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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대석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욕먹을까겁먹지않는‘용기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입법

코로나19…한국경제의 향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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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가추구하는최고의가치가무엇이냐고묻는다면

그것은대한민국헌법이라고답하는게정답일것이다. 대한민국헌

정회육성법제1조에는민주헌정유지발전을위한대의제도연구와

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한다고되어있다.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고하고헌법제4

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고되어있다. 그렇다면대한민국

헌정회가해야할가장큰일은헌법에담겨져있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지키고통일을지향해야한다. 오늘의시점에서헌

정회는그러한존립가치를잘지키고있는가를성찰해봐야할때

다. 헌정회는어느정파적이념을초월해서오직대한민국헌법만

생각하는대한민국원로단체로서당당하게우리의길을걸어가야

한다고생각한다.

경제대국, 민주화동시에달성

세계에서가장가난했던나라가, 미국의원조로국가예산을짜야

했던나라가이제세계10대경제대국이되고국제신용도가아시아

의최고가되었다. 원조를받던나라가원조를주는나라가되었다.

국민소득3만불은달성했으니분명히선진국이다. 근대화와민주화

를함께이룩하는과정에국정에참여하고기여했던우리는이제당

당하게우리의목소리를내고나라가잘못된방향으로갈때는이를

바로잡는데주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그런차원에서국회를

세종시로옮기는문제는통일을지향하는헌법적가치를역행하는것

으로우리가앞장서서막아야되는것이다. 대한민국이통일의목표

를버린다면대한민국은혼이없는나라가된다. 三峯鄭道傳선생이

정치는명분을먹고산다

朴權欽

헌정회원로위원

한국차인연합회장

10·11·12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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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를창건하고개성에서한양으로수도를옮긴후지난600년동안북방으로부터많은침략이있었

지만수도한양을버리고수도를남쪽으로옮겨야되겠다고생각한일도없고시도한적도없다. 헌법상으로

북한땅은엄연히대한민국의땅이고그래서통일부가있는데국회마저세종시로가면서울은더이상수도

의위상이소멸되는데이것을강행한다면결과적으로도통일목표를포기하는것이된다.

헌정회는국회세종시이전막아야

어느여론조사에서도국민60% 이상이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강행할경

우에는우리헌정회회원전원이국회로텐더홀에단식농성이라도해야된다고생각한다. 이낙연여당대

표가차기대선주자로서표를생각해서국회를세종시로옮기겠다고말함으로써문제가발생했는데그것

은크게잘못된생각이다. 언젠가는꼭이룩해야할민족적과업인통일이되었을때수도가서울에있어야

지세종시에있어서말이되겠는가. 정도전선생이한양도읍을만들때동대문을興仁之門으로서대문은

敦義門으로하고남대문을崇쎒門으로하고북대문을弘智門으로하고종로한복판에보신(普信)각을세움

으로써仁義쎒智信유교의나라임을만천하에밝혔던것이다. 한국인에게는유교정신이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소니와마쓰시다등전자회사를제치고세계최대전자회사애플과세계1∼2등을다투게만든것

은선비정신을가진한국인이세계인과경쟁해서이루어낸위대한업적이다. 우리는역사의교훈을깊이

생각해봐야한다. 4.19학생혁명후극도의사회적혼란을우려했던윤보선대통령이5.16 군사쿠데타가

왔을때“올것이왔다”라고했다. 이한마디가박정희시대18년의길을열어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지난

총선에서압도적다수여당이되었다고국회상임위원장을완전독식할때헌정회가간곡하게말려야했는

데아무말도못한것이아쉽다. 다수가과욕을부리면역풍이왔던역사를우리는가지고있지않은가.

1.1% 명분이유신체제무너트렸다

8대국회의원선거때서울의경우영등포의장덕진의원한사람만공화당의원이당선되고나머지전

원야당이당선되었다. 이에당황한박정희정권은10월유신을단행하여종신집권을할수있는철옹성

같은유신체제를만들어버렸다. 김영삼총재는유신헌법이잘못되었다고말하는것만으로도긴급조치위

반으로구속되는상황에서정면으로맞서싸워마침내1978년10대국회의원선거에서신민당이득표수에

서1.1% 승리한그명분을내세워줄기차게투쟁한결과, 김영삼총재국회제명에항거해서일어난부마

사태를만나이를수습하는과정에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과김재규중앙정보부장사이의갈등으로빚어

진김재규의박대통령시해사건으로유신체제와박정희시대는종막을고했다. 우리는 1.1%의명분이

유신체제도붕괴시킨역사도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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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미국에서제46대바이든대통령이취임

했다. 바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는트럼프행정부와

는크게다를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의정책은대통령의

개인적선호나정치적상황에따라크게좌우되면서김정

은위원장과직접담판을하려던모습이었다. 하지만, 바

이든의정책은실무수준(working level)의협상을중심으

로 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더 정교하게 준비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바이든은

단기간내북한과의합의를기대하지않을것이다.

北스스로변하는‘전략적인내’정책예고

바이든의대북정책방향으로가장많이언급되는것은

오바마의‘전략적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이다. 바

이든의외교안보팀은거의대부분오바마때일했던사람

들이다. 이들의북한인식은크게달라지지않았기때문에

오바마의정책기조로북한을다룰것이라는예상을하게

된다. ‘전략적인내’는북한체제의성격상어떠한대북정

책도효과가없기때문에미국은북한스스로변할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정책이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1994년제네바합의, 2005년9.19 공동성명, 2012년2.29

합의, 2018년싱가포르합의등북한과협상을통해여러

한미동맹가치회복과공조강화위한노력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이 서로 조화되도록

황지환

서울시립대교수

특집Ⅰ 美바이든행정부출범과미북관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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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북한 독재체제와

군사적 도발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

다. 다만북핵문제가긴급하고심각한위협이아

니기때문에미국은충분히시간을가지고북한

에대응할수있다고생각한것이‘전략적인내’

의기반이되었다. 문제는바이든시대에는상황

이달라‘전략적인내’정책을추진할수없다는

점이다. 트럼프시기북핵상황은너무많이변했

기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급화성-15형로켓을발사하면서대

미핵억지력완성을선언했고최근열병식에서

더개량된미사일을공개하기도했다. 바이든이

북한문제를정책후순위로밀어놓을수없는이

유이다. 이에바이든외교안보팀은취임초기북

한문제를재평가하고정책재검토를하고있는

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핵능력감소를전제로협상

그렇다면바이든의대북정책은어떤모습으로

나타날것인가? 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의정상

외교를비판했지만외교적노력자체를배제하지

는않을것으로보인다. 북미간실무급협상을통

해분명한진전이있을때는정상회담이시도될

수도있을것이다. 물론가능성이그리높지는않

다. 바이든은지난해 2차대선토론에서북한의

핵능력이감소되는것을전제로협상을할수있

다고분명히밝혔기때문이다. 북한이핵능력을

감소시키는조치를하지않을경우본격적인대

북협상과외교가작동하지않을것이라고암시

한것이다. 또한, 바이든외교안보팀의대북인식

은상당히악화되어있어전향적인북핵합의가

능성은상당히낮다. 하지만바이든이북한문제

를그냥내버려둘수만은없기때문에새로운모

멘텀을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다.

한가지협상가능성은어떤이유에서든북미

관계가호전될경우북핵문제의단계적합의와

이행을 통해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

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 미국

내에서 검토되었고 이후 논의가 활성화되었던

‘스몰딜’이나‘잠정협정’이 그러한 방식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간 비

핵화에대한입장차이가너무커서합의가이루

어지지못했다. 하지만북한의‘단계적, 동시행

동원칙’과미국의‘일괄타결후단계적이행전

략’은상당한차이가있지만, 일견엇비슷한부

분도있다. 미국이요구하는‘일괄타결’과북한

이 요구하는‘동시행동’의 원칙을 단계적 이행

의 틀에서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

다. 이런합의가‘스몰딜’이나‘잠정협정’형태

취임식후행정명령에서명하는바이든대통령(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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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루어진다면북핵협상의진전이가능하다.

2019년 이후 워싱턴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계열

전직관료들과학자들이이런중간단계합의필

요성을제기해왔다. 블링컨국무장관도과거컬

럼에서북핵문제를이란핵합의인‘포괄적공

동행동계획 (JCPOA)’의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

해야한다고주장한적이있다.

바이든대북정책의또다른변수는북한인권

문제이다. 바이든은 대북 정책을 논의할 때 핵

문제만큼이나인권문제를중요시해왔다. 바이

든은과거상원의원시절북한인권법통과에찬

성했으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하기도 했

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세 번 만나면서도 인권

문제를전혀다루지않아독재자를위해변명해

왔다고비판한적도있다. 또한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던 점이 수치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민주당 역시 지난 해 전당대회 정강에

북한인권문제를포함하며북한정권의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분명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될것이다. 북한은미국의인권문제비판

에민감하게반응할것이고이는비핵화협상등

다른북미관계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北미국보다중국우선시정책예고

물론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도북한의대미정책이바뀌지않고있다

는점이다. 지난 1월초열린조선노동당 8차당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여

대외관계를이끌어나갈뜻을비쳤다. 북한은당

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대외관계를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방향과 정책을 천명

하였는데,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

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

국과의친선관계를새세기의요구에맞게발전

시키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친선관계

의새로운장을열어놓은데대하여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북중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의 운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5번의 북중 정상

회담이 상호간 전략적 의사소통과 이해를 두텁

게 했음을 강조했다. 북중 관계 강화는 8차 당

대회기간중소개된중국공산당중앙위의축전

과시진핑주석의김정은총비서추대축전에서

도 잘 나타난다. 결국 8차 당 대회의 북한 대미

정책기조는2019년 12월의제7기제5차전원회

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시 북한

의투쟁구호는“우리의전진을저해하는모든난

관을정면돌파전으로뚫고나가자”였다.

북한의대미정책은강력한국방력에기반한군

사적억지와외교적공세로전망된다. 북한은단

기간내에공격적 도발을하지는 않더라도미국

과의장기적인대립을준비하면서국제사회의대

북제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후상황

을엄혹한환경과최악의형세로인식하고있다.

미국의공세와봉쇄정책으로북한의대외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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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악화되었다고인식하며미국과의관계개

선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행정부 출범후 북미관계도별로기대하

지않고있다. 북한은누가집권하든미국의실체

와대북정책근본은 절대변하지 않는다고지적

하면서반제국주의와자주역량강화를위해노력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핵기술을고도화하여초대형핵탄두

생산과핵장거리타격능력제고뿐아니라핵무기

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핵잠수함과 수중발

사핵전략무기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

고 언급했다. 핵 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를‘세계적인 핵강

국, 군사강국’으로 칭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미정책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기에 모아져

있다.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약화된

것이아니라더 심화되었다고비판하며이를폐

기해야북미관계개선을생각해볼수있다고했

으며, ‘강대강, 선대선’의원칙에서대미관계를

다룰 것을 예고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비핵화협상관련언급은전혀하지

않았고 핵능력 강화만 강조했다. 미국의 협상전

략변화가 없이는 북한이비핵화 협상에나가지

않을것임을의미하는것이다.

美대북정책은글로벌·동아시아전략과연계

이런북한의대응에서미중관계변화는큰변

수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자체로독립적이지않고글로벌전략및동아

시아전략과연계되어있다. 미중관계악화는북

핵문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다. 바이든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문

제에대한인식자체는크게다르지않아기본적

으로대중강경입장을보이고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우선 책임론을

제기할수있다. 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여

전히높이평가하기때문이다. 따라서미중갈등

구조에서북한문제를다루는것은쉽지않다. 중

국이북한문제를통해 미국을견제하는모습을

보일수도있어향후미중관계는 북미관계에큰

영향을미칠것이다. 북한문제를미중갈등구조

에서분리시키고미중의 협력구도하에서 북한

문제를다룰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가 바이든 외교안보정

책의최우선적인어젠다가될수있도록설득하

는것이중요하다. 바이든행정부가대북정책재

검토를 하는 과정에‘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보다적극적인정책을구상할수있는기회를만

들어야한다. 바이든의부정적대북인식을고려

할때비핵화협상의합의가능성이높지는않지

만북핵외교자체를기피하는것은아니므로북

미의 협상안을 결합하려는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한국정부는바이든행정부와한미동

맹의 가치회복과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이 서로 조화되도록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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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당선을바란트럼프와싸운바이든

문재인대통령의주선으로 2018년 6월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문을 얻어

낸 김정은은비록 2019년 2월 하노이에서트럼프의변

덕으로충격을받았지만, 판문점에서트럼프를다시만

나북·미화해기조를이어갔다. 그러나트럼프가북핵

문제해결이나한반도평화, 북·미관계정상화를진지

하게추구한것이아니라세계언론의주목을받고미국

국민들의 환심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추구했으므로

이후미-북회담은진전을이루지못했고, 작년내내코

로나19 팬데믹은미-북관계를정체시켰다.

김정은은자신을선뜻만나주고수용가능한합의를해

준트럼프를비교적손쉽게다룰수있는상대로간주하고

트럼프의재선을희망했다. 또대선전이라도또한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가져북한의뜻을성취하고자작년7월

김여정을시켜북·미간대화의지를시사했던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트럼프가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톱다

운방식으로김정은을세차례나만나준것에대해비핵

화에선아무것도얻어내지못하고불량독재자를국제

고립에서 탈출시켜 주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을

폭력배라고지칭한바이든에대해북한은여러차례입

북한이미국을신뢰해야핵을내려놓을수있다

洪鉉翼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특집Ⅰ 美바이든행정부출범과미북관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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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기 어려운 험담과 저주를 퍼부었다. 특히

김정일 시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부통

령을 지냈는데, 당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대

북정책 기조로 삼아 8년간 북·미 양자회담은

물론이고 6자회담조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무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반감을 가

져온터였다. 종합적으로추측해보면바이든행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이나 미·북관계 정상화

는기대하기어려워보일수있다. 

바이든의미국이북한과의관계개선가능한사유

그러나바이든의미국과 김정은의북한이 비

록속도는더딜지라도예상외로북핵문제에진

전을가져오면서관계도개선할수있다는기대

를걸만한사유들도존재한다. 무엇보다바이든

자신이 불량국들과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현안

을 해결하고 폐쇄적인 불량국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온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바이든은 상원

의원시절김대중대통령의대북포용정책에대

해현명한정책이라고평가했고아들부시대통

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경시하자 부시의 대북정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북

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라고 종용했다. 또 2009

년부통령으로서외교경험이일천한오바마대

통령을 보좌해 불량국가들인 쿠바와의 관계 정

상화와이란과의핵합의타결을지휘했다.

바이든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경제적

이익보다 가치 공유를 중시하면서 동맹관계를

복원한다는 것이므로 방위비 분담금 타결은 물

론이고 한국이 당사자인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

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

책을청취하고중시할것이라는점도북·미관

계개선에희망을갖게해주는요인이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취임한 2009년 시절보

다 그간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돼 수십개의 핵

탄두를 갖게 되었고 투발수단으로 장거리 미사

일까지 개발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므로 이제

는대통령바이든이또다시‘전략적인내’기조

를채택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이다.

‘전략적인내’냐‘이란핵합의’방식이냐

미·북관계의 향방을 예측하려면 양측의 입

장과 정책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2018년

10월 미·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인질 3명을

귀환시켰고 핵 실험장을 붕락시켰으며 싱가포

르 합의에 따라 유해도 송환했을 뿐 아니라 핵

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유예해왔으니 미국도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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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중단하고종전선언을수용하며북·미연락

사무소 설치등관계정상화 초기조치를 조건없

이 취하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자 향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아예협상에응하지 않겠다는자세를 취

했다. 작년6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해한

국 정부뿐아니라 미국에게도불만을 표출한 북

한은7월김여정의담화를통해북·미고위급협

상가능성을시사했지만트럼프는코로나19와대

선일정상호응할수가없었다. 더구나바이든의

당선에실망한김정은은 1월 8차 당대회를통해

미·북 대화에더는미련이 없다는듯 자력갱생

과국방력강화를천명해핵-경제병진노선의부

활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주적이라고 지칭하고

‘강대강, 선대선’의대미대응방침을천명하고대

화의조건은 여전히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에있다고했다. 한마디로미국이선의로나

오면대화하겠지만, 그렇지않다면핵무력을강

화하면서버텨나갈수있다는것이었다.

어쨌든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는것이므로결국바이든행정부의새로운대

북정책이향후미·북관계의관건인셈이다. 신임

국무장관토니블링컨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

책기조를전면재검토할것이고단지인도주의적

인 지원은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이런맥락에서부통령시절외교를주도한바

이든이2015년쿠바와관계를정상화하고인내심

을가지고이란과의핵합의를타결하면서도유독

북한에대해서는북한이먼저비핵화에진전된태

도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하겠다는‘전략

적인내’기조를펼쳤는지를살펴야한다.

2008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오바마-

바이든은 불량국가들과‘과감하고 직접적인 외

교’를시행하겠다고선언했다. 보즈워스전주한

대사를대북정책특별대표로임명하고힐러리클

린턴국무장관이서울을방문하기도했다. 그러

나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까지 의회 인준을 받는

과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대와 달리 미국은

특사파견은고사하고미·북고위급회담제안

조차하지않았다. 마침내2009년 4월 5일오바

마대통령이체코를방문해‘핵없는세상’을만

들겠다는포부를밝히기불과몇시간전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오바마와 바이든을 경악

시켰다. 이에따라오바마행정부는북한을무시

하는‘전략적 인내’기조를 8년 내내 유지했던

것이다. 1993년카터행정부가전년에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1년 반 동안 한반도를 1차 핵

위기로몰고갔던상황이재연된것이었다.

현재미국에서국무부차관, 차관보의인준청

문회가 진행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

조가 재검토되고 있는데, 1993년이나 2009년

상황이재연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우

선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나‘전략적 인

내’정책을 입안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동아태차관보대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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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설리번백악관안보보좌관, 커트켐벨NSC

인도태평양조정관(아시아 차르) 등의 면면을 살

펴보면, 바이든행정부가북한에대해섣불리정

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등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회담을 거쳐 북·미간 비핵화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진 뒤에야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것임은쉽게예측할수있다.

일단미국도대북인도주의적인지원의사는밝

혔으므로북·미간파국상황은당분간은벌어지지

않을것으로보인다. 결국북한이잠수함발사미사

일이나장거리미사일발사등중대한도발을감행

하기전에바이든행정부가이란과의핵합의를복

원시키고, 이를북한에도적용할지여부가미-북관

계를결정지을것이라고여겨진다. 이란이평화적인

목적을제외한핵활동을중단하면국제사회는제재

를잠정해제하고, 만약이란이이를어기면다시제

재를가하는(스냅백) 방식의합의를북한에도적용

한다면북한은호응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한국정부의과제

정부가우선적으로챙겨야될사항은2009년처

럼미국이북한의기대만부풀려놓고계속대화를

미뤄조바심이난북한이중대도발을감행해한

반도 평화의 판이 깨지는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일이다. 모든대북소통채널을가동해남북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정책

검토완료시까지일단기다릴것을설득하면서만

약섣불리도발을감행하면미국은물론이고우리

도강력히대응할것임을분명히밝혀야한다.

미국에게는북한이미-북협상장을떠난이유

가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일부 이행했지

만트럼프는거의실천한것이없다는점을지적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려면 종전선언을

수용하든가 싱가포르 합의 존중을 선언해 북한

의도발을막는것이중요하다고설득해야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지를 밝히는

것이도움이될것임을설명해야한다. 싱가포르

합의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으므로 이를

중시하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라는점도강조해야한다.

특히미국의핵능력이북한을압도하고경제

력이 북한의 600배인 상황에서 체제와 안보 딜

레마상황에처한북한이핵을내려놓도록하려

면북한이미국을신뢰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

결정적이라는점을설득해야한다.

협상이 시작되면 미 행정부에게 중단거리 미

사일과화생방무기, 인권문제는분리해핵과장

거리미사일에집중해야하고, 일괄타결보다핵

동결, 핵감축, 핵폐기와검증등의순서로단계

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타협이 가능하

다는 점을 설득하고, 타협가능성과 이행구속력

을증진하려면한-미공동의제안을만든뒤, 중

국의동의를받은뒤이를북한에제시하는방법

을고려해볼것을권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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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딛고 바이

든 행정부가 출범, 새로운 미국의 시대 개막을 알렸다.

바이든행정부는이제전임트럼프행정부의부정적유

산에대한청산에들어갔다. 국내적으로는분열과갈등

을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는

행보를본격화할것이다. 그렇다면바이든행정부의출

범으로미북관계에는어떤변화가올것인가?

바이든행정부의대외정책

외교경험이풍부한바이든대통령은전직트럼프대통

령의외교정책을대폭수정해서우선국제사회에서실추

된미국의위신과신뢰를회복하고소원해진동맹국과의

관계회복을강조하고있다. 바이든행정부의외교는민주

주의와인권, 다자주의나국제기구와의협력을중시하고

동맹국과의연계와협력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바이든행정부의외교안보분야정책방향과미북관

계의변화를어떻게시도할것인지북핵정책은어떻게

변화시킬것인지를가늠할수있는것은바이든대통령

이 어떤 인물들로 새 외교·안보 진용을 편성하였는가

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바이든행정부에서대북정

책을담당하게될외교안보 라인에는빌클린턴과오바

북핵실무협상통한구체적합의후

정상회담추진예상

黃震夏

한미우호협회장

17·18·19대의원

특집Ⅰ 美바이든행정부출범과미북관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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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행정부에서북한및아시아를담당했던베테

랑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국무부에는 토니 블

링컨국무장관과웬디셔먼부장관이호흡을맞

추게되는데, 블링컨은북한이협상테이블에나

올때까지강한대북제재를지속해야한다는강

력한입장을밝혀온인물이다. 매들린올브라이

트국무장관밑에서대북정책조정관을지낸웬

디 셔먼은 북한을 다루어본 경험이 풍부하다.

