁淑(21) 의원실은 12월 17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공연대노동조합

과 공동으로‘코로나19 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를위한체계개선및돌봄노동자처우개선’에대

한국회토론회를온라인으로개최했다.  

‘중소기업특별위 자문위원단 위촉

식및중소기업정책방향’세미나

金京萬(21) 의원실은 12월 11일 더불

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공동

으로‘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자문위원

단 위촉식 및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

를유튜브로생중계했다.   

‘국내철강시장안정화’정책세미나

金炳旭(21) 의원실은 12월 7일 국회

철강포럼과 공동으로‘국내 철강시

장 안정화’에 대해 정책세미나를 개

최했다.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인수

합병쟁점과과제’생중계

朴商赫(21) 의원실은 12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항공산업 위

기극복을위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인수합병

쟁점과과제’에대해유튜브로생중계했다. 

‘자산비례벌금제의입법방안’온라인토론회

蘇秉哲(21) 의원실은 12월 22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자산비

례 벌금제의 입법방안’에 대해 온라

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12월 11

일에는 서동용 의원실, 전라남도, 순천시와 공동으

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순천의미래’주제의

토론회를유튜브‘소병철TV’를통해생중계했다.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법제도개선’세미나

兪訂炷(21) 의원실은 12월 16일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

동으로‘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유튜브‘한국콘텐츠

진흥원’을통해생중계했다. 

金範明(14, 15) 회원이 1월 6일 별세. 고

인은 대전중, 대전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과 졸업,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고려대 자원과학대학원 수료. 수출의날

금탑산업훈장, 자민련 충청남도 지부장, 국회 재해대

책 상임위원장, 국회 환경노동 상임위원장, 자민련 전

당대회 수석부의장, 자민련 당무위원, 자민련 논산·

금산지역위원장등을역임했다. 향년 78세.

朴珠賢(20) 회원 딸결혼.

일시 : 2020년 12월 27일(일) 12시 30분

장소 : 전경련회관 50층세상의모든아침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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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결혼혼을을 축축하하합합니니다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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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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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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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卿植(19代), 쐌容泰(2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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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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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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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10매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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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메일: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헌헌정정회회는는 이이런런 단단체체입입니니다다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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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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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헌정정회회 발발자자취취

이이런런 활활동동을을 폅폅니니다다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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