당시만 해도 셔먼은 비둘기파였지만 퇴임 후에

는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는데 국무부에서는 그

가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

다. 코리아 미션 센터를 책임지며 북한 정보를

다루게될CIA 국장에는윌리암번스전국무부

부장관이지명되었다. 

국무부에서30년넘게일한번스지명자는힐

러리클린턴전장관이최고의외교관으로뽑을

정도로인정을받는인물인데그는북한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면

서도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압박이이완돼북-미정상회담이실패한것”이

라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사이다. 따라

서미국바이든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은‘북

한의 도발과 협상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들과김정은위원장의지시없이는아무

것도결정하지못하는대미강경파가서로상대

하는모습이되리라전망된다. 

바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분열과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

를둘수밖에없는상황이라북미관계의급속한

진전은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당장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과제를

던졌다. 토니블링컨국무장관지명자는상원외

교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북핵문제에대해“이

는 기존 행정부들을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며

나아지지않고더나빠졌다.”라고정책전환방침

을 분명히 했다. “압박조치도 강구하겠다.”라고

도했다. 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지명자는북한

핵 능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

겠다고했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톱다운식 접근법

의폐기를넘어엄격한비핵화요구, 더강한제

재압박에나서겠다는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 리더

십의복원을추구할것이예상되기때문에대북

정책역시글로벌리더십의복원과연계해나갈

것으로보인다. 민주주의의가치를공유하는동

맹국및파트너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세계질

서를주도해나가고독재에대항해인권을증진

하겠다는점에서트럼프행정부와는차별화되는

정책을펼쳐나갈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북한 비핵화 협상은

2019년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듯

톱다운식으로 개최되었으나 합의 없이 끝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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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좌초됐다. 미국이북한의전면비핵화를요

구하는데반하여북한은비핵화없이부분적인

핵 능력 감축 조치를 한 대가로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그 이상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애매하고 불분명했던 합의

결과가가져온필연적인결과라고할것이다. 싱

가포르합의내용은“북한은 (중략) 한반도비핵

화를위해노력할것을약속한다.”였다. 

바이든행정부의북핵정책

바이든행정부의대북핵정책목표는트럼프

대통령의핵정책과전적으로일치한다. 즉북한

의완전한비핵화를달성해야하며이를달성하

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조치가 유용한 수단이라

는점이다. 그러나이를추진하는방법에는차이

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톱다운식 핵 협

상은하지않겠다는것을분명히하고실무협상

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

을개최할가능성을열어놓고는있지만,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면에서는 너무 불투명

한상태이기때문에전면재검토를거쳐나오게

될바이든행정부의대북핵정책은어떻게될것

인지전세계가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상황에서바이든행정부가택할수있는대

북핵협상방안은모두세가지방안이상정될수

있다. 첫째북한이완전비핵화를위한로드맵에동

의할때까지제재는유지하면서완만한협상을지지

하는방안이다. 둘째단계적비핵화방안이다. 이는

1994년제네바합의와같은방식이다. 셋째6자회담

처럼다자협상의틀에핵협상을맡기고미국은한

발짝물러서서오바마정부시절과같이‘전략적인

내(Strategic patience)’형태로돌아가는것이다.

첫째형태인북한의완전비핵화로드맵동의

하에 제재 유지, 그리고 완만한 협상 지속은 북

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상황임을고려할때북한에가장불리하

고미국에는가장유리한옵션이될수있다. 그

런데도북한이심각한경제난을탈피를위해비

핵화를결단하리라는보장이없으므로실효성을

예측하기가어려운옵션이다.

둘째, 단계적비핵화방안인데이는북한과중

국이선호하는옵션이기는하나1994년의제네바

합의와2005년의6자회담합의가성공하지못하

고실패로돌아간방식이다. 따라서이방법도실

효성면에서는확증이 없고오히려초보적인핵

동결이나핵 신고의범주를 벗어나기어려울것

으로보인다. 셋째, 다자협상틀에맡기고미국은

빠지겠다는옵션은이미오바마행정부에서경험

한 바가있는옵션으로서치명적인문제점이미

국이소수파로고립이될수있다는점이고더욱

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합의문을

도출해내는것은불가능한옵션인것이다. 

대북정책을다시검토하겠다고공언한이후아

직은그결과가나오지않았다. 그러나분명한것

은과거의경험과교훈들을기초로해서새로운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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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수립할것이며섣불리나서지는않고외교

접촉을통해과연북한이비핵화의지가있는지,

로드맵을제대로내놓을지에대해먼저확인하려

할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 한편북핵문제

를전담하는국무부대북정책특보를임명하고북

한에“대화의문이열려있다.”라고메시지를보내

면북미접촉은예상보다빨리이루어질수도있을

것으로내다보고있다. 그렇더라도“트럼프처럼톱

다운방식으로북핵문제를풀어가리라는기대는

무리”라고보는것이전문가들의시각이다.

북한인권문제

북한은세계최악의인권국으로정평이나있

다. 지난 2월 4일미국무부는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인권특사는

트럼프행정부내내공석이었다. 북한의아킬레

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북

핵문제에다가가기위한차원이라고했다. 그러

나바이든행정부는트럼프행정부와는달리북

한인권문제에대해서도외교정책중의하나로

추진할것임을시사하는것이어서주목된다. 한

편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을포함하여인권과민주화문제에더욱더중점

을두고유럽과아시아동맹국들과의연대를통

해중국을압박해나갈전망이다. 트럼프행정부

는홍콩문제나신장위구르문제를중국내정문

제로간주하고침묵했었다. 그러나과거냉전시

대에미국과서방진영이헬싱키체제를통한인

권문제 제기로 소련과 유럽 공산국들을 내부로

부터붕괴시킨사례를비추어볼때이러한접근

법은군사적압박보다더큰파급효과를가져올

수도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북한인권문제

는바이든행정부에서도지속될미·중간의갈

등과경쟁속에서대중국압박용으로, 또한북한

의핵문제등, 북한문제를푸는방법의하나로

고려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하겠다.

바이든행정부의출범이가져올미북관계의변

화는다음세가지로요약을할수있을것같다. 첫

째대외정책방향은트럼프대통령시절실추되었

던미국의위상을되찾고자유주의질서를회복하

는동시에동맹국이나우방국과의연계와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이다. 둘째북핵정책은트럼프행정

부와목표는같지만톱다운식의핵협상이아니라

보텀업방식의실무협상을통한구체적합의를유

도하고그성과에따라정상회담도개최할수있다

는가능성을열어두고추진해갈것으로예상이된

다. 셋째트럼프행정부와달리북한인권문제가부

각될것으로보인다. ABT(Anything But Trump)

라는구호가가리키듯이미북관계도이런기조하

에서추진될것으로전망되며북한핵등북한문제

를해결하는데동맹국인한국의적극적공조와동

참을요구할가능성도커보인다. 따라서트럼프행

정부시절우리정부가조율해왔던제반정책들이

새로출범한바이든행정부와의동맹유지발전과

공조차원에서더욱치밀하게그리고신중하게검

토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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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돌아왔다. 4년간 단절되었던 미국의 주류

정치권에 의한 외교안보정책이 다시 시작됐다. 트럼

프행정부의매우독특하고도유래없는외교안보원

정기는4년의짧은시험으로막을내렸다. 트럼프시

기의 미국 대외정책은 흔히들“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로 요약되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은국제질서속에서미국의지배적지위를바탕으로

그간미국의입장에서부당하다고생각되었던비용의

부담구조를바꾸려는적극적인시도가계속되었다. 

역대미정권의한반도정책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여느정부와달랐던것은

바로한반도를바라보는태도였다. 여태까지미국의

한반도정책은줄곧수동적이며반응적이었다. 이는

바이든정부출범과미-북협상의미래

싕旭

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겸임교수

특집Ⅰ 美바이든행정부출범과미북관계전망

바이든정부출범과미-북협상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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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안보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에따른것으로, 한반도에서미국의외교안

보정책목표는현상유지(status quo)다. 심지어

트루먼 행정부에서는 애치슨 선언으로 대한민

국의 안보지정학적 가치를 과소평가했다가

6.25 전쟁으로오히려그중요성을인식하게되

었다. 6.25 전쟁으로미국은공산주의와의대결

을행동으로보여주었고, 전쟁이후에는‘선뜻’

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정부의 부단

한 노력과 미국 내의 반공 여론에 의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체결되었다. 

사실 6.25 전쟁이후미국의외교안보정책에

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가 된 적은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6.25 전쟁이

휴전 이전까지 지리멸렬한 전투가 지속된 것도

유럽의방위태세약화를우려한서구동맹의우

려에 바탕한 것이었으며, 베트남전쟁에 휘말릴

때도 주한미군에서 병력을 차출하려는 것을 막

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적극 파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냉전시기까지미국의전략적목표는소

련의 봉쇄였으며, 이를 위해 NATO의 방위력

향상은언제나지상과제였다. 또한에너지안보

의 핵심지역으로 중동에 대한 꾸준한 관리야말

로미국안보정책의주춧돌이었다. 

냉전 이후 소련이 무너지고 경제력이 약해지

자, 미국은이제경쟁자없는세계의경영에중

심을 두고 안보역량은 냉전시대에 비하여 약화

되었다. 이런와중에 9.11테러가발생하면서미

국은 중동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안보태세를 보

여 왔고, 또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를 장

악했던 네오콘 특유의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하

여 2개 전선에 걸친전쟁수행으로국력을 소진

해왔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핵실험을 감행함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이는 미

국이 북한의 핵능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

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애초에 한반도 이슈가

미국의사활적이익이아님에대한방증이었다. 

트럼프정권이들어설때도관측은비슷했다.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최우선이 이

란핵문제및이라크·시리아·아프간등중동,

그 다음이 러시아와 중국, 마지막이 북한 정도

로관측되었다. 하지만트럼프가취임하던해에

북한은6차핵실험으로수소탄능력을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화성-15 ICBM의 시험발사까지 성공

하면서미국의관심을끄는데성공했다. 따라서

2017년한해동안항모전단이 3번한반도인근

에배치되고, 미군전략폭격기의위력비행이반

복되는등군사적긴장이고조되었다. 

트럼프식톱다운접근

하지만 이듬해부터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문

재인정부의적극적인주선으로 2018년 6월 12

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필두로 2019년 2

월말의하노이미북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

01-96(3월)  2021.2.19 14:19  페이지21   MAC-4       



22

월 30일 남북미정상회동까지 상당히 비주얼적

인장면이연출되었다. 특히싱가포르회담에서

는합의문을도출하면서양국간에간극이좁혀

지는듯한모양새까지만들어졌다. 특히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합쳐지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긴장완화와미북간의비핵화협의는진

일보하는듯한착시현상까지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정상회담은커녕 국가로

서인정조차받지못했던북한의지도자가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은 여태까지 미국의 외교

안보기조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러

한전향적조치가가능했던것은트럼프의전례

없이‘과감한’톱다운 의사결정에 바탕했으며,

그러한 결정원인은 외교 분야에서 빅딜을 완성

시켜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트럼프

의정치적필요성으로바라보는견해가많았다. 

한편트럼프의외교안보팀에서는조지프던퍼

드 합참의장, 존 켈리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등‘어른의축(axis of adults)’과같은

베테랑 관료들이 트럼프의 성급한 미북 정상회

담 결론도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트럼프의국가안보보좌관을역임했던

존볼턴도회고록인‘그일이일어난방’을통해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홍보행사 정

도로생각했으며, 워싱턴의대부분인사들은대

북외교가성공할가능성이없다고생각하고있

었던것으로당시상황을묘사하고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수많은 외교

안보현안을제쳐놓고대북외교에방점을두었

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가 미국의 국익

보다는트럼프개인의정치적치적쌓기에있었

던것이라는게대다수의견해이다. 이런관점에

서보았을때트럼프시기의대북정책선순위채

용은결코미국주류정치권의방향성변화로보

기어려우며, 대통령자신의개인적이고도임의

적인 정책적 목표설정에 바탕하고 있다고 평가

할수있다. 

미북노딜이후북한의정책변화

한편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정상회담 추진은

북한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과 유산을 남겨

놓게 되었다. 무려 2차례나 북한의‘최고 존엄’

이직접미국과의협상을위해싱가포르와베트

남을찾았지만, 트럼프와기념사진을남긴것을

제외하면 북한이 얻은 것은 거의 없었다. 2020

년에접어들어재선을앞둔트럼프정권은이제

더 이상 대북외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았

다. 미국의 관심 끌기에 실패한 데 더하여 코로

나19 바이러스사태와자연재난및경제위기등

으로어려움에빠진북한지도부는노동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눈물의 사과

를반복하는등민심달래기에나서야만했다. 

이러한 미북회담 노딜 이후에 별다른 해결책

이없는북한리더십의고민은제8차노동당대

회에서여실히드러났다. 김정은을총비서로내

세우면서본격적인 1인집권체제로전환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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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사업총화보고에서는국방공업분야이

외에는별달리내세울것이없었다. 따라서굵직

한성과를올린국방분야를국가적우선순위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

는데, 이는전술핵개발, 전략핵고도화, 북한군

현대화의3가지과제로구체화되었다. 

특히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통하여 비핵화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으며, 핵보유국으로서 정체

성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전

제로국가정책의청사진을제시했다. 특히국방

공업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제시함으로써 과

학기술과인재를동시에확보해나간다는국가전

략을제시했다. 이로써더이상비핵화를전제로

한미북간의협의는명목상으로조차어려우며,

이제핵보유국으로서핵군축을논의하는형식이

아니면 핵관련 협상은 진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고있다. 

바이든행정부의변화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가중요한이슈가된다. 예상되는북한

의협상전략변화에바이든행정부가응해줄수

있을지를살펴보자. 이를위해서먼저살펴보아

야할것은바이든의외교안보팀이어떠한인사

들로구성되고있느냐이다. 

한마디로바이든외교안보팀은전형적인워싱

턴주류민주당인사들로구성된다. 민주당답게

이들은인권과인도주의를중시하며, 동맹강화

와미국의글로벌리더십회복에중점을두고있

다. 고위급인사를보면토니블링컨국무장관이

나제이크설리번국가안보보좌관등오바마행

정부시절의인사들이기용되었으나, 이들은오

바마와개인적으로가까운진보적성향이라기보

다는민주당의메인스트림으로볼수있다. 바이

든외교안보팀이민주당의주류로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공화당의

주류와별다른차이가없다. 

워싱턴메인스트림에게있어미국의외교안보

우선순위는명백하다. 우선시급한문제는중동

이며, 그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의 순서이다. 중

동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아랍의 동맹·협력국

들과 이스라엘을 활용하며, 러시아는 NATO로,

중국은일본주도의QUAD로대응하는것이핵

심이다. 이러한주요위협을중심으로동맹을키

우고 협력국을 확대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메인

스트림외교안보의양상이다. 

그렇다면한반도는어떠한가? 최근블링컨국

무장관의인사청문회에서언급된한반도의비중

은 1.3%에 불과했다. 그 질문도 청문회가 끝날

때를즈음하여남은시간을활용한자투리질문

에불과했다. 그러나이에대한국무장관예정자

의 답변은 북한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인질문이었다. 1월말을기준으로백악관브리핑

에서도북한문제에대해서는검토하겠다는답변

이 나왔고,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에관하여반드시필요하다는원론적수준의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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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나왔을뿐이다. 요컨대바이든행정부의외

교안보 우선사안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것이다. 오히려대중전략이더욱중요해지

고있는시점에서북핵이슈는중국문제의곁가

지나이란등과함께핵군축의문제로우선순위

에서뒤로밀릴것이예상될수있다. 

미북의교집합은과연있을것인가? 

미국의외교안보라인에서북핵문제를다루는

그룹은 2가지로구분된다. 즉 동아태그룹과군

축비확산 그룹으로, 동아태는 국무부 동아태국

이, 군축비확산은 국무부 안보비확산국이나 정

치군사국이 담당한다. 1994년 제네바 미북합의

당시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는 국무부

의 정무-군사 차관보였으며, 군축의 차원에서

접근했음을알수있다. 즉미국의메인스트림은

북핵 문제를 동북아의 안보이슈로 바라보지 않

고 핵확산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바라보아 왔다

는것이다. 

바이든행정부에서군축의우선순위는북한이

아니라이란이될것으로볼수있다. 트럼프행

정부당시악화된이란해법을푸는것이외교안

보의최우선순위이다. 한편동아태그룹이북한

을바라보는관점은더욱통렬하다. 로베르타코

언전국무부인권담당부차관보는바이든행정

부에서북한인권특사를별도로임명할것을제

안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다룰 동아태 부차관보에 한국계 북한연구자인

박정현씨가기용되었다. 그는문재인정부의북

한 개입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정보국(DNI)과중앙정보국(CIA) 등

에서북한과관련된요직을거치기도했다. 

이렇게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에 더하여 핵보

유국으로서의 군축을 주장할 북한의 입장도 미

북협상의커다란장애물이다. 미국의일부전문

가들은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유

지에더욱안전한정책이라고설득할것을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6명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도록 설득했지

만, 약 30년이지난지금북한은핵보유국의지

위를획득했다. 

대화론자들은결국설득이가능하려면미국이

북한을 한심한 독재국가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

로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

상안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군축부

터시작하여비핵화단계로넘어가야하며, 트럼

프 정부에서 폐기하려 했던 이란 핵협정

(JCPOA) 모델을 북한에도 제시할 것을 주장한

다. 이러한결단을미국이내리더라도결국북한

이이를받아들이고스스로결정해야한다. 하지

만 어느 때보다 제왕적이고 톱다운으로 의사결

정을 진행하던 트럼프도 김정은과 그러한 공감

대를마련하지못했다. 현재로서는바이든의외

교안보팀에게서 그러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것

이현실이며, 특별한계기가없다면미북간의교

착상태는지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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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寬用 전 국회의장(11·12·13·14·15·16대 국회의원)은

의회주의자다. 국회의장의총선불출마관례는그가시작이다.

朴전의장이후로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강창희·

정의화·정세균·문희상전의장등모두가다음총선에불출마

했다. 朴전의장은“입법부가정신을못차리면민주주의는실

패한다. 국민의의사를반영하고, 정부를견제하는입법부의역

할이살아있어야자유민주주의가제대로기능할수있다”고말

했다. 국회가제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 입법부의수장이공천

때문에허리를굽히는모습을보여선안된다는뜻이담겼다. 

3부요인중하나인김명수대법원장의거짓말로논란이크

다. 여당의눈치를보고“‘탄핵문제로사표를수리할수없다’

는말을한적이없다”고국회에거짓답변서를제출한것이다.

여기에헌정사상최초의법관탄핵까지이어지며삼권분립논

란까지불거졌다. 2월5일서울서초구朴전의장의사무실에

朴寬用(11∼16대의원) 前 국회의장

“욕먹을까겁먹지않는
‘용기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

헌정초대석③

뿠쇐亨

아주경제신문기자

朴寬用(11∼16대의원) 前 국회의장

“욕먹을까겁먹지않는
‘용기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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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회주의와국회의역할에대해들었다. 

朴 전 의장은“가장 중요한 건 대화다.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는것을민주주의라고한다”며“토론하지

않고, 대화하지않고, 협의하지않고가는건독

재정치다”고지적했다. 이어“여당과야당이제

역할을 할 때 민주주의가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 요즘 야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들이월급제로전락하고있다”고질타했다. 

민주주의기본원칙은견제와균형

의회주의란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분립이다. 입

법, 사법, 행정이있는데, 행정부를장악하는게

사실 권력 장악이다. 그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일

방적인 독재정치를 해왔다. 학생들이 4·19혁

명을 일으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립했다.

4·19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입법하고, 정부를 견

제하는입법부의중요한역할이살아있어야자

유민주주의가제대로역할할수있다. 입법부가

정신을못차리면민주주의는실패한다. 입법부

의 1차적의미는국민이직접국민의대표를선

출한다는 데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시험을친다. 입법부의구성원은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의 역할이라 국회의 의견이 국민

의의견이고여론이라는측면이있다. 민주주의

의 요체는 법치주의에 있다.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건

국민들이만든다는뜻이다.”

여당과야당의역할은어떠해야하나

“여당과야당이란표현은집권한정당과집권

하지않은정당과의관계를말하는것이다. 집권

정당은정책을국민들에게설득시키고추진하기

위해노력해야한다. 야당은정부가잘하는건칭

찬하고못하는건못한다고하면서발전적대안

을내놓아야한다.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은체크

앤밸런스다. 견제와균형을지키는역할을하는

게 야당이다. 여당에 못지 않는 역할이다. 도둑

놈만있고지키는놈이없으면나라가망한다. 지

키는역할을하는것이다. 야당의존재는자유민

주주의를추구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갖고, 횡포를 부리고, 독재하

고, 영구집권하려는게인간의속성이다. 그속

성을 제어해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된

다. 야당의역할은가장중요하다.”

21대국회에선여당의독주가유독눈에띈다

“여당이다수라는얘기는현재국민들이야당

보다여당을더지지한다는의미다. 일방적으로

숫자가적거나많으면많은권력이독재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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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가능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한

세력이균형을잃어버리면독재로가게된다. 좋

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여당이 너무 다

수다. 그렇다고해서권력을남용하거나횡포를

부리면다음엔망하는거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의기본원리다. 의석이많다고교만하거나일방

적으로정치를끌고간다면파멸을초래하고말

것이다. 4·19혁명같은현상을말하는거다. 다

수라고우리마음대로할수있다고생각하는건

곧멸망을초래한다.”

박 전 의장은 인터뷰 내내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있다고질타했다. 그는 1984년관제야

당이란비판을들었던민한당을탈당한뒤신민

당, 통일민주당 등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선

명한야당정치인의길을걸었다. 국민의힘상임

고문이기도 한 그는“비상대책위원회가 1년 가

까이유지되고있다. 이게정당이냐”며“내가상

임고문단단장인데, 사표를내고싶지만‘오죽하

면당이상임고문단단장까지떠날까’란소리가

나올것같아서가만히참고있다”고했다. 

권력을견제·비판하고대안

제시하는역할해야

요즘국민의힘은제역할을하고있나

“야당은 권력을 잡기 위한 정당이다. 지금

과연 그런 정당의 역할 하고 있나, 아니다. 서

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 지지를 받아내려

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나. 왜 입을

국민의힘상임고문단회의에서발언하는박관용전국회의장(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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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고 있나. 정권 쟁취 의욕도 없고 정치를 제

대로 할 생각도 없고, 당을 정상화할 생각도

없는 무능하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정치를

하고있다.”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나름 변화를

시도하고있지않나

“정당이름이나빠서지지를못받는게아니다.

이름으로얘기하는건웃기는얘기다. 대단히상식

적인질문인데, 야당은권력을잡기위해서존재하

는정당이다. 지금권력을잡고있는정당이정말

잘한다고하면칭찬할수있다. 그러나칭찬보다는

이권력이제대로굴러가기위해서견제하고비판

하고대안을제시하는역할을해야된다. 지금야당

은그게없다. 월급을받기위해서국회의원을하는

것같다. 내가상임고문단단장이다. 내가소속된

정당을욕하는게미안하지만정신차리라는얘기

다. 정당은국민의지지를받아서정권을획득하는

게기본목표다. 기본목표가거기있는데달성하기

위해서가는길은엉뚱한길을가고있다는거다.

이대로는안된다.”

박전의장은YS와정치적행보를함께했다.

YS 당선 직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런 그가 꼽는 지도자의 자질은‘용기’다. YS

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던

것처럼, ‘용기있는’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

하단의미다. 

무사안일주의에빠져

국민의눈치보는지도자는아니다

사실상문재인대통령임기마지막해다

정권의마무리에대해조언을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대통령비서실장해본사람입장에

서얘기한다면, 문대통령은지난세월자신이한

일이잘했는지못했는지, 국민들에게얼마나지지

를받았는지, 무엇이부족했는지, 마무리어떻게

할것인지깊이생각하고반성하고자기성찰의시

간을가질때다. 그래야후회없는대통령으로서

마무리되는것이다. 적당히넘어가면끝나고나

서후회한다. 전직대통령들이말은안해도전부

다후회하더라. 나도국회의장을지냈는데후회하

는일이많다. 그때그렇게할걸…. 인간은누구

나후회한다. 마지막에무슨일을깨끗하게정리

해야할지생각해주길대통령에게권한다.”

국민통합이 중요한 화두다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사면에대해선어떻게보나

“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이무슨죄를지었나.

전직대통령을그렇게감옥에오래둘이유가있는

지회의감을갖고있다. 대통령이사람을죽인살인

자가아니지않나. 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실패

하고밑의사람들이잘못한거다. 국민이뽑아준지

도자다. 게다가박근혜전대통령은박정희전대통

령의딸이지않나. ‘국민여러분이제이분들우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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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서하고하나될때가됐다’고사면하면문재

인정부는지지도가높아져국민적통합이이뤄진

다고본다. 박전대통령은깨끗한정치를한사람

이다. 이전대통령은경제개발에큰도움이된사

람이다. 나는문대통령이당연히사면할줄알았

다. 그런데안하더라. 왜안하나. 국민이욕할까.

그게겁나서안하는거다. 그러면안된다. 대통령

은통이커야된다. 정말요구하고싶다. 국민적통

합을위해, 화합을위해서이제는새롭게출발한다

는의미에서전직대통령두사람을사면하는게문

대통령의가장선정중의하나가될것이다.”

지금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도자의자질은

“지도자의자질은여러가지가있다. 제일중요

한 건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것이다. 나는대통령이정말깨끗하게중립

적으로일을제일 잘하겠다고하는이미지를심

어주는게중요하다고본다. 국민적인신뢰를받

아야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겸손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자세로

나와야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다. 머리숙여서

최선을다하겠다는겸손한자세, 난그게제일중

요하다고생각한다. 

또하나는반대의개념이다. 용기가있어야된

다. YS가하나회를척결할때는언제하나회사람

들이총을겨눌지모르는상황이었다. 그런데척

결했다. 금융실명제도마찬가지다. 엄청난저항이

있었음에도금융실명제를실시했다. 이건지도자

의용기없이는불가능하다. 용기있는지도자가

나와야개혁이되고진보한다. 큰일도하지않고

적당히욕안먹게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에빠

져국민의눈치를보는지도자는아니다.”

지금 그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의

재목이 있다고 보나

“요즘정치가재미도없고, 제대로가는거같

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지도자가

아직 안 보인다. 지도자의 자질은 첫째는 용기

다. 그다음이지혜와지식이다. 공부를많이했

다고훌륭한사람이아니다. 잘못된건때려야겠

다는생각이있어야된다. 용기가있어야권력을

쟁취할수있지만, 지혜로움또한중요하다. YS

가멋있다고하는게아니라하나회를척결한거

봐라. 그때육군참모총장이나와중학교동기동

창인김진영이다. YS가‘김진영총장이박실장

중학교 동기동창이죠’라고 하더라. 나는‘맞습

니다. 걱정마십시오’라고했다. 공직에있는사

람이 사적 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 않나. 김진영

이가세월이지난뒤에‘니가내모가지자를수

있냐’고 하더라. (웃음) YS처럼 개혁 의지와 도

전정신, 용기를 가진 지도자는 없다. 그 사람은

재벌들한테 돈 받은 거 없다. 잘 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회 척결, 기관단총이 목으

로날아올분위기인데도했다. 금융실명제그거

아무나 못 한다. 언론들이 YS의 용기와 지도력

에대해서제대로평가를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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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

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

과고통을힘겹게견디고있습니다.

그끝이언제일지모르기에더답답

합니다. 그러나위기속에서우리의

저력은빛났습니다. 우리는방역모

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

니다.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

개국가중세번째로적습니다. 우리의진단키

트와‘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세계는대공황이후최악의경기침체를겪고있

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

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멈추지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세계10위로올라섰

습니다. 1인당국민소득은G7의한국가를추월

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코리아프리미엄

시대가열렸습니다. 4년연속수출5000억달러

를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결과입니다. 

정부재정, 회복과도약의디딤돌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

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일어서는것은더힘듭니다. 쓰

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

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

상한대응이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적자는주요42개국에서가장낮은편이었

습니다. 국제기구들은재정의적극적역할을권

고합니다. 국가채무증가가전례없이가파른것

은사실입니다. 그러나나라곳간을적절히풀어

야할때가있습니다. 풀때는풀어야다시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

을묻습니다. 국민의위태로운삶을지키기위해

우리는결단해야합니다. 

백신접종이시작돼도경기가금방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회복과정도늦어질것입니

“정치가시대의책임다하기를소망합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이 글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행한전문내용중일부를발췌요약한것이다. <편집자> 

쐥洛淵

더불어민주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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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처럼, 민생과경제에도백신과치료제

가필요합니다. 4차재난지원금을준비하겠습니

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진작을위한전국민지원은코

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

다. 적절한단계에서야당과도협의하겠습니다. 

‘치료·진단·예방’에‘상생’까지갖춘나라

우리는연대와협력으로코로나방역에성공했

습니다. 이제 민생과경제회복에서도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연대와협력이다시필요합니

다. 연대와협력은일시적으로불편할수도있습

니다. 그러나불편을피하자고자기살길만찾는

다면, 상생은멀어지고공동체는피폐해질것입

니다. 우리는연대와협력으로상생해야합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

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

다. 헌법23조는이렇게명시합니다. ‘모든국민

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

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손실보상제

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법안들이발의돼있습니다. 조속한심의와

처리를여야의원님들께부탁드립니다. 

둘째는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상처의

치유에는재정이중심적역할을해야합니다. 그

러나그것으로충분하지않습니다. 민간의상부

상조가필요합니다. 그것을위한지속가능모델

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

을만들고, 그이익을부분적으로공유하자는것

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

공사례가많습니다. 우리도적잖은기업들이이

익공유를실천하고있습니다. 그런노력이지속

되고확산되도록틀을만듭시다. 세제지원을포

함한인센티브를강화할것을제안합니다. 

모든세대가살림과일자리를걱정합니다. 청

년은더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걱정은더커

졌습니다. 교육의사다리는취약합니다. 많은사

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

다. 불안없는, 편안한세상을만들고싶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주거 불

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

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정부와

여당은여러대책을강구했습니다. 그러나아직

까지성공하지못했습니다. 참으로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

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

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

울등대도시권에좋은주택을획기적으로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수요에도부응하겠습니다. 그런부동산정

책을정부가곧발표할것입니다. 

둘째는교육불평등을개선해야합니다. 코로

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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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특히교육불평등이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학생들의학습격차가커졌다고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현재

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가지대안을제시했습니다. 디지털교육인프

라확충, 기초학력지원인력도입, 책임등교, 디

지털기반공교육프로그램개발등입니다. 그가

운데 새 학기 책임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대안도정부가검토해주기바랍니다. 

셋째는노동존중사회를이뤄야합니다. 노동

은돈벌이방법에머물지않습니다. 사회적존재

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

다. 노동권의사각지대를없애야합니다. 작업환

경의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 그것은공동체의

당연한책무입니다. 

지속가능한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2030’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사

회보호’를한국에맞게적용하자는제안입니다.

‘국민생활기준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

료, 돌봄, 환경등삶의모든영역에서국민생활

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

는것이‘국민생활기준2030’입니다.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등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나서야합니다. 현재만7세까지지급

하는아동수당을선진국수준인만18세까지확대

하기를제안합니다. 아이를낳고기르는일은국가

가함께책임져야합니다. 청년들이마음껏도전할

수있도록우선최저생활을보장해야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미안하지않은사회’가돼야합니다. 몸

이 아파쉬어도생활비를걱정하지않도록 전국

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드

려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

을시·군·구당최소1 곳씩은설치해야합니다. 

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

야 합니다.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일은없어야합니다. 사업하다실패해도다

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누

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교육받을기회를가져야합니다. 

넷째, 일상의건강과행복을보장해야합니다.

산간벽지나, 작은섬에서나, 누구든지생활체육

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

는생활에서소외되는사람이없어야합니다. 

올해본격추진될한국판뉴딜은선도형경제

로나아가기위한디딤돌입니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예산투입과제도정비를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댐구축, 스마트병원선도모델선정,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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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그린산단지정등주요사업의추진속도를

최대한끌어올리겠습니다. 

한국판뉴딜의성공은공공과민간의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유기적조화가중요합니다. 3월부터 20

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풍부한유동성을생산적인분야로이동

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

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

감하시도록제도안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회대전환’을재촉하는요인에서기후위기

를 뺄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

을목표로세웠습니다. 친환경산업과에너지전

환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어야합니다. 우

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

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될수도있습니다. 탄소중립목표와일정

을차질없이수행하겠습니다. 

‘바이든시대’남·북·미관계전환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

서가형성되고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같은폐쇄적발상이확

산되고있습니다. 미·중간불신과갈등도심해

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

하는힘은국격이됐습니다. 한국의위상과국민

의자부심은높아졌습니다. 한국은책임있는중

견국가로서국제사회에더기여할것입니다. 

미국에조바이든대통령이취임했습니다. 바

이든정부의대외정책기조는‘글로벌리더십회

복’입니다. 그는다자주의를중시하고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

에 더욱미래지향적으로발전해야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도진전되기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선순환이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

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

다. 올해는남북이유엔에동시가입한지 30년

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대결의역사를신뢰

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

중한시기를놓치지말기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어디서든만나자는우리정부의제안에북

한이호응할때입니다. 국회도한반도평화프로

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국회비준동의를재추진해남북화해의

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국익을위한초

당외교에함께해주기를바랍니다. 

부족한제가민주당대표로일한지 5개월조

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

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있습니다. 국회도의미있는성과를거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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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

해예산안을여야합의로법정시한안에처리했

습니다. 시대가남긴국가적과제도함께풀었습

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

석을놓는법도있었습니다. 노동자의생명과안

전을지키는법도있었고, 시장경제를뒷받침하

는법도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위한포용과상

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법도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

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

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

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에맞춘노동관련법, 지방의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참사진상규명관련법. 그런모든입법을

통해국회는 1987년 민주화이후가장크고, 가

장많은개혁을실현했습니다. 우리는국가와사

회의오랜숙제를해결하며역사의진전을이루

었습니다. 

‘정치는그때무엇을했는가’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후손들의 물음

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

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

도할소명에힘과지혜를모아최선을다했노라

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

가시대의책임을다하기를소망합니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잇따라열린시기에저는국무총리로일했습

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

보를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북한원전은거론되지않았습

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원전에관한언급은전혀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

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

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

한진전을원하셨습니다. 

요즘제1야당지도자들이넘어서는안되는선

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했다며, 대통령이‘이적행위’를했다

고까지주장했습니다. 야당은완벽하게잘못짚었

고, 묵과할수없는공격을대통령께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

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이적행위’

라고까지공격했으면, 무거운책임을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정치를더는후퇴시키지맙시다. 선

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

서벗어납시다. 낡은북풍공작으로국민을현혹

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

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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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몹시힘든시간을겪고있지

만, 새 희망을가지고새봄을열

어갑시다. 

작년최악의코로나위기속에

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

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

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저력을다시한번확인하면서, 국민여

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

한민국은진정‘위대한국민보유국’입니다.

백신이경제입니다

길고긴코로나재난을종식시킬수있는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접종입니다. 백

신이민생이고백신이곧경제입

니다. 문재인정부는지난해K방

역자화자찬에도취한나머지백

신조기확보에실패했습니다. 뒤

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필수대상인의료진접종

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집단면

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

고합니다. 우리국민들은올해도코로나와사투

를벌여야합니다. 작년부터진작전문가들과우

리국민의힘의제언에귀기울였다면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않았을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

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은비단백신뿐만이아닙니다. 바로 1년전코로

나발생초기에진원지인중국과의왕래를차단

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

힘이일곱차례나촉구했지만이정부는중국의

눈치를보느라‘쇠귀에경읽기’였습니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위대한국민보유국’입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朱豪英

국민의힘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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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도받고해외각국에수출되는만큼선

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여당은정확도가낮다며반대했

습니다. 그러다가지난 12월 3차재확산이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마디에도입하는것으로입장을바꿨습니다.

여전히자가진단은허용되지않고있습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

자의‘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하는것은부당합니다. 이번국회우

리국민의힘이제출한 1호법안은‘코로나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

어입법을서두르겠다고하니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형평에맞는보상이필요합니다. 대

상과범위, 기준을놓고정부여당은여전히갈피

를잡지못하고있지만, 우리국민의힘은정부의

행정규제에따른‘손실’에대해, 소상공인·자영

업자들에게분명하고정확하게‘보상’해드릴수

있도록정교한‘법제화’에나서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지급이채끝나지도않은상

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

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재정이 감당

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우리국민의힘도적극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

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여야

정당사자간협의체’구성을제안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

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

공인들에게‘긴급생존자금’지원을 추진하겠습

니다. 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에대해3개월면

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

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

촌에‘고향살리기긴급자금’을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

자, 특수고용직종사자들에대해서도현실에맞

는지원방안을강구해가겠습니다.

무엇보다우리국민의힘은‘손실보상’, ‘재난지

원’마저선거용으로이용하려는정권의포퓰리즘

을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비롯한우

리사회의취약계층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

있도록제도를완비해나갈것입니다. 손실이있는

곳에보상이, 고통을겪는곳에지원이따르도록

실효성있고진정성있는대책을만들겠습니다.

세계각국은이미코로나이후의변화된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

략과철저한준비없이는냉혹한경쟁질서에서

도태될수밖에없습니다. 코로나위기를극복하

는노력과병행하여코로나이후대한민국의미

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국회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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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

는향후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것입니다. 

부동산불평등을해소해야합니다

치솟을대로치솟은부동산가격으로우리국

민들의절망이깊어져가고있습니다. 25번의부

동산대책에도불구하고, 문재인정부 4년의부

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훨씬더큽니다.

경실련의‘서울아파트정권별시세분석결과’

에따르면지난18년간서울아파트값은3억1천만

원에서11억9천만원으로3.8배올랐습니다. 그런

데가격상승분8억8천만원중문재인정부때오

른액수가무려5억3천만원입니다. 문재인정부4

년동안서울아파트값이무려82% 올랐습니다. 

그 결과개인이임금을한푼도쓰지않고모

아도서울에있는평균가격아파트를사는데36

년이걸린다고합니다. 임금의 30%를저축하면

118년이나걸립니다. 정말‘이게나라냐’는말이

절로나옵니다.

문재인정권은집값을천정부지로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

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

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

으로통과시켜전세가를폭등시키고, 전세난민

을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위한다는임대차3법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심화는청년들사이에서‘이번생은망

했다’는절망감을낳고있습니다. 청년들은지금

너나없이빚을내고영혼까지끌어모아주택패

닉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영끌 빚투”의 종착

지가어디일지두렵기만합니다. 

그래서우리국민의힘은계속공급확대를주

장했지만정부여당은우리말을듣지않다가이

제야공급을확대하겠다고합니다. 주요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소요되는데늦어도너무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

의부동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대

책을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

종규제로 인해멈춰있던재건축·재개발 사업

을활성화하고기존도심을고밀도·고층화개발

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

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조정하며, 대규모도심택지확보를통해

공급물량을대폭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시급한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

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

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

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

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

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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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부동산가격이폭등한마당에정

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

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막아국민부담을줄이겠습니다. 공시가

격상승은부동산관련세금은물론건강보험료

등의복지분야를포함한60여개항목에서국민

의부담을증가시키게됩니다. 현행국토부소관

인공시가격산정체계를범정부적인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대북환상에서벗어나야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전력문제를풀기위한

사업을전국가적인사업으로틀어쥐고…원자력

발전능력을전망성있게조성해나가야합니다.”

상업용원전이하나도없는북한에서‘원자력

발전능력을키우겠다’는김정은의자신에찬발

언이어떤배경에서나온것인지많은국민들은

의아해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김정은에게전달한USB에원

자력의‘원’자도들어있지않다고이정권사람들

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사람이왜이렇게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당연히알아야합니다. 한국형원전관

련산업부기밀자료가북한에넘어가지않았는지,

여당이감출것이아니라앞장서서국정조사를요

구하고국민들에게밝혀야하는것아닙니까?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만합니다.

그리고통일부장관은그내용을보관하고있어

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

는지부터확인해주십시오. 

2007년남북10.4 합의를주도한사람은문재

인당시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수

백조가들약속어음을국민들의동의없이김정

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아들김정은도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1년남짓남겨놓은문재인대통령이지

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

쳐놓을까, 국민들은의심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넘어설수있다’는평화경제안을제안했

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

에담기힘든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

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

까? 허망한대북환상에서이제는벗어나십시오. 

법치와민주주의가위기에처해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존재가필수입니다. 그런데문재인정

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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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수사하라더니, 막상조국전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쫓아내

느라1년내내소동을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헌정사상유례가없는수사지휘권을세번

이나발동하고여섯가지거짓혐의를만들어내

직무에서배제시키고밉보인검사장에게터무니

없는검언유착의혐의를뒤집어씌우는등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

총장찍어내기에실패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

국을만들고민주주의를파괴하려는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그를반드시쫓아내야하는것아닙

니까? 그게아니라면청와대와민주당은국민들

에게엄중히사과해야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법무부장관을임명하는방식

도이나라의법치가얼마나무너졌는지잘보여주

었습니다. 가장공정해야하고또공정하게보여야

할법무부장관자리에특정당적을가진사람이

임명되는순간법무부장관은그자체로이미공정

을잃은것입니다. 민주당원법무부장관은민주당

의법무부장관이지대한민국의법무부장관은아

닌것입니다.  

국민의준엄한심판이나라를바로세웁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내 삶을 책임지는 국

가”라는슬로건아래출범했습니다. 이슬로건의

허상이드러나는데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습

니다. 문재인대통령의국가는정인이의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어떤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

로행사되는민주공화국, 권력형비리와부패가

없는깨끗한나라, 시민적자유가최대한으로보

장되는나라, 과정의평등이보장되는공정하고

공평한나라, 소득불균형이최소화되고중산층

이두터운나라, 청년에게무한한기회가기다리

고있는나라를소망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

고약속했습니다. 지금의대한민국은 4년전국

민여러분의소망이얼마나실현된나라입니까?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정권에대한단호한심판의무대가되어

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

체장들의성범죄때문에치러지는선거로보궐

선거비용만838억원이들고행정공백에따른

손실은가늠할수도없습니다. 

민주주의는견제와균형으로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부족함이많지만국민들께서야당을

바로세워주셔야대한민국이바른길로갈수있

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

며국민여러분들의기대에부응하는정당, 도덕

적으로나실력으로도한 점 모자람없는수권정

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들의지지와성원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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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에관하여서는여기서재론할필요가없

이사람의기본인권중에핵심적인가치중하나이며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이표현의자유는사람의기본적인

권리로서의의미이외에또다른공리주의적인가치가

있을수있다. 즉, 아무리잘못된혹은해로운의견이라

고할지라도긍정적인측면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바꾸어말하자면어느특정한시기나장소에서올바르

지도않고백해무익한의견일지라도(또는일반적으로

그렇게생각되는의견일지라도) 다른환경에서는올바

르고유익한것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아무리올바

른의견일지라도이것에반대하는틀린의견에서유익

한교훈이나자극을얻을수도있다는것이다. 

신의역사더높은차원으로올리는

‘악마의변호인’역할

이런 경우는 인간사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견잘납득이되지않는분도있을수있지만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잘 알려진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시극『파우스트(Faust)』

를, 특히 어떤 구절을 상기해 보자. 이 극에 등장하

표현의자유와입법

羅鍾一

가천대학교석좌교수

前주일본대사

前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특집Ⅱ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과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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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마(Mephistopheles)는‘네가 누구냐?’라

는 주인공 파우스트의 질문에 자신은“나는 항

상 부정하는 영이다.(Ich bin der Geist der

stets verneint.)”라는 대답을 한다. 말하자면

악마는신이만든, 혹은하는모든일을부정하

는 것이 그 자신의 본질이고 역할이다. 그러나

이책을다읽지않더라도우리는알수있지않

겠는가. 실은 악마 스스로도 이를 은연중 암시

한다. 즉, 악마는신에게거역하고신을부정하

면서그실은신의역사를한층더높은차원으

로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의 의의와

역할이여기에있다.

조금 다른, 우리의 관심사와 더 관련이 되는

예 하나를 들어보자. 정치 이론 특히 자유주의

이론의고전과같은『자유론(On Liberty)』를쓴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밀(John Stuart Mill)과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사회 계약론(Contrat

Social)』을 쓴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의 이야기이다. 유럽 근대의 가장 중심적인 이

념은, 자신들의경험과업적을중심으로정의된

“문명(civilization)”이다. 이 문명의 개념은 서

양 근대의 업적을 총정리한 것이라고 봐도 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 문명은 근대 유럽인의

독특한 성취이며 정체성이고 자랑이며 다른 한

편으로 스스로를 다른“열등한”지역의 열등한

문명(혹은 비문명)이나“문명화되지 못한

(uncivilized)”사람들과 구별하는 기준이며 명

분이었다. 심지어는 유럽 밖 여타의 지역을 식

민지화하고 주민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

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거룩한 문명

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바로 잘

알려진 루소의“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e)”이었다. 루소의주장은

세상의불평등뿐만아니라거의모든문제가문

명 때문이고 특히 사유재산이 문명의 시작이라

는 것이었다. 이 글은 원래 디종아카데미

(Academy of Dijon)의 현상 논문 공모에 응모

하였다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낙선한 것

이었는데, 루소는 굴하지 않고 이 논문을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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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로 가져가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유럽

인들이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문명”을 인간

의모든불행의근원이라고주장한루소에관하

여밀은어떤비판을하였을까? 

잘못된의견이라도자유롭게발표할수있으면

긍정효과

그전에표현의자유에대한밀의의견을들어

볼수있다. 밀은표현의자유야말로지적인, 그

리고사회적인진보에필수라고말한다. 우리는

어떤의견이올바르지않다고해서이를강제로

침묵시키는경우어쩌면그의견이담고있을수

도있는어떤진실을결코모를수도있다고주

장한다. 그는또잘못된의견이라도자유롭게발

표할수있으면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한다. 공

개적 토론을 통해서만이 올바르지 않은 의견이

폐기된다. 둘째로 올바르지 않은 의견일지라도

올바른의견을재검토하고재확인하는것을촉진

하는역할을한다. 말하자면옳지않은주장일지

라도올바른주장을다시살피고다시확인할수

있게도와준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어떤올

바른신념일지라도불가피하게쇠퇴하고화석화

해서도그마(dogma)로된다는것이다. 

그는이런주장을앞에인용한루소의문명비

판에 적용한다. 즉, 분명히 루소의 주장은 잘못

된것이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이잘못된

주장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인“문명”

에대하여자족하고자만에빠져있는유럽인들

에게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신들의 생각에

틀린점은없는가혹부족하고결핍한것은없는

가생각하게된다는것이다. 결국은틀린주장이

라도자유롭게발표할수있어야올바른주장을

새롭고활력있게만들수있다는것이다. 

‘입법이본래의뜻에맞는것인가’문제야기

자유민주주의를실행하는나라에있어서도때

로는입법을 통하여이렇게 중요한표현의 자유

에제한을가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입법은

토론, 협의 등 정치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정치가 원인이라면 법은 그 결과이다.

일단입법이 되면논의의주제는 한시적으로제

한이되고그다음관건은어떤정치적인주장이

나 행동이제정된 법에따라합법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된다.(이 점에 관하여 Oliver

Letwin, The Purpose of Politics, The Social

Market Foundation, 1999, 64쪽이하참조.) 그

러나비록표현의 자유에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절차상문제가 없이의회의 의결을통하여 제정

이 되었을지라도 문제가 남을 수 있다. 과연 그

입법이본래의뜻에맞는것인가? 혹시한정된목

적으로제정된법이다른영역에서일지라도부작

용이있을수있지않겠는가하는문제이다. 

우선은5.18 특별법에관련된문제이다. 이법

안의통과과정에서야당측참여와의견이충분

히반영되지못했다는불만도있었다. 그리고국

가가“역사적인사실을정의하고이에반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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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처벌하는것이부적절하다”라는지적과함께

사회적인 공감대나 합의도 없었다는 비판도 있

다. 여기에대해서반론은 2차대전후독일에서

나온 나치 찬양을 통제하는 법의 예를 들어 비

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21.01.07.) 광주 항쟁에 관하여 이를 폄하하

거나 왜곡하는 몇 가지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개인적으로 특히 외신 기자들이 이

런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의를 할 때

에는 내가 아는 한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을

하여왔다. 단지 마음에걸리는문제들이있다.

먼저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나치 찬양을 법으

로통제하는”선례가있다는것은아마도“유태

인 대학살(Holocaust)”을 부정하는 것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을(German Criminal Court,

130-3)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광주의 경우

와는 조금 다르다. 같은 법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18개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에도 있는

데, 가장큰차이는세계도처에퍼져있는반-

유태주의와의관련이다. 더중요한차이는독일

이 스스로 유태인 학살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연합국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패전했기 때문에

중지된것이었다는점이다. 패전국독일의경우

와 광주 항쟁의 경우는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이 글의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문제이다. 즉, 5.18 의

거가야당혹은사회적인큰합의없이거대여

당이 강행 처리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긴 안

목으로그의미가손상되지않겠는가하는점이

다. 그 외에약간의논쟁이있다면차라리항쟁

의기억이늘참신하고새롭게남아있을수있

지않았겠는가하는생각이다. 

北정권, 주민외부차단전혀고려치않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더문제가많을

수있다. 풍선에의한대북전단등살포는그실

효성이나남북간의긴장조장등여러가지문

제가있지만입법으로이를금지한것은여러모

로적절하지못한처사이었다. 근본적인원인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

는데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

런 문제에는 우선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이

크리라예상하지만, 인권문제에관하여서는이

런것을내정간섭이라고할수만은없다. 그이

외에 북한도 남쪽에 전단을 살포하였었고 지금

도사이버공격을하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

다. 그런데도 북한 고위층의“입법이라도 하라”

는 압박 하에서 서둘러 입법을 강행하고‘이제

입법을했으니대화를하자’는식의처사나지역

주민의안전때문에불가피했다는변명등은옹

색할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도 중요

하고풍선에의한전단살포등이사회에서도큰

공감을받기어려운상황이어서이법안역시폭

넓게정치권은물론여론의지지를받으면서입

법이외의방안을생각할수는없었는가아쉬운

생각이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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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자유즉표현의자유는모든국민이인간으로서

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행복을추구하며국민주권을실현하

는 데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최대한보장되어야하는기본권이다. 헌법제21조는표현의자유

를보장하고있는데, 이것은전통적으로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

운표명, 즉발표의자유와그것을전파할자유, 즉전달의자유를

의미하고(헌재2020. 11. 26. 2016헌마275 등), 이러한의사표현

또는전파의매개체는어떠한형태이건가능하며그제한이없다

(헌재2002. 4. 25. 2001헌가27 등). 

표현의자유의중요성에대해서는일찍이1946년12월14일제1

차 유엔총회 제65차 전체회의에서“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모든 자유의 시금석

(touchstone)”이며, ”어떠한 구속 없이 어느 곳이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뉴스를 모으고(gather), 전달하고(transmit), 발표

(publish)하는권리를포함“한다고선언한바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남북한이모두가입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

제규약」(자유권규약; ICCPR) 제19조제2호는표현의자유에는간

섭받지않고모든매체를통하여국경에관계없이정보와사상을

추구하고접수하고전달하는자유를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작년12월이중요한기본권인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

침해하는대북전단금지법과5.18역사왜곡처벌법이제정되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는

누구도막을수없다

김태훈

변호사

특집Ⅱ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과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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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가가.. 제제정정경경위위

2020년6월4일북한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

은한국내탈북단체들의접경지역일대에서의

대북전단살포를맹비난하며”이를저지시킬법

을만들라, 그렇지않으면개성공업지구의완전

철거 등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박하였다.

그러자6월 30일송영길등민주당의원들은남

북간합의에배치되는민간단체들의전단등살

포행위로 인해 평화적 통일정책에 장애가 된다

는이유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김여

정하명법이라고불리는이유다. 법률안은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본회의

에서의결되었고, 12월29일공포되었다. 

나나.. 법법률률안안내내용용

제4조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

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

전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제20조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북한

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

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

함한다. 이하같다)시키는행위를말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위반행위의금지) ①누구

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을발생시켜서는아니된다.

1.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북한에대한확성

기방송

2.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북한에대한시각

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살포

제25조(벌칙) ①제24조제1항을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남

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

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러하지아니하다.

다다.. 표표현현의의자자유유침침해해

(1) 사전검열등표현의자유침해

대북전단금지법에의하면국민은그누구든지

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상태에서북한

주민에게 대북전단이라는 정보 전달 수단, 북한

독재정권에비판적인메시지등을보낼수없고

‘사전검열’을당하게된다. 이는헌법제21조제2

항에위반된다1). 나아가헌법제37조제2항의과

잉금지원칙에도반한다. 정부는이법의목적으

로‘남북당국간상대방에대한비방·중상금지

합의준수’와“접경지역국민의생명·신체및주

거안전도모”를하나남북한의합의사항은‘당

국간상호비방금지’이므로이를근거로개인의

01-96(3월)  2021.2.19 14:19  페이지45   MAC-4       



46

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없다. 또정부는접경지

역주민안전의근거로대북전단살포행위와휴

전선부근주민들의위험을발생시키는북한의도

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는대법원판결2)3)

을내세우고있으나대북전단살포행위자체는

국민의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하는행위가아

니다. 그동안대북전단살포로인해단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의 협박’은

‘국민기본권제한’의요건인‘명백하고현존하

는위험’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더욱이정부

는‘민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등을탄력적으

로적용해대북전단살포를충분히규제할수있

었으므로침해의최소성원칙에도위배된다.  

(2) 북한주민의표현의자유(알권리) 침해

대북전단금지법은헌법상대한민국국민인북

한주민의 표현의 자유(알 권리)도 침해한다.

2020년 12월 16일제75차유엔총회에서는 16년

째 북한의 최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

권결의안이통과됐는데, 그 인권침해중대표적

인 것이 바로 북한주민의‘알 권리’침해다4).

2020년 12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가‘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를 반증한다5). 국가인권

위원회도2010년 12월6일, 2015년 1월26일거

듭민간단체등의대북전단활동을북한의위협

등을 이유로 단속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6). 

5·18 왜곡처벌법

가가.. 법법률률의의내내용용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강행한‘5·18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6)’, 이른바‘5·18 왜곡처벌법’이

2020년 1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2021

년1월5일부터시행되고있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5·18민주화운

동”이란1979년12월12일과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와반인도적

범죄에대항하여시민들이전개한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

포금지)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또는공연물의전시·게시또는상영

3. 그 밖에공연히진행한토론회, 간담회, 기

자회견, 집회, 가두연설등에서의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것이거나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한

경우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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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표표현현의의자자유유침침해해

5·18왜곡처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

지적으로폐기됐던법안들이다. 이 법이표현의

자유에치명적인것은기타의견개진및다양한

관점의보장기회자체를틀어막기때문이다. 故

조비오신부에대한전두환前대통령의‘사자명

예훼손(2018고단1685)’재판의 핵심인‘5·18

헬기사격설’은이제더이상역사속에서논쟁조

차도할수없는사안이될것이다. 

이 법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비하여 5·18과

관련해서만지나치게엄벌에처해형평에도어긋

난다. 무엇보다도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

븏)을봉쇄하는것은헌법이보장하는중요한기

본권의하나인‘표현의자유’를말살하고민주주

의를부정하는위헌적처사다. 역사에대한시각

이나평가는법으로강제할수있는게아니다7). 

학자가사회적통념과거리가있는이론을학

술적으로제기할수있어야학문은발전하고문

명사회가유지된다. 정부의조사결과와발표도

틀릴수있는데무조건믿고따라야한다는식이

니 헌법이 보장하는‘학문·예술의 자유’가 질

식된전체주의체제와다름없다.

5·18 민주화운동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그리고자유민주주의등우리헌법의숭고한가치

를위해주권자인국민스스로저항권을행사했다

는중요한의미가있다. 일부편향적시각을빌미로

위헌적법률을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의

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폄훼하고왜곡하는사람이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계도하는게곧5·18 정신이다. 

1) 이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국민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킬우려’라는불확정개념을사용하여죄형

법정주의명확성의원칙도위배하고있다.

2) 이민복대북풍선단대표는의정부지방법원에국가가대북전단살포를막는바람에정신적고통을받았다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

기했으나패소했다. 그 이유로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10월 8일 선고 2015나50546판결은이민복의대북전단살포행위와 2014년

10월 10일 휴전선부근주민들의생명, 신체에급박한위험을발생시키는북한의고사총도발행위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고판

시하였다. 

3) 대법원 2016년 2월 25일 선고 2015다2473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546판결

4) 대한변호사협회는 2006년부터매2년마다북한인권백서를발간해오고있는데, 역대탈북민들은북한에있을때가장힘들게느낀

인권침해는무엇이었냐는질문에의사표현의자유억제가가장힘들게느껴졌다고응답하였다(대한변호사협회, 김태훈북한인권,

백서 10년, 대한변호사협회 2018 북한인권백서 51쪽).

5) 조선일보 2020. 12. 15. A38쪽‘대북전단금지법’은김정은폭압체제수호법

6) 국가인권위원회, “대북전단활동제지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 2015. 1. 26. 참조

7) 대법원은심지어 2019년 11월 심각하게사실을왜곡했다고비판받는‘백년전쟁'에 대해서조차주류적·역사적해석에대해의문을

제기함으로써다양한여론의장을마련하고자한것이라며명예훼손이될수없다고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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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법에의한지배

(rule by law)가행해지고있다는소리가많이들린

다. 다수결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입법이 강

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률의제정이 최종적으로는국회에서 결정되어야하

겠지만표결에이르기까지국회내외의토론을통해

법안의 타당성이검토되고미비점이 보완되며국민

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러한과정을건너뛰고다수결원칙만을내세워논란

이 많은 법을 제정한다면, 법에 의한 지배, 곧 지배

를위해법을이용한다는비판을받아도할말이없

다. 이러한 추세라면 다양한 의견의 경합이라는 민

주주의의전제조건이 허구화될위험마저 있다고생

각된다.

이러한점에서최근국회를통과한대북전단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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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載昊

전남대경제학부교수

특집Ⅱ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과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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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2020.12.29)과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20.1.5)에

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

법은북한에전단등을살포하는경우에3년이

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

록 하였으며, 5.18역사왜곡 처벌법은 5.18민주

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5년

이하의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하도록 하였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의

반발과 관련되어 있고 5.18역사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관련되어 있다

는점에서두법의적용대상은판이하지만‘표

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표

현의 자유야말로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예술의자유)이보장하고있는국민의기

본적인 권리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

의체제에비해우월한근거라고할수있기때

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두 법의 국회 통과는 예

사롭지않다.  

대북전단살포중형처벌…살포원인도살펴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제정한이유에타당한

점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전단살포에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

에대한무력도발도공언하고있기때문에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반발을 달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교류

를 확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러한 이유로 대북전단의 살포를 중형으로 처벌

함으로써원천적으로금지하는것은또다른문

제라고 생각된다. 전단을 살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있는지살펴보아야되기때문이다. 

북한에전단을살포할수밖에없는것은다른

방법으로는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국민이이웃의중국이

나일본또는다른어떤나라에도그나라주민

에게자신의의사를전달하기위해전단을살포

하는 일은 없다. 심지어 최근 일본과의 외교관

계가최악으로치닫고일본제품불매운동이벌

어지고‘토착왜구’라는말까지등장했지만이러

한의사를표현하기위하여풍선에전단을달아

남동쪽으로 날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소위

혐한파 일본인이 있다고 해도 전단을 우리나라

쪽으로 날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더욱이북한은헌법상대한민국의영토에

속한지역이며북한주민은외국인이아니다.  

대북전단의 살포는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

어 있는 북한 주민에게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의 전달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반발로인해남북교류에장애가생길수도있겠

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같이 북한주민과

최소한의 접촉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북한

의 변화를 지체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현상에

고착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대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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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살포와같은북한주민과의접촉은북한주민의

의식을변화시킴으로써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

하고북한정권의태도를변화시켜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진전에기여할것이다. 

근본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

유를침해하는것이다. 북한에대한의사표현에

대하여북한이반발이있으면이와같이항상금

지하고처벌할것인가? 북한으로인하여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야 하

는근거가어디에있는지를생각해보아야할것

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에 대한 국제인권단체

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내정간섭이라고 대응하

였다. 북한의대북전단금지요구야말로내정간

섭이라고 생각되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수단을 없애버리

는것은내정간섭에대한굴복이아니라고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도발로 전단 살포지역 주

민의 안전이 염려되면 비공개적으로 전단을 살

포할 수도 있으며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이지 북한의 반발에

국내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높일것이라고생각된다.

5.18민주화운동과정면으로모순

5.18역사왜곡처벌법은더욱포괄적으로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은전단살포라는매우제한된표현에관한것이

지만5·18역사왜곡처벌법은신문, 잡지, 방송,

기타출판물이나정보통신망의이용, 전시물또

는공연물의전시, 게시또는상영, 토론회, 간담

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의 발언에 이

르는사실상모든표현을처벌대상으로망라하

고있다. 

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5.18역사왜곡처벌법

은매우아이러니한성격을지니고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원인이 표현의 자유에

대북전단살포금지에대한국제인권단체의비판에대해

정부는내정간섭이라고대응하였다. 

북한의대북전단금지요구야말로내정간섭이라고생각되며

정부가표현의자유를억압하여북한의인권을개선하는수단을없애버리는것은

내정간섭에대한굴복이아니라고말할수있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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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혹한탄압이었고이것이제5공화국의원

죄가되어정권의정당성에치명적인타격을가

하여결국 1987년직선제개헌에의한민주화가

이루어지게되었다. 이제 5·18역사왜곡처벌법

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일 경우에 중형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과정면으로모순되는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역사해석의 최종적인 권리를

사법당국, 결국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힘을 과도하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대런애쓰모글루와제임스로빈슨은<좁은회랑>

(The Narrow Corridor)에서국가라는리바이던

이 없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무질서가

초래되거나관습의우리(cage)에갇히게되지만,

리바이던이등장하면질서는잡히지만그에의해

억압당할수있다. 이때문에어떤사회가발전하

기위해서는국가의 힘이강해지는것에비례하

여그것을제한할수있도록사회의힘이강화되

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5·18민주화운

동과 그 후의 민주화는 리바이던에

족쇄를채우는과정이었다. 

5·18역사왜곡 처벌법은 리바이

던의 전횡을 막는 사회의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는‘표현의 자유’를 제

약하는것이며, 이점에서리바이던

의족쇄를풀고있는것이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앞서 발의되었

던 역사왜곡금지법안(2020.6.1.)이

“일제강점기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및4·

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을“부

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처하려고하였던것에서알수있듯이 5·

18역사왜곡 처벌법은 역사해석에 대한 국가의

독점으로향하는입구가될가능성이크다. 

이법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5·18과관련된

사실들이이미충분히밝혀져있기때문에허위

를 쉽게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

사연구가 일지의 정리와 사료의 집성으로 완성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료는 과거 역사를 모

두알기에는언제나부족하며동일한연표와사

료로부터도다양한역사서술이가능하다. 이 법

과같이완결되어고정된역사를전제하여그에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조건

에서는역사적연구자체가불가능하게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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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치를찬양하거나유태인학살을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하지만 나치

체제하의실상자체가생각보다착잡할뿐만아

니라입법당시에나치즘의반동이실존하는급

박한위협이었다는점과그범죄규모가유럽전

역에 걸쳐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할 정도로 대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18민

주화운동에대한비방이없지않지만그로인해

헌정질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나치의 범죄에 비하여 5·18의 피해는 비교할

수없을만큼규모가작으며기간도짧고국지적

이었다. 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자세로 토론함으로써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도

태되도록하는것이적절한대처방법이라고생

각된다. 또한명예훼손등을처벌하는기존의법

으로도충분히제어가가능하기때문에5·18역

사왜곡 처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비용’에비하여‘편익’은거의

없다는점에서과잉입법이다.

밀“허위를표현하는자유도허용해야된다”주장

J. S.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허위

를 표현하는 자유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

다. 진실에 입각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해야 하

지만설혹진실이아닌허위일지라도표현의자

유를허용하는것이사회에유익하기때문이다.

진실과허위를사전에판단하는것자체가쉽지

않은일이며허위라도그에대응하는가운데진

실이더욱진실답게된다는것이다. 진실이허위

에 의해 단련된다고 해야 할까. 국가가 진실과

허위를 판정하며 국가가 인정한 진실만 표현할

수밖에없는사회를자유로운사회라고할수없

다. 그러한극단적인디스토피아가우리가잘아

는 G. Orwell의 <1984>이다. 소설 속 오세아니

아에서는 역사는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지워지

고 새로 쓰이며 그로 인해 아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과거를 알 수 없다. 역사연

구는생명을거는일이된다. 

지금여기서우리나라가오세아니아와같다거

나표현의자유에아무런제한도가해서도안된

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 표현의자유를침해

하는법률은사회발전의원천이되는다양한의

견의 출현과 경쟁을 방해하고 국가라는 리바이

던의힘을과도하게강하게만들위험이있기때

문에매우신중해야하며충분한토론을거쳐야

한다는것이다. 북한의변화와민주주의의장래

에심각한영향을끼칠수있는법안에대해서는

더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

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남북한을 비교하

게만드는데두사회의근본적인차이는어디에

있는가? 이질문에‘표현의자유’라고답해도크

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부터 두 법이 갖는

위험성이무엇인지도자명해진다. 두 사회가전

체주의를 향하여 수렴하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기우

이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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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논개

변영로

거룩한분노는

종교보다도깊고

불붙는정열은

사랑보다도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더푸른

그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더붉은

그마음흘러라.

아리땁던그아미

높게흔들리우며

그석류속같은입술

죽음을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더푸른

그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더붉은

그마음흘러라.

흐르는강물은

길이길이푸르리니

그대의꽃다운혼

어이아니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더푸른

그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더붉은

그마음흘러라.

변변영영로로((아아호호,, 수수주주)) 시인은 1898년서울태생으로재동계동보통학교를졸업하고사립중앙학교를거쳐 1915년조선중앙기독청

년학교영어반을이수하였으며, 1931년 미국으로가서캘리포니아주립산호세대학에서수학하였다. 귀국후조선중앙기독청년회학

교및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를하였으며, 1923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 1933년에 동아일보 기자, 1934년에『신가정』

주간, 1946년에성균관대학교영문과교수, 1950년에해군사관학교영어교관등을지냈다. 그의시작활동은 1918년『청춘』에영시

<코스모스>를발표하면서출발하였고, 1920년, 1921년에‘폐허’와‘장미촌’의동인으로활동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논개>, <실제>,

<돐은 되었건만> 등이 있다. 그는 시작활동외에도한평생을우리문단에영미문학을소개하고시작품을영역하는등우리시사

(詩史)에 공헌한바가큰시인으로, 1948년에‘서울시문화상’을받았으며, 1961년에사망하였다. 저서로는첫시집『조선의마음』(1924)을 비롯하여수필집

『명정사십년』(1953), 『수주시문선』(1959), 사후에간행된『수주변영로문선』(1981)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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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백신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년여간의고통스럽고힘들었던코로나19

대유행속에서감염위험에서근본적으로벗어날

수있는계기가마련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질병관리청은1분기인2월부터코

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4만

9,000여명과 요양병원·시설 관련자 78만명부

터백신접종을시작한다. 이어3월중순부터상

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검사및이송요원등

코로나19 효과적인백신접종전략

최재욱

고려대의대예방의학교수

대한의사협회과학검증위원장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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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만 명이 접종을 받는다. 요양시설 등 집단시

설의일부거동이불편한입소자들은방문접종

을시행한다. 

중앙예방접종센터서수도권소재

의료진부터접종

접종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

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3개 지방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

역감염병전문병원)와개별코로나19 전담병원

과1만여곳의민간의료기관등에서백신접종을

할것이다. 일반시민들의경우, 2분기인 5월부

터 65세 이상 고령자 8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코로나19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 90만 명도 2분기에

접종을시작한다.

감염 유행 차단과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백신은치료제와는달리진정한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다. 우리나라 전 국

민의 60∼70% 인구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

그리고신속하게백신접종을달성하기위하여

모든정책적수단과국민의협조를구하여야만

하는이유이다. 집단면역을형성하여야만일상

생활과경제가정상화될수있기때문이다. 작

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등일부국가들의경우금년6월이내

에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우리나라는집단면역형성과경제와일상

생활정상화가11월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보

여안타깝기그지없다.   

현시점에서뒤늦은백신확보와접종지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볼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와실행그리고 4차대유행을예방하기위

한것에중점을두어야할때이다. 

대국민소통과국민의신뢰얻기위한

특단대책필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안전성과효과성에대한대국

민 소통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단의 대

책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우려와불안감이크다. 지난 1월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

을검증한후에접종을하겠다는사람이7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

신을 접종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

을포함한아시아인들의불신은더높아진것으

로 조사됐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

(YouGov)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글로벌보

건혁신연구소(IGHI)가 공동으로 지난 1월 아시

아와 유럽 15개국에서 1만3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시아에서한국과일본, 호주가백신을접종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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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응답이 11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11월 66%에서 63%로 낮아졌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

기 위하여‘국민참여 백신접종 온라인 공청회’

를전국그리고지자체별로개최하는것도방안

이될수있다. 또한백신접종추진의사결정및

소통구조에국민과공익대표가참여할수있는

장치를만드는것도필요해보인다.  

강제접종과선택접종의투트랙접종추진해야

둘째, 코로나19 백신의 강제 접종은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하며, 기본적으로 강제 접종과 선

택 접종의 투 트랙으로 접종을 추진하여야 한

다. 코로나19 백신의 강제 접종 명령은 감염병

예방및관리법령에의거하여실시할수있다.

그러나이는코로나19 환자의치료를담당하는

의료기관 혹은 선별진단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강제 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민간 사업

장의경우에도직무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주

와근로자가단체근로협약을감안하여일부근

로자들에 한하여 강제접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시민들에게 강제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의학윤리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을침해하는것이다. 일방적인강제접종은정부

신뢰를약화시키고, 국민반발과심지어백신접

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강제 접종은 미래를 위

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인구에 대한 접종은

비효과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을고려

하여야한다. 미국, 영국및대부분의국가들역

시 위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강제 접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윤리적 측면과 의료

법상의원칙과도부합하는것이다. 감염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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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고위험 공공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안전성이검증된백신을‘국민의합의를

전제로, 제한적인 백신 강제 접종’하는 것은 사

회가정상생활로돌아갈수있는정책의계기가

될수있을것이다.

부작용의 인과관계 판단과 합리적 피해보상

제도의개편시급

셋째, 백신접종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의

인과관계판단과합리적피해보상제도의개편’

이시급하다. 지난해독감예방접종시기의부작

용의심사례들을보면, 백신과피해사례인정과

인과관계판단에대한사회적논란의여지가컸

다. 최근질병의인과관계인정에관한사법부의

급격한판례변화는현행백신접종으로인한부

작용피해보상관련법령이제대로반영하지못

하는문제가심각하다고보여진다. 최근대법원

의판례(2017두52764)를보면, 예방접종과장애

등사이의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간

접적사실관계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과관계를추단하기위해서는특

별한사정이없으면 1) 예방접종과장애등의발

생사이에시간적밀접성이있고, 피해자가입은

장애 등이 2)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것이의학이론이나경험칙상불가능하

지않으며, 장애등이원인불명이거나3) 예방접

종이아닌다른원인에의해발생한것이아니라

는정도의증명이있어야한다고대법원은밝히

고있다, 향후백신접종후피해보상에대한행

정소송 등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우려되는대목이다.   

부작용에관한가짜뉴스와사회적혼란막아야

물론 백신 부작용에 관한 가짜뉴스와 사회적

혼란은막아야한다. 영국브리스톨대 Stephan

Lewandowsky 교수 등이 공동집필한 <코로나

19 백신 커뮤니케이션 핸드북>을 보면“고령자

들이 예방접종 후에 백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기인성부작용’(misattributed side effects)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과 특히 언론이

대비하는것도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

는 매우 전향적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와 질병청 간의 현행

인정기준과보상범위간의차이가크게나타날

수밖에없다. 이것이결과적으로백신피해보상

에대한편견과불신을조장할수있음을간과해

서는안된다. ‘백신접종후예견되는부작용에

대하여합리적보상’을위해감염병예방법71조

와하위대통령령을개정해보상폭을조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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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함께한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이로부터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 어쩌면 현대사에서 전쟁을 제외하

고 한국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었던

해가2020년으로기억되지않을까생각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확인된지불과 1

년 만인, 2021년 1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억 명을 넘었으며, 이번 팬데믹 동

안수백만명이사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상

대적으로방역이튼튼하다는한국도확진자수가

이제는 8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

서도 사상 초유의 위기가 몰아닥쳤다. IMF(국제

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년 역성장(마이너스 경

제성장률) 국가는 167개국(195개국 중 약 86%)

으로 지난 금융위기 당시(91개국)의 기록을 넘어

설정도로세계경제는큰타격을받았다. 한국도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

이는 1954년이후오일쇼크때인 1980년(-1.6%)

과 외환위기였던 1998년(-5.1%)에 이어 세 번째

의역성장이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경제의향방과시사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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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한국경제의향방과주요현안

2021년대외여건은긍정적인방향으로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한 전망의 근

거는 2020년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

등 효과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

신접종이다. 지난 1월초World Bank(세계은

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0년 -4.3%에서 2021년 4.0%로 높아질전

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상승 기조는 대외

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

것으로보인다. 다만연초의코로나19 재유행의

충격과 이에 따르는 높은 단계의‘사회적 거리

두기’가경제의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

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완만하지만,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를 의미하는‘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

된다. 그러나 회복 속도는 얼마나 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중립적 시나리

오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1.0%에서 2021년 3%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의 회복은 더디

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겨울을 벗어나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낮

아질것이다. 그러나, 실제민간소비침체의근

본원인이국민들의심리적불안에있기때문에

코로나19가없어지지않는한소비의반등수준

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한편, 투자의경우코

로나19의영향에서한발벗어나있다. 투자라는

행위는최소수년이상의중장기미래시장을보

기때문이다. 설비투자는반도체등 ICT 부문의

투자가 지속되고 이외 중화학공업에서도 보

완·대체투자수요가예상된다. 건설투자는정

부의 2021년 SOC 예산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약14% 증가)하면서토목부문이활성화될것으

로보인다. 

한편, 건축 부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로 민간 건설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이

나, 신도시개발, 주택공급확대등으로다소나

마이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수출

은 2021년 세계경제의반등으로의미있는회

복세를보일전망이다. 특히, 그동안수출침체

의원인중하나인미·중관세전쟁과보호무역

주의기조가, 바이든행정부가출범하면서상당

부분완화될것이라는긍정적기대도존재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신이 먼저 보급되는

미국 및 유럽 시장과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

는중국시장으로의수출이빠르게개선될것으

로보인다. 다만, 우리의예상을벗어나는대규

모의코로나19 재확산이발생한다면수출경기

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은 2021년 중

에 불황에서 회복 국면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고용충격이대부분노동집

약적업종인도소매, 음식·숙박등에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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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때문에, 코로나19가사라지지않는한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은기대할수없다.

백신접종이핵심

다음으로 2021년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백신 도입이 핵심이

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정부가 아무리 사회

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코로나19가 없어

지지 않는 한 시장 수요의 회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심리적 불안이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 회

복의핵심요인은백신접종으로인한집단면역

이형성되는시기가얼마나빨리오는가이다.   

둘째, 과잉유동성이자산인플레와부채버블

로이어지는가능성이다. 2021년에도팽창적통

화정책(저금리)과 확장적 재정정책(재정지출 확

대) 기조가유지되면서시중유동성이확대될것

이다. 문제는이유동성이생산적인부문으로가

지않고상당부분이주식과부동산등자산시

장으로유입된다는점이다. 주가와집값의상승

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 자

산의실제가치에비해가격인플레가심각한버

블단계에까지와있다는진단이많다. 만약여기

서버블이터진다면코로나위기로취약해진실

물경제가버틸수없기에더심각한경제위기에

직면할수도있다. 

셋째, 재정건전성의악화를들수있다. 정부

의 입장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

런데 불황으로 세수 부족이 동반되어 재정수지

적자가 유발되고 이는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

시킨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 2020년 국가채무

는 846.9조 원(GDP 대비 43.9%)의 수준인데,

2021년에는 956.0조 원(GDP 대비 47.3%)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00조 원 시

대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성장잠재력의 추락을 들 수 있다. 이는

코로나이후의세상에대한문제인데, 중장기적

으로 한국 경제는 자체 요인만으로 경제성장률

의추세적하락이불가피하다. 이는생산가능인

구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여 경제성장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

로생산비용절감과시장공략의편의성때문에

해외생산비중을높여가는추세가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생산요소인 투자가

확충되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대규모 경제 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

이급락하는모습을보였기때문에, 이번코로나

19 위기이후에도잠재성장률의다운그레이드가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한

국의잠재성장률은 2009~2019년의 3% 내외에

서코로나19 위기이후1% 낮아진연평균2% 내

외수준으로하락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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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기극복을위한제언

2021년한국경제가반등은하겠으나, 국민들

이그것을크게체감할수있는수준은기대하기

어렵다. 지속되는위기를극복하고경제를회복

국면에안착시키기위해서, 우선정부는정책이

국민의 지지 기반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배경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있어야한다. 또한, 현재유일한경기

방어 수단인 재정정책에서는 상반기 조기 집행

률을높여재정의적시성(適時性)을확보해야한

다. 동시에불황의장기화가능성에대비하여재

정여력의한계를인식하고지출구조상핀셋지

원비중을제고해야한다. 

둘째, 경기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부문이 성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확장에주력하고수출여건 변화에적극대응해

야한다. 향후세계경제는강하지는않으나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개별 시장으로 보면

펀더멘탈과 방역 수준 등의 차이로 디커플링

(decoupling)이예상된다. 따라서기업들의수출

타겟은상대적으로빠르게회복되는시장에집중

되어야한다. 나아가정부는세일즈외교를통한

수출시장외연확대에주력해야하며, 해외진출

에어려움을겪는 중소기업에대한지원체계를

강화해야한다. 한편, 미국의바이든행정부가출

범하면서예상되는교역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

민·관의공동대응노력도요구된다. 

셋째, 내수 부문의 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다각적인 소비

및고용진작노력이필요하다. 소비부문에서는

온라인시장을중심으로다양한할인제도를도

입하고, 소매유통품목에대한일시적부가가치

세인하등을생각해볼수있다. 한편, 고용절

벽 극복을 위해서는 추진중인 공공일자리 정책

이외 민간 기업에 대한 일자리 모니터링 강화,

일자리유지인센티브확대등의고용진작노력

도병행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롭게 부상하

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요

구된다. 국제규범화가되어버린2050년탄소중

립(carbon neutral), 4차산업혁명가속등이국

내외 산업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찾아낼수있도록정부가나서서‘효율’

과‘혁신’이키워드가되는신산업생태계를조

성해야한다. 

2020년한국경제가끝이보이지않는암흑의

터널속에갇혀있었다면, 2021년은저멀리출

구로부터들어오는희미한빛을감지할수있는

한해가될것이다.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내

일이오늘보다좋아질것이라는희망을잃지않

고, 위기극복을위해합심하여열심히노력한다

면, 우리는반드시코로나이전의세상으로돌아

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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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코로나로시작해코로나로끝난한해였다.

올해에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어 방역 당국에서 제발

‘모이지도나가지도말라’는뉴스가이어지고있는‘이

상한’새해 벽두부터‘데드크로스’란 암울한 말이 검

색어 1위에올랐다. 행정안전부가발표한주민등록인구

통계에의하면연간기준으로볼때한해동안출생아수

는줄고사망자수는늘어코로나19와함께우리나라인

구가처음으로줄기시작한첫해로기록되었다. 

한국의저출생현상은어제오늘의일아니다

1980년대강력한산아제한정책의효과로 1990년대

합계출산율 1.5 저출산국가로진입한이후 90년대후

반 IMF 외환위기로설명되는출산기피가1.09까지밀

어내2000년대이미일반적국제기준인1.3 이하의초

저출산국가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1차 5개년기본계획을

만들어보육인프라나육아휴직제도마련등육아지원

에주력하였다. 이후 15년간 3차례의기본계획을세워

추진하였으나안타깝게도2015년1.24까지유지되었던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급기야 2019년 한 해 합계

코로나19와초저출산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로풀어야

朴眞炅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화여대초빙교수, 행정학박사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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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0.92까지떨어지면서0점대합계출산

율이라는세계유일의국가가되었다.   

한국은한해100만명씩태어나던베이비붐시

절이 1955년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

후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1990년대까지 진행하

였다. 즉, ‘아들딸구별말고하나만낳아잘기르

자’로기억되는산아제한정책이 1990년대초까

지작동되면서합계출산율이 1.5에서 1.7을유지

했다. 당시에초음파기술로성감별낙태가공공

연히일어나던시기로, 1986년초음파기술의도

입 이후 성비가 1990년 116(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가 정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성감별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96년 들어서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제까지

도입하여이를제한하자성비불균형이다소완

화되었다. 그러나이미 10여년간인공임신중절

로한해2만명이상으로추정되는여아가태어

나보지도못하고사라져버린끔직한시절이있었

다. 당시성비불균형시절에태어난80년대중후

반부터 90년대초반생(현재 26세~35세)이 한창

결혼과출산시기라는점을감안하면현재의저

출산의원인을인구적요인으로도볼수있어당

시상황과무관하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에 2021년부터 시행하

게될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만들면

서 현재가 인구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당시성비불균형이

있어도 IMF 직전까지인 8~90년대 생이 한해

6~70만명이태어나던시기로이들이부모세대

로진입하는시기와맞물렸기때문이다. 2000년

대 이후에는 한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떨

어져이들이부모세대가되기전에초저출산흐

름을변화시킬수있는마지막기회라는점이다.  

코로나19의영향, 이제시작이다

그러나이러한노력과는별개로코로나19가닥

치면서 2020년 데드크로스의해로기록하게되

었다. 사실코로나19가2020년출생아수에직접

적 영향을 미쳤다고 당장은 볼 수 없다. 지금은

출산을계획할수있고 10개월이라는임신기간

을감안하면코로나19 영향은적어도1년가까운

시간이지나야인구통계에영향을미칠수있을

것이다. 따라서2020년출생아수감소의경우는

코로나19보다는2019년까지지속되어온기존감

소추세의영향으로볼수있다. 결국2021년부터

코로나19가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것

도아주많이…

이는작년혼인건수를보면알수있다. 2020

년11월까지혼인건수가19만1천건으로2019년

같은 기간(21만4천건)과 비교해보면 2만3천 건

줄었다.(통계청 21.1.27) 과거에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하긴 했지만 2020년은 확

연하게줄었음을알수있다. 우리는어느나라

보다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와 상당히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혼 출산이 가장 낮은 나라다. 2018년 기준

01-96(3월)  2021.2.19 14:20  페이지63   MAC-4       



64

OECD 국가 비혼출산평균이 40.7%임에도한

국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에서는 혼인이

선행되어야출산이연결된다는불문율같은두사

건의밀접한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어결국혼인

건수의감소는이후출생아수에도큰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된다. 한편세계유일0점대출산율국

가에서‘혼인이후출산’이라는공식은얼마전사

유리씨의비혼출산과함께드러난우리사회가

변화시켜야할기준이자저출산의원인으로문제

시되기도한다. 아무튼혼인과동시에출산도더욱

감소할것이예상되는코로나19의영향은인구통

계적으로보더라도매우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 

여성과청년에게더욱가혹한코로나19

혼인건수로전망하는출생아수감소예상외

에도미시적차원에서도개인의삶의질을좌우

할수있는부정적영향이본격화되고있다. 즉,

개인적으로도 생애에 있어 중요한 결혼이나 출

산을포기할수밖에없는시대적상황이더욱강

화되고있다는암울한전망이다.

인구통계와함께고용통계가이를말해주고

있다. 즉, 전반적 고용 위기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청년층과특히여성의취업이급감하고있

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4월 고용 동향을 보

면여성취업자수가 62만명감소한것으로나

타났다. 이는남성 40만명감소에비해매우높

은 숫자로, 전체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여성

의코로나19로인한실직은더심각한상황이다.

또한 2020년 6월에 20대고용률이 IMF 직후인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가장 최저치(55.4%)를

기록하여청년의고용충격도더크게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와 영유아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돌봄공백과교육격차등여러사

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돌봄공백은결국여성에게먼저고용위

기로이어지고육아에대한어려움가중과소득

불안정등악순환이어느때보다심각해지고있

다. 결국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장애 요인과 기

회비용이엄청나게불어나, 주변경험을통해서

도 청년들은 지레 출산은커녕 결혼도 포기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진것이다. 이는당사자나전문가가아니어도충

분히해석될수있는상황이다. 

2030대, ‘자녀’아닌‘일’우선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청년들의 출산 포기

나 기피는 불행하게도 큰 대세가 되어 있었다.

이는결혼과출산을당연하게생각했던이전세

대와달리, 현재청년들은이를선택의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08년과 2018년

통계청사회조사에의하면당시20대와30대청

년의‘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20대 남성 71.9%였던 것이 40.6%로 감소하였

고, 20대 여성은 52.9%가 26.2%로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남녀간인식의격차도크지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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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남녀모두상당히크게감소하였다.

이렇듯 청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결혼, 자

녀’에서‘노동’중심으로이동한지오래되었다.

한조사에의하면2030 청년의삶의중요도순으

로남녀모두일과개인생활을우선적으로꼽았

고결혼과 자녀는 후순위로인식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있다.  

과거와달리남녀모두‘노동중심생애’를중요

하게고려하고있으며“남녀모두일해야한다”는

인식이일반화되고있는것이다. 여성은독립적생

계자로서경제활동을더욱중시하고있으며남성

역시경제적부담으로인해출산이후에도맞벌이

를선호하지만사회형편이여성의일·가정양립

이어렵다보니결국결혼하더라도출산은남녀모

두에게후순위로밀리는생애이벤트가된것이다. 

저출산해법, “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

앞서 보았듯이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

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세대가 될

2030 청년세대의가치관과삶이우선적고려가

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 최근 2021년부터 5년간 수행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

다.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그에근거해네번째수립하게된제4차기

본계획은과거공허한출산장려기조에서벗어나

모든 세대의‘삶의 질 제고’와‘성 평등’이라는

보다근본적이고실효성 있는접근으로정책패

러다임을전환하였다. 즉, 모든국민의생애주기

에따른개별화된삶의권리를보장하고삶의질

제고를 위한 가족지원 투자와 근본적 사회구조

변화를추진하려는과제가많이담겼다. 특히일

중심 청년들의 삶의 인식을 반영하여, 결혼·출

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경력에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

회’를구현하기위해일생활균형과성평등한노

동시장에무게를두고정책을마련하였다. 

이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과 함께, 청년과

아이를키우는부모가삶의다양한선택을존중

받고그선택으로인해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

록일·생활균형이사회전반적인가치로자리

잡고, 사회운영원리로작동되도록전사회적인

노력이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것이포스

트코로나시대상생을위한뉴노멀이되어야할

것이다. 

<2030 삶의중요성에대한인식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저출산대응정책패러다임전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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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선언정읍발언

1945년 10월에 귀국한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우선표밭부터챙겼다. 오랜미국생활에서느낀

정치적감각이었다. 미국에서보니까결국국민

들의한표한표가대통령을탄생시켰다. 표가

없으면집권하지못한다. 그래서이승만은다른

정치지도자들이 중앙정치에 골몰하던 때인

1946년 4월 15일부터 6월 하순까지 전국 각지

를순방하는지방유세를다녔다. 대전, 대구, 부

산, 광주, 전주등남한의15개도시를순방했다.

강연을하면서표를모았다. 청중은최소 1만명,

최대20만명이었다.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강연에서이승만

은폭탄발언을했다. 당시에는상상할수없었

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이다. 이걸

이승만의정읍발언이라고한다. 당시엔이정읍

발언이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태가된헌정사

의이순간이되리라고는아무도몰랐다.

이승만은 그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

으니남방만이라도임시정부를만들어야한다.”

이승만의남한단독정부론은시대적통찰력을

갖고있었다. 이것이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막

은유일하고시의적절한대안이었다. 그는정읍

유지들의권유에따라정읍에서1박했다.

유일무이한한반도공산화예방책이된결단

첫째, 남한단독정부수립론이소련의전략속

내를 꿰뚫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이

다. 당시소련은한반도전체를공산화하려는야

이승만의정읍발언

대한민국정부수립의모태가된

시대적통찰력의결단

역사탐방

박종열

前서울특별시기관지편집주간

국무총리실국정여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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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갖고있었다. 소련은 1946년 2월, 이미북

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설립하

고 이 위원회가 모든 토지의 국유화 등을 단행

했다. 실질적으로소련지휘하의북한단독정부

가 수립된 것이다.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던

남한정치세력들가운데소련의전략과북한단

독정권의 성격을 간파한 유일한 정치지도자는

이승만뿐이었다. 그는 스탈린 지휘하의 동유럽

의공산화과정을보고소련의전략을간파하였

다. 만일남북한을아우르는연립정권이탄생한

다면당시의상황으로는그연립정권이동구폴

란드의루블린정권처럼소련의위성국이될것

이뻔하다고이승만은확신하였다. 이처럼그가

한반도공산화를예방하기위해내린시대적통

찰력의결단이바로정읍발언이다.

당시 미군정과 남한 정치지도자들의 노선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이때 이승만의 국민 지지도는 약 29%로서

압도적 1위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승만을 기

피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때 미군정의 정책방향

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론이 아니고 김규식

과 여운형의 좌우합작 정권 추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46년 7월 7일, 미군정은 우익

김규식, 좌익여운형을주석으로하는좌우합작

위원회, 자문입법기구설치를발표하였다. 반면

방치상태의박헌영의남로당은좌익진영을확

충하고있었고, 한민당과한독당의우익진영은

장덕수 암살사건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김

구는 끝까지 남북합작에 매달렸다. 만일 이들

정치세력에게 계속 맡겨 두었더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위태로웠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시대

적통찰력과정치력을가진이승만이이난국을

뚫고나갔다.

국내정치에서남한단독정부수립추진이여

의치않자이승만은미국정부에직접뛰어들었

다. 그는1946년10월8일∼1947년4월4일, 정

읍발언요지영문건의서를미국국무부에제출

하고외교활동을벌였다.

천우신조로한반도에행운이찾아왔다. 미국

의정책이바뀐것이다. 1947년3월12일, 트루먼

대통령은의회에서미국의對소련정책을종전의

유화협력정책에서강경한봉쇄정책으로전환한

다고발표하였다.역사적인트루먼독트린이다.

이독트린에따라이승만이주창해온남한단

독정부 수립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이 완전히 결렬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

고, 1947년 11월유엔총회에서는유엔감시아

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

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과 북조선인민위

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194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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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

를치르기로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역사적인 5.10 총선거

(1948.5.10.)가치러지고대한민국제헌국회가출

범하였다.(1948.5.31.) 김구, 김규식등남북협상

파들이총선거를거부했으나이승만은서울동대

문 갑구에서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이

승만은대한민국의초대국회의장을맡았다.

신생국에자유민주주와시장경제체제를

심은시대적리더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이 정치지도자가

된 것은 한국인에게 하나의 행운이자 축복이었

다. 그는암흑같은조선말기에약관으로공화제

를주장하여 투옥되고사형선고까지받았던시

대의 선구자였다. 이승만은 오랫동안 미국에 체

류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시장경제로

미국이자유롭고풍요하며강력한나라로성장하

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였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처하고 단속하는지도 잘 봐왔다. 당시

의남한정치인들이나백성들은미국의자유민주

주의와시장경제체제에대해서잘몰랐다. 

이승만은당시의최고정치지도자로서자유민

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통 평등선거, 사유재

산권과 시장경제 체제를 대한민국 헌법으로 채

택하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 신생대한민국으

로 하여금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필수요건

을갖추도록한것은이승만의공적이었다.

초등학교의무교육과농지개혁의실시도이승

만의 공적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1948.8.15.출범)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결코우연이아니었다. 정읍발언에서시작된이

승만의 시대적 통찰력과 시대적 리더십을 국민

들이알아본결과다.

한때좌편향인사들이이승만의정읍발언즉남

한단독정부수립론을남한단정(單政)론, 또는소

(小)남한정부론이라고호칭하면서이것이한반도

영구분단을낳았다고주장한적이있다. 이는전적

으로잘못된견해이다. 긴말할필요없이소련의

비호하에한반도전체의공산화를위해서남침을

자행한김일성정권의6.25전쟁도발에서입증되었

다. 오늘날번영하는민주한국과가족족벌주의의

시대착오적인북한인민의생활상을비교해보라.

어느 시대나 국가지도자(대통령)를 비롯한 여

야 정치지도자들의 시대적 통찰력과 리더십은

그무엇보다도중요하다. 지금이순간도그렇다

고말할수있다. 

정읍발언무렵의남한정치지도자들지지도(여론조사)

대상인물 응답인원(명) 지지도(%)

이승만 1,961 29.0

김 구 702 10.5

김규식 694 10.3

여운형 689 10.3

박헌영 84 1.3

기 타 110 1.6

모르겠다 2,476 36.9

합 계 6,716 99.9

자료: 동아일보(194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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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개인적으로제1야당인국민의힘이우리국민들

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으로 약진하기를 기원한다.

지난4월총선이후제1야당인국민의힘은비상대책위원

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국민의눈에비친국민의힘은야당으로서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는 절절한 의지도,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호감도나 지지수준에서도

그렇게만족스럽지못하다. 

물론 비대위는 수권 투쟁체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100석을넘는원내의석을지닌제1야당이다.

정부를비판하는모든주장이나목소리를거의묵살, 외

면해버리는신문방송들도국민의힘주장은그래도보도

해주고있다. 이런여건을활용하여국민의힘은비록비

대위 체제라지만 국회에서만큼은 정론으로 문재인 정권

의폭주를막고더나은대안을제시, 국민적공감을넓혀

가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가 발족한 지 8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야당으로서의‘국민의힘’은 아직도 기대에

못미친다.   

비대위의실적평가

지금까지김종인(金鍾仁)의비대위는나름대로개혁차

원에서두가지의큰조치를추진했다. 하나는국민이맡

겨준정권을잘못운영, 범법이나탄핵받아정권을불명

‘국민의힘’을위한정책제언

쐥榮一

11·12·15대의원

前국회문교공보위원장

前새정치국민회의대변인

회원원고

01-96(3월)  2021.2.19 14:20  페이지69   MAC-4       



예스럽게한두전직대통령의정치실패를국민

들앞에통절히사죄하고그들의유산을청산함

으로써당의면모를새롭게바꾸겠다는것이다.

당명(黨名)도 미래통합당에서‘국민의힘’으로

바꾸었다. 다른 하나는 당 운영의 새로운 방향

으로 그간 한국 보수 우파정당들이 소홀히 해

왔던 이른바 3동행(同行) 노선을 정립, 발표했

다. 3동행노선은첫째젊은이들과동행하는정

당이됨으로써당체질을젊게바꾸겠다는것이

다. 둘째 경제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당

이 됨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구조를 개혁, 경제

발전의혜택이고루돌아가게하겠다는것이다.

셋째 호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호남과 동행하

겠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이내부문제에이같이힘을쏟는동

안‘더불어민주당’(이하에서 더민주)은 총선에

서얻은다수의석을무기로장기집권에필요한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하나같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고 뒤흔드는 악법

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대북전단금

지법, 5.18 역사왜곡 처벌법, 4.3 특별법 개정

안, 기업을규제할경제 3법등 11개 법안을날

치기로의결하거나추진중이다. 국민의힘은비

록 원내에서 수적 열세로 이러한 법 통과를 막

지못할지라도반민주악법저지를위해통렬하

게 싸워야 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하지않았던58% 국민을등에업고당당히

싸웠더라면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는 높아졌을

것이고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상도 굳혔을 것이

다. 그러나 투쟁은 지나치게 빈약했고 기대와

성원을보낸국민들을크게좌절시켰다.

제1야당의위상이흔들리고있다

국민의힘이당으로서여러가지로미흡한점이

있음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국민들은아직도이

당을유일한대안세력으로보고있다. 또수구꼴

통이라는주사파들의악선전때문에나빠진이미

지를탈각하기위해자체개혁에몸부림치는노력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적잖다. 그러나

이와는정반대로‘더민주의2중대’라고혹평하는

사람들도있다. 국민의힘이내세우는3동행, 즉젊

은이, 경제적약자, 호남포용이라는구호는이미

더민주가선점(先占)한것으로더민주와구별되는

새로운노선일수없다고비판한다. 혹자는차라

리외교안보분야에서라도미국과동행하겠다면

서3동행아닌4동행노선을내세웠다면그나름

의면모를세울수있었을것이라고한다. 지금처

럼한미동맹이크게흔들리는상황에서는일부러

라도강조해야할대목이아니냐고말이다.  

지금까지한국에서야당들이국민의지지를얻

는방법은두가지다. 하나는 국민의인권과자유

를수호하기위해원내의석이비록수적으로열

세더라도다부지고치열한투쟁을통해수권의

지를불태우면서자신들만이국민편에바로선

당임을국민뇌리에깊게심어주고그대가로국

민들의지지를 끌어낸다. 이렇게얻어지는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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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필자는국민들의‘선택적지지’(選擇的支持)라

고본다. 이와는달리야당의행태가여러가지로

미흡하지만 여당보다는‘덜 해로울 것’(lesser

evil)이라는 기대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인데

이를필자는‘반사적지지(反射的支持)’로본다. 

‘국민의힘’의 전신(前身)인 황교안(黃敎安)의

미래통합당과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하에서

‘국민의힘’이 얻고 있는 지지는 선택적 지지라

기보다는다분히반사적지지같다. 황교안은국

민들로부터 미래통합당이 받는 반사적 지지를

선택적 지지로 착각하고 4.15총선에 임했다가

대패했다.(부정선거논의를별개로한다면) 우리

나라에서야당이선택적지지아닌반사적지지

에만 의지해서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승리를 장

담하기는어렵다는교훈을남겼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의 제1야당처럼

모든 선거에서 국민들의‘선택적 지지’가 몰려

올것으로예상한탓인지오는서울시장보궐선

거에서 3자 대결에서도 필승한다고 주장했는데

과연그런지지를끌어낼실적이있는가. 전망이

보이지않는다. 특히현시점에서김종인대표가

구국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투쟁에 앞장

서리라고기대한다면그것도무리다. 비대위체

제에는한계가있다. 전당대회를통해강력한수

권지도부를구성하지않는한현재의한계를벗

어나기힘들다. 국민의힘이오늘날과거민정당

이나 새누리당이 누렸던 자유 우파 보수세력들

의선택적지지나수권세력으로서의카리스마를

그대로잇지못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내치, 외교의 양면

에서하는일마다실패, 내세울업적이없다. 그

간잘했다고자랑하던남북관계도그럴듯한쇼만

성공했지결과는남북연락사무소의폭파로끝났

다. 이런판국에문재인대통령에비해잘못보다

는업적이하나라도더많은전직대통령들을실

패한 대통령들로 단죄, 대국민 사과를 늘어놓을

때과연국민적공감이쏟아질까. 지난 4년간주

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자발적으로 반문(反文)

투쟁을 벌였던 세력들이 오늘날 국민의힘에 등

돌리고왜제3당을도모하는움직임을보일까. 

결국정당으로서국민의힘이현시점에서이러

한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수권정당으로발돋움하려면결국해답은오는4

월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주도로야당후보단

일화를성공시켜서울및부산시장의자리를되

찾을때비로소가능해질것이다. 

나의제안

11.. 더더민민주주는는마마땅땅히히비비판판받받아아야야한한다다

국민의힘이정당으로서앞으로국민이기대하

는수권정당이되려면하루빨리비대위체제를끝

내고전당대회를열어총력투쟁을통해차기대통

령선거를승리로이끌유능한지도자를선출해야

한다. 그러나국민들과의약속을유념할때현재

비대위체제는아직해야할중요한과제가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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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차기대통령선거에앞서치러질서울특별시

와부산광역시의시장보궐선거에서야당후보의

단일화를이루어승리를쟁취할여건을만드는일

이다. 국민들은 비대위 주도로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어낼것을간절히기대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그가더민주의당대표일때

자기당이추천한후보가부정부패나범법(犯法)

으로보궐선거를실시하게될경우그러한선거

에는자당후보를내지않겠다고공언하고당규

에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더민주는

당 대회에서 후보추천금지조항을 없애고 양자

공히 성범죄(性犯罪)로 직책에서 쫓겨난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치도의와국민에대한공당의약속

을헌신짝처럼팽개쳤다. 이러한정당은마땅히

정치적인책임을져야한다. 

그러나오늘날우리나라정치풍토에서는야당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민주를다소앞선다고해서그것이꼭선거승

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역대 여당 중 정권을 지

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세력이문재인정권이기때문이다.    

22.. 국국민민의의힘힘은은왜왜단단일일화화를를주주도도해해야야하하는는가가

우선 지방자치단체선거 여건을 보자. 서울특

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장 중 더민주당이 24개

구청장을차지하고있고또각동단위마다더민

주가추천한참여자치협의회가음양으로조직되

어 더민주의 열혈당원(대깨문)들이 책임자로 활

동하고 있다. 또 박원순 시장이 개인 기반 확충

을위해사사로이허가한시민단체만해도2000

여 개가 넘는데 이들은 예외 없이 서울 시금고

(市뿠庫)에빨대를꽂고있다. 더민주가조직, 자

금, 동원능력에서 단연 우세하다. 이러한 불리

(不쐡)는 차치하고라도 선전전에서도 신문 방송

할것없이주요매체들이여당을지지하는민주

언론시민연합(약칭민언련)이언론, 방송을사실

상장악하고있다. 또비선출직공직자들인선거

관리위원회의위원들까지문재인대통령이임명

해놓은 상황이다. 지금은 투표에서의 승리보다

는개표에서의승리가더중요한시대라고하지

않는가. 따라서야당후보가난립한가운데선거

를 실시하면 그 결과는 지난 3년 전과 다를 바

없이완패할수있다.  

현재 야당은 선전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작업을성공시키려면그래도원내제1야당인

국민의힘이시장후보의단일화작업의판을깔

아주어야한다. 국민의힘이나설때비로소신문

방송들도 야당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치과정을

주요뉴스로다루어줄것이다. 또 이렇게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와 참

여를 불러일으키고 단일화 작업이 노리는 퍼포

먼스효과도극대화할수있다. 재야단체들의힘

만으로는 한 줄의 뉴스도 못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불행한현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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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후후보보단단일일화화추추진진위위원원회회의의구구성성

국민의힘이 이러한 불리(不쐡)를 극복하고 선

거에서이기려면온국민이관심을갖는다음세

단계의후보단일화과정을펼쳐야한다. 

우선 제1단계로는 ①국민의힘 비대위가 서울

및 부산시장에 출마할 자당 후보를 당내행사로

공정경선을통해선출해야한다. ②뒤이어시장

후보를낸정당·시민단체가참여하는야당후

보단일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③이 제

안에호응한정당, 시민단체들로위원회가구성

되면 비대위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임명하

고위원장책임하에시장후보를심사할위원들

을각계에위촉해야한다. ④정계인사(전직정계

원로(헌정회 회원 등), 중소 상공인 대표, 대학

생, 노동자, 교육자(교수, 교사 등), 종교계(목사

신부 승려 등), 의료계(양의, 한의, 약사 등), 여

성대표(단체, 주부등) 등최소500명을위촉, 선

발해야한다. ⑤각후보들은 500인의심사위원

들 앞에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고(20분씩) 또

후보자가추천한1인의찬조연사를통해후보의

경력이나 장점을 부연하는 찬조 발언을 10분씩

하도록해야한다. ⑥이런절차가끝나면500명

위원들의무기명비밀투표로3인을선출하고나

머지 후보지망자는 단일화 대상에서 컷오프한

다. 

제2단계는선출된3인후보를상대로각후보

별로 20분씩 질의응답의 형식을 통한 검증작업

을실시한다. 검증절차를마친 3인후보에대해

서는공인된여론조사기관을통한시민의견수

렴절차를거친다. 여론조사에서순위2위까지의

후보를선출하고선출된두후보중에서심사위

원회전체회의가무기명비밀투표를통해 1인의

후보를최종적으로선출확정한다. 

제3단계는 후보단일화추진회의에 참가한 사

람들은 단체와 개인 모두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입당, 야권단일화대열에참여한다.

기대하는효과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무리 힘

들더라도야당후보단일화를만들어내기를바

라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국민의기대나열망을외면한다면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질 것이

다. 국민의힘이이런단일화의무대를만들지않

는다면 자천 타천의 후보들이 시장에 출마하여

지지표를 분산시킬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

실패를사과하는것보다야당후보단일화를이

룩하는국민의힘비대위가될때국민의공감을

얻는 당, 국민의 지지 속에 뿌리내리는 당이 된

다. 이정치과정을잘마무리, 단일화후보를만

들어낸다면국민의힘비대위가국민에게드리는

가장훌륭한정치서비스가될것이다. 국민의힘

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당명

을바꾸면서잔명을부지해온옛집권세력의구

각(舊殼)을벗고새로운야당으로, 범국민적인대

안정당으로당당히부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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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미국과중국간의패권전쟁은상당기간

장기화될것이다. 강대국간의갈등속에서고

래싸움에새우등이터질것인지, 아니면오히려

어부지리를 취할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과학기

술의 국제경쟁력에 달렸다. 때문에 과학기술의

세계화요람이될수있는‘과학의전당’을건립

하기 위해 국가 정치원로들조차 구국의 정신으

로간절히소망하고있다. 무엇때문일까?

오늘날미국과중국의패권전쟁은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둘러싼지적재산권전쟁이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의 특허 영토를 우리 특유

의상상력과창의력으로넓혀가지않으면안된

다. 우리동이족대제국의후손들이개척해야할

특허영토는만주벌판보다더넓은지구촌을상

대로 과학 기술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확장해나가야할때이다.

이제 K-POP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소위

‘K-SCIENCE’의 특허 영토를, 과학 기술적 창

의력으로적극확장해야한다. 특히우리는지구

촌을넘어더넓은우주공간으로우리의특허가

상영토를확장하게되면강대국간의패권경쟁

에서오히려어부지리를취할수있을것이다. 

우리는 25년 전 다행스럽게도‘예술의전당’

을 건립해서 문화예술의 세계화 요람을 만들었

다. 그로 인해 강남스타일, K-POP, 방탄소년

단, 기생충등한류문화가세계적으로우뚝솟

았으며, 지금은‘K-CULTURE’속에 지구촌의

많은사람들이코리아를연호하고있다.

지금부터우리는‘과학의전당’을건립하여, 소

위‘과학기술의세계화요람’을마련하고더불어

‘K-SCIENCE’의진원지를마련해야한다. 장기

적으로는 창의성 교육개혁의 요람이 되고, 특히

대학과기업연구소에창조지향적활력을공급하

여, 노벨상도배출하고특허영토도확장하는역

한국과학계의염원

‘과학의전당’추진이절실하다

회원원고

쐥相羲

헌정회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11·12·15·16대의원

前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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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도전의새로운기회를만들어야한다.

때마침 우리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세계한상기업인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네트워크구축을목표로약100만평규모

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건립하고 있다. 단

지 내에 약 5만평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부지도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해당 부지를‘과학의 전

당’건립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는데 정부와

적극적으로협의해나가고있다. 

동북아국제교류의허브역할을하고있는영

종도 인천공항 인근에‘과학의 전당’을 유치함

으로써 세계적 과학 두뇌들과 과학계에 종사하

는 재외동포들을 초청하여 기초 첨단기술의 탈

수장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고 상용화해서 우리 한상들이 세계 곳곳

에서첨단기술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계의 선구자들이 모

여‘과학의전당추진위원회’를구성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국가원로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이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치원로들

의양로원으로한때잘못인식되기도했던대한

민국헌정회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지도자로

그들의경험과지혜를발휘하기위해드디어발

벗고나선것이다. 지난연말과학의전당핵심

추진위원들을헌정회로초청해서, 망년회대신

‘과학의 전당’추진계획을 열성적으로 함께 검

토했다. 

헌정회는이제까지는이상적이고미래지향적

이며특히비정치적인주제로과학계핵심선구

자들과한마음이되어이러한회의를해본적이

별로없었다. 미래의‘K-SCIENCE’를위해국

가미래의꿈나무손자손녀들을위해역사적사

명감으로 깃발을 들고 나섰다. 특히 이런 계획

이실현되면우리국민은강대국간의패권경쟁

에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발

휘하게될것이다. 더욱이과학의전당이4차산

업혁명의 거대한 지식 융합 공간이 되어, 세계

적 우수 두뇌들 간의 첨단지식 융합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학자들의 뜨거운 지식

교류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우리

괴짜들의 번득이는 아이디어 경연장으로 청소

년, 대학생들의 창의력 잉태실로 거듭날 것이

다. 특히드림아일랜드와‘과학의전당’이일심

동체가 되어 해외 유명 과학자들의 한국 첨단

IoT화공간으로도발전하게될것이다. 결국과

학의 전당은 넓게는 과학기술 세계화 요람으로

좁게는 과학 한류 사랑방으로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견인차가될것이다.

이런점에서과학의전당건립을위한역사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헌정회는 국가미래를 위해

선두에서 끌어당기고, 현역의원들은 과학의 전

당육성법을제정하여선배들을후원하게될것

이다. 이렇게모든국민들이함께힘을모아성원

하게되면드디어대한민국은세계제일의지식

혁명용광로로탈바꿈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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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항일독립운동사의효시요금자탑이3.1독립

만세운동이라 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3.1만세운

동의 102주년에즈음하여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

서또3.1운동의표상적인물인유관순열사의기념사업

회회장을역임한사람으로서 3.1만세운동의배경과실

상을재조명해보고, 오늘을살고있는후손인우리들이

숭고한 3.1정신을계승발전시켜선열들이꿈꾸었던자

주독립국대한민국이자유롭고살기좋은나라로만드는

데일조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이글을쓰고자한다.

3.1만세운동의배경

11.. 당당시시의의국국제제정정세세

19세기말부터20세기초서구제국은산업혁명으로선

진 강대국들의 군사장비, 특히 군함과 화포가 강력하게

다시 3.1정신으로

선진대한민국건설할때

郭定鉉

헌정회원로위원

11대 의원

前유관순기념사업회장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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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됨에따라해외식민지확보에혈안이되어

있을 즈음 동방에 쇄국정책으로 고립되어 있는

은둔의 약소국 조선이 있었다. 이때 열강 미·

영·프·소와 중·일 등 제국이 서로 식민지로

삼고자 경쟁하던 중 일본이 청일전쟁과 노일전

쟁에서연승함으로써우위를점하게되었다.

22.. 일일본본의의야야수수적적침침략략으으로로국국가가소소멸멸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국권침탈에 나섰

다. 1905년 11월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

여반식민지체제(半植民地體制)를구축했다. 그

후갖은압박과수탈을거듭하더니드디어경술

국치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고 1910년 8월 29

일순종이양국조칙(讓國詔勅)을발표하니오호

통재라 단군성조께서 개국한 지 4243년, 조선

건국 519년 만에우리의조국강토한반도는나

라가없는땅이되고말았다.  

33.. 33..11만만세세운운동동의의촉촉발발제제

일본은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극심한수탈과압박을거듭하여 원성이극심할

즈음, 윌슨미국대통령이 1919년 1월제1차세

계대전의종전을앞두고세계평화를위한 14개

조항을 발표하는 가운데 식민지 해결책으로 민

족자결주의를주창함으로써뜻있는애국지사들

의가슴을들끓게했다.   

설상가상으로1919년1월21일고종황제가갑

자기 붕어함에 일인들의 독살설이 파다하게 유

포되어 하늘을 찌를 듯한 온 국민의 분노가 고

조된분위기가조성되었다.

이때천도교교령손병희선생이앞장서각계

지도층 인사 33인으로 민족대표단을 구성하여

3월 1일경성소재태화관에서독립선언서를낭

독하고일본정부와의회그리고언론에서한을

보내는 한편 조선총독에게 조선독립통고서를

보내고탑골공원에많은군중이모일것인데민

족대표들이 가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한 불상사

가 염려되어 가지 아니하고 총독부 경무국장에

게전화하여모두연행되었다. 한편탑골공원에

서는많은학생과군중이모여민족대표들을기

다렸으나 오지 아니함에 경신학교 학생 정재용

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렁

차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시작하였

으니 이것이200만동포가참여한3.1만세운동

의장엄한시발이다.

3.1독립선언서의요지와3.1정신

11.. 독독립립선선언언서서의의작작성성과과배배포포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초안하고 춘원

이광수가교정하였으며만해한용운이공약3장

을추가하였다고한다. 독립선언서는 2월 27일

인쇄하여2월28일전국에배포되었다.

22.. 독독립립선선언언서서의의요요지지

3.1독립선언서의서두는이러하다. 우리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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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자주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

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

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

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

어가는 세계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

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

로막지못한다. 

33.. 행행동동강강령령으으로로서서의의공공약약33장장

3.1독립선언서의 공약3장은 행동강령으로서

금상첨화라할수있을것이다.      

하나: 이번 거사는 정의·인도·생존·존영

을갈망하는민족전체의요구이니오직

자유의정신을발휘할것이요, 결코배

타적 감정으로 정도에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말라.

하나: 최후의 1인까지최후의 1각까지민족의

정당한주장을시원하게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

리의주장과태도를어디까지나떳떳하

고정당하게하라.

44.. 33..11정정신신의의고고찰찰

3.1정신은 관점에 따라 다소 표현을 달리 할

수있으나내소견은민족의자주·자활(自主·

自活)과 인류의 평화·공영(平和·共榮)을 추구

하는 정신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 적

시한 선언서의 서두와 공약3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자주국이요자주민임을선언하면서배타적

감정에의한것이아니라스스로살아가기위한

자구적 노력임을 다짐하고 인류의 평등과 함께

잘 살아가기를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분하자면국권을회복하려는구국정신(救國精

神)이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일각까지진충

보국(盡忠報國) 정신이며, 인간의천부적권리와

의무를 다하려는 주인정신(主人精神)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3.1만세운동의실상(사례)

11.. 33..11만만세세운운동동의의규규모모와와일일제제의의무무력력진진압압참참상상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1일 탑골공원에서

시발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5월말까지불과 3개월만에 211개 부군(府

郡)에서 1,542회에 걸쳐 시위가 전개되었으며,

총 참가인원이 무려 200만 명을 넘었으니 조선

천지가진동하였음이분명하다. 이 과정에서일

본군경들이총검으로무차별진압에나서사망

자 7,500여명. 부상자 약 16,000명. 투옥자

46,000여명에 이르렀으니 천인공노할 가혹한

참상은필설로이루다표현할길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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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3..11만만세세운운동동의의실실상상((사사례례))

3.1만세운동은전국방방곡곡에서1500

여회에걸쳐전개되었고그어느곳한군

데도소중하지않은고장이있을수없다.

그렇다고 제한된 지면에 다 열거할 수 없

어 부득이 유관순 열사가 주동한 아우내

만세운동을표본사례로기술하고자한다.

아우내는충남천안의동북쪽산간에위

치한당시동면(현재병천읍)사무소소재동네이

름이다.

이화학당에 재학중이던 16세 소녀 유관순은

휴교령으로 3월 13일 귀향하여 지방유지 조인

원·유중무씨등과주동이되어 1919년 4월 1일

아우내장날을기하여3,000여명이운집한가운

데 전개된 만세운동으로 지방의 단일 집회로는

가장큰대규모시위군중으로추정된다.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는 주동자 측에서 천

안은 물론 인근 안성·진천·청원· 연기 등 5

개군40여개마을대표에게연락했고이들이또

파급하여이루어진것이며놀라운것은단한건

의밀고도없었다는것이다.

뒤늦게알게된일본군경들이총검을휘둘러강

제진압하는과정에서유관순열사의부모를비롯하

여19명이현장에서순국하였고30여명이중경상을

입어유혈이낭자하고있는아수라장에서유열사가

뛰쳐나와몸으로일본헌병의총구를막아서면서

“평화적시위를하는데왜총검으로인명을살상하

느냐”고외쳤으며헌병대에연행되어취조과정에서

“내나라독립만세를부른것이어떻게죄가될수

있느냐”고항변하자말문이막힌그들로부터형언

키어려운욕설과구타를당했음은불문가지다.

그 후 공주지방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하여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인(일본 천황 지칭)

은우리를재판할권리가없다. 오히려죄인으로

심판 받지 않으면 안 될 자는 일본인이다”라고

대갈하고 5년 징역형을 받았고, 경성 복심원에

서 3년으로 감형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상고

하였으나 유 열사는“조선천지 어디 간들 감옥

아닌곳이있느냐”며상고를포기하면서서대문

형무소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 뒤로

유열사는형무소내에서시도때도없이대한독

립만세를외쳤다. 그때마다끌려가고문을당했

지만굴하지아니하고계속되자주변에서“너그

러다죽는다”고만류했지만막무가내였다. 이러

기를8개월여. 1920년 3월 1일에이르러유열사

가대한독립만세를외치자재소자 3,000여명이

일제히옥중만세를불렀으니이것이바로제2의

3.1만세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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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 후유증으로 1920년 9월28일 형무소 내

에서순국하면서다음과같은유언(기도문)을남

겼다.

“내손톱이빠져나가고 코와귀가잘리고팔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

라를잃어버린고통만은견딜수가없습니다. 나

라에받칠목숨이오직하나뿐인것이이소녀의

유일한슬픔입니다.”

이는이천만동포의폐부를찌르는공감을넘

어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고귀하고 처절한

유언이라할것이다.

이에덧붙이고싶은선열들의절규가또있다.

윤봉길의사는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웚還)이

란출가변을남겼고, 안중근의사의모친조마리아

여사는옥중아들에게보내는옷(수의)속에나라를

위해장한일을하였으니목숨을구걸해서이어미

를부끄럽게하지말라는편지를넣었다. 

상록수의저자심훈선생은 1931년 3월 1일을

기하여‘그날이오면’이라는시를발표했다. 그

날은해방·광복·독립의날을의미한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강물이 솟구쳐 용솟음

칠그날이/이 목숨끊기기전에와주기만할양

이면/나는밤하늘에날으는까마귀와같이/종로

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두개골

은깨어져산산조각이나도/기뻐서죽사오매오

히려무슨한이남으오리까(2절생략).

3.1정신의계승발전책의모색

11.. 33..11만만세세운운동동후후일일본본의의식식민민통통치치

일제는 3.1만세운동 이후 무단통치를 강화하

여경제적수탈을거듭하더니2차세계대전을일

으켜장년들에게는징용이라는이름으로노동력

을착취하고, 젊은이는징병으로끌고가목숨을

빼앗고, 처녀들은정신대(위안부)로정조를강탈

하였으며국어(일본어) 상용이라해서우리의글

과말을빼앗고, 이것도모자라창씨개명(創氏改

名)이라하여대대로이어오는성과이름까지바

꾸게하는등천인공노할만행을저질렀다.

22.. 11994455년년88월월1155일일해해방방후후의의변변화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일본이

패망함으로써해방은되었으나38선을기점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미·소 양국의 주둔군에 의한

군정치하에놓이더니좌우익의혈투와신탁통치

찬반투쟁등극심한혼란속에1948년남북이각

각단독국가를세움으로분단이고착화되었다.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으로 400여만 명의

사상자와 삼천리 강토가 초토화되어 외국의 원

조없이는살수없는최빈국으로전락한상황에

서1953년7월27일휴전했다.

그후대한민국은우리도한번잘살아보자는기

치하에온국민이일치단결하여합심노력한결과

산업화와민주화를이룩하고세계10대경제대국의

반열에오르는한강의기적을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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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오늘늘의의실실상상

그러나 놀랍게도 무에서 유를 창출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 최고지도

자역대대통령들은하나같이굴욕을당하고역

사의죄인으로낙인찍혀있다.

이승만(직함생략)은자진하야해외망명사(亡命

死) 했고, 박정희는부하의흉탄에갔으며, 전두환노

태우는형무소직행하고, 김영삼·김대중은본인대

신자식들이수감되었으며, 노무현은자살하고, 이

명박과박근혜는오늘도옥중에있다. 이에더하여

경제건설에앞장섰던기업인들은적폐청산대상이

되는등분열과갈등이고조되어가고있다. 남북이

분단되고동서간분열과빈부와세대간갈등도심

화되고가족도핵분열했으며저출산문제도심각

하다. 설상가상, 자유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눈

부시게 발전해온 나라를 급속히 좌경화하다보니

부강해진나라에서국민이행복해야할것인데오

히려갈등과불평불만과불안이팽배하고이러다

가나라가거덜나는것아니냐는우려를낳게하고

있는백척간두에처한 심각하고절박한현실이다.

44.. 33..11정정신신이이어어받받아아좋좋은은나나라라만만들들자자

3.1운동은이념과종교를초월하고전국방방

곡곡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조국광복을위해신명을받쳐궐기한장거중의

장거(壯擧)라 할 것이다. 이제 과거청산을 지양

할때이다. 중국등소평이모택동사후에공칠과

삼(功七過三)의 논리로 옹호하고 시신을 천안문

광장에 안치한 바 있다. 자국민(自國民) 수천만

명을 학살 내지 하방한 모택동의 과오가 3이라

면우리역대대통령들의과오는 1도안될것으

로추산된다. 그러니우리가뽑았던역대대통령

들과 기업인들도 공구과일(功九過一)로 관대하

게재평가하여가능한한명예를회복해주어야

한다고본다. 왜냐하면인류역사상유례를찾아

볼수없는한강의기적을창출하는동안국가발

전의 총지휘자였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사악

하고 불법 무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국민들만이

우수해서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역사를 기술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이순신 장군은 사악하

고불법무능한장군인데수병들이우수해서 12

척의배로일본함대를무찌른노량대첩을비롯

하여 23전23승의기적을이룩했다고하는것과

다를바가없기때문이다. 

과거에집착하다보면미래를볼수없고조상

탓해서 잘 되는 집안 없다고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미래지향적으로국정의방향을대전환하면

서 정반합(正反合)의 논리로 산업화세대와 민주

화세대가상호존중하는입장에서하나되고, 보

수와진보세력도선진조국건설이라는대명제하

에 3.1정신에입각한애국심으로뭉치는대통합

의 정치로 국민화합 속에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나라 선진 대한민국 건설에 신명나게 일로매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꼭 이루어지기를 간

절히바라고굳게믿는마음으로하나되어손에

손잡고힘차게밀고나아갈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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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

는이미 133만명을넘어섰다. 2035년에는 300

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어르신의 가구형태, 가족관계,

소득과건강상태, 가치관등에대해2017년 4월

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독거노

인이2008년19.7%에서2014년23.0%, 2017년

23.6%로 각각 증가했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

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08년 32.5%, 2014년

19.1%. 2017년 15.2%로 10년만에절반으로하

락, 독거노인증가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

로예상된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산업화과정에서파생된도시화, 핵가족

화그리고전통적인노인부양의식의약화에따

라독거노인이급격하게늘어날수밖에없는사

회적구조를갖고있다. 특히 70대후반이상의

연령층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체계가 해체될

것을예상치못한첫세대이자마지막세대이기

때문에경제적, 심리적으로아무런대비없이노

년을맞이하게돼더큰어려움을겪고있다.

독거노인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

金浩一

대한노인회회장

14·15대의원

한나라당원내수석부총무·사무부총장

前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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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개인적·사회구조적차원인지

논의필요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가 개개인의

잘못이므로개인이감내해야할몫

인지, 급격한사회변화에따른구조

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진지한논의가여전히부족하다.  

우리나라독거노인들은상당수

가절대빈곤상태에놓여있으며,

우울감, 각종 질병, 정서적인 유

대감 결핍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상태에놓여있다. 혼자사

는 노인들의 고독사도 사회적 문

제지만더심각한것은우울감으로인해극

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75세이상인노인10명중6명이빈곤한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

정부가힘을쏟아야한다. 

첫째는정부가재정적부담을감내할수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

자를확대하고, 지급액을상향조정하는노력을

기울이는것이다. 

둘째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 노인들

도가지지못한근로욕구가있다. 한설문에따

르면 우리 노인들의 근로희망비율은 전체 응답

자의89.6%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위탁사업으로대한노인회취업지

원센터가벌이고있는노인민간취업지원사업

은 연간 2∼3만 명의 노인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하고있다. 

이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

영하는것과같은데노인들과기업양쪽의만족

도가대단히높은편이다. 그런데정부는이사

업의 성과를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

다.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는십수년간의노

하우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정부가이사업을

대폭확대하면노인의민간취업은크게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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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될것이다. 특히대한노인회라는조직과기관

의공신력과전통이있기때문에이사업은다른

기관에서대신할수있는일이아니다. 

미래사회, 노인잠재적생산력사회·경제적자원

미래사회에서노인의잠재적생산력은중요한

사회적, 경제적자원이라는점도간과해서는안

된다. 

노인들의 88.6%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

기를 원하며,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받아가면서현재살고있는집에서계

속살기를희망한다고한다. 이는조금불편하더

라도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내 집이 편하다는 것

이반영된것이다. 

독거노인들을위해일부지자체에서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확대도 좋은 대안

이될수있다. 이제도는홀로사는마을노인5

∼10명이 한 집에 모여 살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자는등가족처럼생활하는것이다.

새로운가족이만들어져외로움을덜수있고

난방비와전기료등의생활비도절감할수있다.

집은마을회관이나빈집을개축해쓸수도있고,

규모가크고상태가좋은노인의주택을사용할

수도있다. 이때물론종전에거주하고있던집

은그대로놔둔채이다.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일정 장소

에 모여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이 제도는 안정된

노후생활을위한노인복지서비스지원이크게

부족한상황에서각종안전사고와고독사및자

살, 질병 등을 예방하는 대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다. 연

령이높을수록, 소득이낮을수록우울감을잘느

끼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우울증의 심각성

을나타낸다. 

가까운친인척, 친한친구·이웃이있는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

져사회적관계망이과거보다약해진것으로나

타났다.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43.2%),

친구·이웃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하고

있어 친인척보다 친구·이웃과 더 친밀한 것으

로나타났다.

가족들과의 왕래가 적고, 야외활동이나 문화

생활을하지못하며, 외부인과의접촉이극히드

물기에우울증에걸릴확률이더욱높다. 우울증

은자살또는고독사로이어지기때문에매우심

각한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가

정의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주거 생활상태

점검을통한위험요소제거등생활환경정비에

신경써야한다. 

특히위급상황대응및도움요청을위한연락

체계구축등의안전확인및독거노인의보건복

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이동시에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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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지원뿐만아니라정서적지원도필요

지역내공공기관및민간기관의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연계하고,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불필요한서비스의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복

지, 교육,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

육 및 정보제공 등과 같은 생활교육 등도 필요

하다. 

전국노인들의경로당과노인복지관이용실태

를보면노인의 23.0%가경로당을, 9.3%가노인

복지관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경로당

이용사유는친목도모(91.4%), 식사서비스(57.2%)

가 많으며, 노인복지관은 취미여가(49.6%), 친목

도모(42.3%), 식사서비스(27.5%) 순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

나 노인복지관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

도바람직하다. 

이처럼 독거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지

원을하는것도필요하지만정서적지원부족으

로인한우울증또한심각한문제이므로사회관

계가취약한은둔형독거노인을발굴하고, 이들

에게안정감을주는것또한중요하다. 

독거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하여야한다. 다시말해피부양자에게부

담을주는대상자로파악하는것이아니라스스

로생활을개척하는독립적, 자율적인격체로파

악하는것이다.

독거노인에대한정부대책을심층적으로해야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주변에서‘늙었

으니이제는편히쉬라’고말하자‘만일내가경

기장에서달리기를한다면결승점에가까이가서

속도를늦추는것이좋겠소, 아니면온힘을다해

질주하는것이좋겠소?’라고반문했다한다. 

독거노인들에게는‘이제는 쉬라’는 말 대신

‘결승점에 가까이 왔으니 온 힘을 다해 질주하

라’는격려의말한마디가더소중하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가어린이를케어할수는없지만노인이

노인을케어하는것은가능하다는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봉사활동

이미미하다는인식이팽배한것이현실이다. 그

것은 서양의 봉사활동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라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봉사활동은 숨어서 한

다는차이를간과한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진 것을 움켜쥐

고있기만하는것이아니라나눔에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점에대해실제보다는매우저평가되고있다. 

노인들이독거노인들을케어하는노노케어가

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에서더욱노

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독거노인을 정책수

혜표적집단으로하는대책을지금보다심층적

으로연구, 분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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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과둔내‘사랑의장수로’행

비대면시대가가져오는인간의변화는어떻

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인

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면의 삶을 살아야 했

다. 가족이모여살면서눈만뜨면얼굴을마주

치고 그날 그날을 열심히 살아간다. 이웃과도

대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웃

과 상생의 시대가 열렸을 것이다. 지금은 세계

가 좁아져서 말 그대로 인류의 상생의 시대가

열렸다. 세계각국을이웃집처럼왕래하는지구

촌이되었다. 

세계 인류 그 누구도 요즘처럼 코로나19라는

무서운전염병이발생할것을상상조차못한일

이 아니던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세계 각

국에서1천만명을넘었고사망자는200만명을

헤아린다고언론은보도하고있다. 미국국민은

1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유럽에서는 17초에 한

명씩죽어간다는것이다. 

대학생이나초등학교어린학생들까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철없이 뛰어놀며 선생님

을마주보고책상머리에앉아공부하던것이우

리의일상이었는데어느새비대면시대에갇혀

컴퓨터 온라인(on-line)을 통해 공부하는 현실

에직면했다.

심지어 헌정회 장경우 부회장님께서 12월 18

일에막내아들결혼식을예약해놓고코로나확

산으로자가격리명령을받고막내결혼식에부

모가모두불참하게되었다고하소연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도록 권고

받으면서코로나가우리인간에게가져다준거

대한변화를이겨내고미래를살아갈지혜를짜

낼수있는기회를주시는하나님의은혜에감사

드려야할판이다. 

이제내나이87세. 90이되어가니6대때부

터국회의원선거에나가낙선도하며21대국회

가되기까지나로서는많은선배님동료들의도

움을 받으며 견디어 왔으니 여러분과 가족들에

게도미안하고죄송스러울때가많았다. 다행한

것은헌정회가있어서요즘선후배들과대면담

비대면시대, 횡성에서산림욕호강

회원원고

朴濟相

헌정회고문

14대의원

前세방통상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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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게행복하게느껴진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

지않는분이 14대국회때의정활동을함께한

김문기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헌정

회 황학수 사무총장께서 나에게 강원도 횡성에

숲이 잘 우거진 산림이 있는데 이미 헌정회의

김장곤·이영호·이강후·한영애·류지영 등

여러헌정회원들이두서너번갔다왔는데날더

러 같이 가자는 초청을 해왔다. 헌정회 버스로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척추수술을 한 것이 잘

못되어서못간다고했더니그곳에골프차가있

으니된다는것이다. 신명위원장의여성위원회

세미나가있었다. 

그래서 유경현 회장, 김일윤, 장경우 부회장

등과 박실 홍보편찬위원회 의장, 그리고 여성

회원들틈에끼어함께가게되었다. 나는다른

회원들이 걸어서 등산 산보하는 동안 그곳에

대기한골프카를타고갔다. 사실 선배들이등

산하는데 염치없이 차를 타고 능선으로 산 정

상까지올라갔다. 태기산에자그만치 100만평

이넘는산지였다. 그넓은숲에는아름드리소

나무들이꽉차있고계곡에는유리알같이맑

은 강물이 큰 폭포도 이루어 주천강으로 흐르

고있었다. 정상까지아스팔트찻길도닦아놓

았다.

산림속에서뿜어나오는특유한공기냄새를

맡으면서 별장처럼 50채 정도의 산채가 있었고

큰방이2개씩, 응접실도넓어서18명은잘수있

다고했다. 헌정회회원님들중에는이미두서너

번다녀간분들도있었다. 김문기의원의안내로

산림욕을 마치고 미리 예약을 해놓은 횡성한우

전문점에서꽃등심갈비살로포식을했다. 

한 때는 뼈아픈 고통과 아픔의 역경 속에서

좌절했던 김 의원이 14대 의원이 되어 함께 정

치활동을 했던 가까운 동지로서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력을갖추며새로운제2의삶을행

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3∼4년

밖에안된다. 지난 10월말횡성산림욕을가서

새로운 것을 둘러보고 이 분이 좌절 속에서 그

고통과아픔을참고이겨내는특별한능력을가

졌던분이아니었나하는생각을했다. 

특히김문기선생은횡성둔내에 100만평아

름다운계곡을각종공해와그로인한질병으로

삶이시들고죽어가는중생들을강원도횡성저

넓은 계곡에 인도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건강한삶을이어갈수있도록하고있었다. 특

히, 우리 헌정회 회원들을 이끌어주신 은혜와

은공에깊이감사를드리지않을수없었다. 나

도머지않아90이되어내인생이얼마남지않

았다는생각을불현듯하게된다.

아무쪼록 2021년신축년새해에는우리헌정

회 회원들이 횡성 태기산 사랑의 장수로에 김

의원이 마련한 이 휴양지에 가서 좋은 공기 맑

은 물이 흐르는 산림욕을 하고 건강을 다져 회

춘과 장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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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되풀이되고, 정치의본질은잘바뀌지않는

다. 로마공화정말기탁월한정치가였던율리우스카

이사르는“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는보지못한다”고했다. 어쩜 2000년 전에이

런통찰력을보여줄수있었을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

시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래야 나와 다른 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것은바로다원주의에기반을둔다는점이다. 민

주주의는사회구성원들의다양한생각과가치를민주

적절차에따라통합해가는정치제도다.

‘다수결제도’니‘선출된권력’은민주주의의한부

분이지, 결코전체가아니다. 현대민주주의핵심가치

는오히려 3권분립법치주의에있다. 과거‘선출된권

력’이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

를훼손했던뼈아픈역사적교훈에서만든제도가3권

분립 법치주의다. 다수결이 남용되면 다수의 독재로

이어지고그게바로전체주의, 파시즘이다.

선출된입법부와선출되지않은전문적관료의행정

부및사법부로이뤄진3권분립은선출된권력의무한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시 민주주의 핵심

광신정치가민주주의를위협한다
중국홍위병, 미국‘트럼피즘’, 한국의‘빠정치’

金成鎬

헌정회편집위원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편집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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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견제와균형이다. 선출된권력

이민주주의출발점이지만, 모든권한

을무한위임하지않는시민의지혜가

담겨있다.

민주주의핵심가치로서3권분립법

치주의를다시생각한다. 선출된권력

이다수결의깃발을흔들며민주주의가치를유

린하는 선무당 정치가 온 세상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자기가보고싶은세상

만바라보는광신정치, 미신정치의포로다.

중국홍위병정치

내가 좋아하는 중국 영화중에 <패왕별희>가

있다. 경극을 하는 두 주인공의 사랑과 운명을

그렸지만, 중국의 역사가 온전히 들어 있다.

1924년북양정부시대부터 1977년까지다룬영

화이니문화대혁명을피해갈수는없었다. 

두지(장국영)는마음속으로연모의정을품은

시투(장풍의)와오랫동안의형제처럼서로의지

하며 온갖 시대적 어려움을 헤쳐 가며 경극 배

우의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문화대혁명이란 커

다란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경

극무대가아니라인민재판장(비투회)으로끌려

갔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고발해야 하는 인

간말살의‘문화대혁명경극’이시작된다.

시투는 인민재판장에 끌려와 두지를 비판하

고, 두지는다시시투와그의아내주샨(공리)을

고발한다. 자신이과거매춘부였다는두지의폭

로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시투의‘거짓

자아비판’에 충격을 받은 주샨은 결국 자살한

다. 두지의 제자 배우로 홍위병에 가담해 두지

와 시투를 고발했던‘서(레이한)’도 갑자기 한

손에마오쩌둥주석어록을하나씩들고들이닥

친다른홍위병에끌려간다. 문화대혁명이끝나

고 1977년 패왕의애첩우희로분장해경극무

대에 다시 선 두지는 패왕으로 분장한 시투의

칼을빼어들어스스로목숨을끊는다.

중국 젊은이들을 광기와 광신의 선무당으로

만들었던 문화대혁명은 이처럼 모두를 죽음으

로 몰고 갔다. 영화를 감독한 천카이거 자신이

중학생 때 직접 홍위병으로 참가해 문화대혁명

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장면을 연출할

수있었는지도모른다.

영원할것같던문화대혁명도 1976년마오쩌

둥의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마오

의 권력을 업고 문화대혁명을 진두지휘하던 강

청등4인방은거꾸로반혁명죄로투옥되었다.

극좌모험주의로중국대륙을피의숙청으로물

들였던‘가짜 사회주의’문화대혁명의 생명은

고작10년이었다. 

미국의회앞에모인트럼프전대통령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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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피즘’

광신의정치는코로나19처럼전파력이대단하

다. 1976년 마오쩌둥의사망과함께죽은줄알

았던‘문화대혁명’이 각종 변이종으로 나타나

21세기를 강타했다. 지금 민주주의를 전염시키

고있는미국의‘트럼피즘’과한국의‘빠정치’가

바로신종변이종이다. 20세기중국홍위병들이

직접 육체적 테러를 일삼는 아날로그 홍위병이

었다면, 미국트럼피즘과한국빠정치의홍위병

들은 인터넷 정치테러를 일삼는 디지털 홍위병

(인터넷홍위병)으로악성진화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부동산재벌도널드트럼프가만든‘트럼피즘(트

럼프주의)’은 명백한 미국판 홍위병 정치다. 백

인남성 우월주의라는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트

럼피즘은 인종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을 서

슴없이저지르는극우적편향으로미국을두동

강이냈다. 트럼피즘의최첨병은다름아닌디지

털 홍위병 큐어넌(QAnon). 트럼프를 구세주로

모시는 큐어넌은 극우 음모론집단으로, 지난 4

년간온라인공간에서마치하수구에오물을쏟

아붓듯분열과증오의쓰레기정치를퍼날랐다.    

트럼프가이들의음모론열기에기름을부어넣

었다. 트럼프는대통령재임기간내내흑인과백

인을철저히분리했고, 여성과남성을분리했고,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를 분리했다. 분

열과 갈등,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증폭시키면서

민주적기본질서와가치마저붕괴시켜버렸다.

트럼프는마침내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결

과를부정하는불복선언을한다. 온라인인민재

판에 만족하지 못한 큐어넌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리로 뛰어나왔다. 지난 1월 6일 미 대통령 당

선자확정을추인하려던미의회에난입한의사

당난동사건은트럼프가뿌린분열과증오정치

의필연적결과였다. 건국이래230여년이어지

던미국민주주의는한순간에무너졌다. 광기와

광신의 정치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길수있는지를보여준사건이었다.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것은아니다. 현실의민주주의는법

과제도만으로완성되는것이아니라, 관습과규

범을 지킬 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역대 미 대통

령들은아무도이런민주적관습과규범을깨뜨

리지않았다. 대통령한명잘못뽑으면이렇게

나라가망하고민주주의가상처를받는다.  

한국의‘빠정치’

중국 홍위병과 미국 트럼피즘의 한국형 변종

은‘빠정치’다. 특정 정치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한국의‘빠정치’는‘태극기

부대’와‘조국기부대’다.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

적으로지지하는태극기부대와문재인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조국기부대’는 전형적인

21세기디지털홍위병이다.

기본적인 사실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

곡하고민주적가치와상식, 정의를부정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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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들 두 집단은 닮았다. 박근혜의‘태극기

부대’는탄핵을음모론으로접근하고, 문재인의

‘조국기부대’는 역시 가상의 적을 창조해 법치

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둘 다 가

짜우파요, 가짜좌파다. 이들역시온라인디지

털홍위병으로는성이차지않았는지, 기회만되

면 거리로 뛰어나왔다. 박근혜의 태극기부대는

주로광화문광장으로달려가고, 문재인의조국

기부대는서초동으로몰려간다. 

특히문재인열성지지자들인‘문빠’, ‘대깨문

(대가리가깨져도문재인지지)’들은조국전법

무부장관을 사수한답시고 걸핏하면‘검찰개혁’

이라는허상을들고나와마녀사냥을하느라온

갖 군데를 헤집고 다녔다. 일부 대깨문은‘문재

인’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이니’라고 부르며

“우리이니하고싶은대로다해”라는구호까지

만들었다. 아무리특정지도자를지지한다고이

런식의구호는민주적시민으로서스스로주체

적 인간이기를 포기한 노예정신이다. 문화대혁

명당시“마오쩌둥은무조건옳다”는마오의무

오류를내세운중국홍위병과뭐가다른가.  

이들은 금태섭 전 의원 사례에서 보듯, 문 대

통령과다른의견을가진국회의원에대해온갖

욕설이들어간문자폭탄을퍼붓고, 권력형비리

를수사하는윤석열검찰에대해‘개검’이니하

는 검찰 겁주기, 비판 언론인에 대한‘기레기’

표현, 나아가정권에불리한판결을한판사들에

대한탄핵까지요구하고있다.

문빠들의정치적행태는직접민주주의나참여

민주주의와는아무런관련이없다. 자신의정치

적 견해를 폭력적 방법으로 남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미의사당에난입한트럼프지지시위대

와 다를 것이 없고, 중국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모습과똑같다. 

이런 디지털 홍위병들은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광기의 정치, 광신의 정치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어설픈 직접민주주의,

얼치기 참여민주주의 이름 아래 디지털 홍위병

들이민주주의에정치적테러를일삼는다.  

이런디지털홍위병의광신의정치를막는최

후의파수꾼은당연히국회다. 국회는의회민주

주의의 최후 보루고, 3권분립 민주주의의 수호

자다. 국회는 디지털 홍위병의‘빠정치’의 선전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극기 부대’와‘조국

기부대’에휘둘려서는안된다. 여야를떠나국

회의원들이해야할책무는이런디지털홍위병

의광신의정치와싸우는것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오로지민주주의, 법치주의, 양심에따라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디지털홍위병의정치적노예로전락

하지 않는다. 홍위병을 믿지 마라. 소크라테스와

예수를죽인것도바로당시홍위병민중이었다. 

리영희선생은1977년펴낸책<우상과이성>에

서‘우상에대한이성의도전’을주장했다. 민주국

가에서어떤지도자에대한이성적지지는가능하

지만, 맹목적우상화는용인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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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부산분관건설현장방문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월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현

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현황을 점검했다. 朴 의장은“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

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최초의도서관이기때문에상당한의미가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좀더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지상 3층 연면

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목표로진행중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위촉

쐹采正(14,15,16,17)·金炯旿(14,15,16,17,18) 前 국회의장은 2월 3일 국회에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위촉됐다. 임채정공동위원장은“우리사회

와역사는쌓이고쌓인갈등을풀기를요구한다. 입법을책임지는국회가이일

을맡았다는것은의미가크며높이평가한다”고했다. 김형오공동위원장은“통

합이라는것은국회가본령이되어야하는데국회가아닌자문위원회에서이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자

체가통합이제대로되고있지않음을방증하는것이다. 양보할수없는것은이땅대한민국과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이외에는대화와양보, 타협을통해갈등문제해결의본질에접근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빛고을수소연료전지발전소착수식

丁世均(15,16,17,18,19,20) 국무총리는 2월 10

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

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한국중부발전,

SK가스, 두산건설, SK증권과 공동 개최한‘빛

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수소경제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원동력이며 그 맨 앞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수소경제가 광주

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

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공간(공기) 살균기기증식

柳瓊賢(10,11,12) 헌정회 회장은 2월 5일 헌정회에서 ㈜에스알바이오테크(대표

김신택)로부터‘공간(공기) 살균기’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박명

서·변우량회원과황학수사무총장, 박규찬사무차장등이참석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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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총회

朴權欽(10,11,12)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2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한

국차인연합회 강당에서 2021년도 정

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 총회에

서는 전년도 결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

고한국다도대학원27기의졸업식도가졌다.

師朱堂쐥氏저술『태교신기(胎敎新記)』번역

朴衡圭(10) 헌정회 고문은 1월 8일

師朱堂 쐥氏(1738∼1821)가 1801년

저술한『태교신기(胎敎新記)』본서

를번역, 보광출판사를통해발간했

다. 이 책은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만큼“현명한 스승의 10

년 가르침은 어머니의 10개월의 가르침만 같지 못

하다”는교훈을보여주고있다.  

부산지회모임

韓斅葉(12) 헌정회 부산지회장은 2월

3일 기와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부지회장에 박대해(18대),

총무에 권태망(16대)·윤준호(20대)

회원을 선출해 앞으로의 부산지회 활동을 해나가

기로의견을모았다.  

『민주반월보』제78호에인터뷰

金武星(15,16,17,18,19,20) 전 새누

리당 대표가 1월 1일 (사)민주화운

동기념보존회(회장 서훈)에서 발

행된『민주 반월보』제78호에 인

터뷰 했다. 金 전 대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역할에대해제언했다.       

‘성평등국회자문위원장’으로위촉

쐥美卿(15,16,17,18,19) 회

원이 1월 27일 국회에서

가진 성평등 국회 자문

위원회위촉식에서‘성평등국회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KBS 심야토론출연

金富謙(16,17,18,20)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월 16일 KBS 심야토론

에 유승민(17,18,19,20)

바른정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공동으로

출연해‘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주제로 토

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한국정치 무엇이 문

제인가, 정치복원을위한과제, 협치를위한대통

령의역할”등에대해토론했다.  

MBC ‘다큐플렉스’출연

朴振(16,17,18,21) 의원은

1월 14일 MBC 다큐 플

렉스 프로그램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개막을앞두고한미관계전망에대해패널로참석

해의견을개진했다.     

방역강화로어려움겪는업체방문, 해결책모색

元喜쐋(16,17,18) 제주도

지사는 1월 18일 노형동

PC방, 사우나, 피트니스

업체 등을 방문했다. 元

지사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 조

치로어려움을겪는업체를방문해애로사항을청

취하고실용적인해결책을모색하고자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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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재구성』전달식

宋丙大(16) 회원은 2월 9일『논

어의 재구성』저서를 헌정회

황학수 사무총장에게 전달했

다. 宋회원은 7년이라는긴시

간을이책에녹여냈다. 저자는

“논어는 유교 경전의 기본이자

동양사상의정수로너무심오하기에정작이를제

대로아는사람은많지않은데착안해되도록쉽고

명쾌하게재구성했다”고밝힌다. 이책은원문을살

리면서‘도(道)’‘예(쎒)’‘군자’등 12개의 주제로

구성, 전개했다. 

국회물포럼2021년도정기총회및이사회

卞在一(17,18,19,20,21) 의원실은 2월

3일‘국회물포럼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 제10차 대토론회’를 온라

인줌으로가졌다. 

화훼농가방문…어려움청취해결책모색

싕承晁(17,18,19,20)

충남지사는 1월 18일

예산 화훼 재배 농

가를 방문해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영농비 부담 증가 에 따

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충남

도는 화훼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7억

원, 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육성 사업으로 3억

8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

청부터‘원테이블, 원플라워’를 시작하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꽃바구니 선물하기 등을 추진해

생활속화훼류소비를활성화한다는방침이다.  

아동인권보호를위한전문가간담회

尹昊重(17,19,20,21) 의원실은 2월 1

일 서영교·홍익표·박주민·이재

정·고민정의원실과공동으로‘아동

이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연속토론

회Ⅱ:아동인권보호를위한전문가간담회’를유튜

브고민정TV로생중계했다.  

‘백봉신사상’대상수상

鄭成湖(17,19,20,2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일 백봉정치문화교

육연구원(이사장 라종일)으로부터

‘백봉신사상’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

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박용진 의원과 국민

의힘박진, 조해진, 추경호의원등이수상했다. 

외교부장관으로취임

鄭義溶(17) 前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2월 15일 신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식을

갖고 취임했다. 鄭 외교장

관은외교부공보관, 통상국장, 주미국공사, 주제네

바대표부대사, 제17대 열린우리당국회의원, 청와

대국가안보실장등을역임했다.  

제2대대한당구연맹회장으로선출

朴普煥(18) 회원이 1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48.89%를 획

득해 제2대 대한당구연

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朴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

해“막상 당선되고 나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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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낀다. 모든 당구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

음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 내걸었던공약을중심

으로 차근차근 이행해 연맹 신뢰를 재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즉석요리세트인산천어밀키트홍보지원

崔文洵(18) 강원도지사는 1월 14

일 강원도 화천군 둔치에서 진

행된 즉석 요리 세트인 산천어

밀키트 홍보를 지원했다. 이는

강원도, 화천군, 롯데백화점 공

동 프로모션인‘강원 라이브 홈쇼 맛있다! 화천

산천어 식도락 특집’에 방영된 것으로 이날 최문

순화천군수와유튜버밥굽남등이참여했다.

국회평화외교포럼2021년도출범식

金炅俠(19,20,21) 의원실은 1월 7일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했다. 2월 18일에는 윤후덕·김성

원·김영호·김민철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평화

포럼2월정기강연을비대면화상으로가졌다.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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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碩淳(11) 회원이 2월 6일 별세. 고인

은 부산대 법대 졸업, 국가안전기획부

국장,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부회장, 한

국경로복지회 이사장, 부산사회체육센

터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한국남극관측탐험

대 단장(한국최초남극탐험성공 세종기지 건립), 한국

해양대기성회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한러시아극동협

회수석부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 84세. 

李元湃(13) 회원이 2월 13일 별세. 고인

은 정읍농업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

학행정학과졸업, 신민당전북제9지구

(고창군)당위원장, 신민당대통령후보(김

대중)비서실차장, 전주이씨임영대군파종회장, 신민당

정읍·고창지구당 위원장, 평화민주당 대통령선거중앙

대책위조직위상근부위원장, 경향건설주식회사회장,

제일주택회장등을역임했다. 향년89세. 

쐥桓儀(14) 회원이 1월 11일별세. 고인은

서울대졸업, 내무부기획관리실장, 전라

북도 지사, 문화방송 사장, 경향신문사

사장,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서구지구당 위원장, 백제예술대

학이사장,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사장, 민자당과신

한국당 광주시지부·서구지구당 위원장, 당무위원, 한

나라당부총재등을역임했다. 향년90세.

朴鍾熙(16,18) 회원 딸결혼

2021년 3월 6일(토) 낮 1시, WI컨벤션W홀

이성화(필명 이소원) 헌정회 행

정지원팀사원이2월 10일『외롭

지만불행하진않아』에세이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교보문고 봄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 쐥 작

가는 이 책에서 새터민으로서의

지난10년간의삶을솔직담백하게담았다. 

『외롭지만불행하진않아』에세이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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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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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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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