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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미국에서민주당으로정권교체에따라바이든행

정부의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시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시기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미국과 중국

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관심

사가되고있다. 향후중·미관계변화에맞춰서한

국의대외정책을어떻게수립해나갈지에대해논해

보고자한다.

미국 백악관은‘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

다.(2021.3.3) 미국의對세계관여비전을제시하려는

취지에따라조바이든대통령은서문에국가안보전

략(NSS)에따른국가기관이취할지침을제시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민주주

의, 동맹에 바탕을 두고 미국은 안보, 번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대범하게 관여해야 한

다.(boldly engage the world)

둘째, 초국가적 위협이 대두되는 안보 상황에 따

라 미국의 관여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위기에봉착하고, 미국주도의국

제질서가시험에직면해있다고평가한다. 중국, 러

바이든시대미·중전략경쟁과한반도

안인해

고려대국제대학원교수
前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특집Ⅰ 북핵과한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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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비롯해서 이란, 북한 등에서 위협이 제

기되고있다. 중국은잠재적으로현존하는국제

질서에도전할수있는유일한경쟁자로서공세

적으로부상하고있다고본다.

셋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동맹과의 파트너십

을 우선순위에 둔다. 미국은 NATO, 호주, 일

본, 한국과의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과

더불어 인도, ASEAN 등과의 파트너십을 활성

화해서현대화를추구하고자한다. 미국에게동

맹국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

한 전략자산(greater strategic asset)이다. 민

주주의 동맹을 통해서 국제 규범 및 표준을 효

과적으로 수립하여 중국을 비롯한 비민주 국가

들에게대응이가능하다는전략을세우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최초의국가안보전략보고서

를 발간했는데 NSS 개정 이전에 나온 잠정적

지침으로서매우이례적이다. 전임행정부와차

별화를하기위해서외교안보비전을조기에제

시하고 동맹 강화 등 주요 외교목표를 내세워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미관계를 포함하는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

서동맹과의협력을통한외교적접근을강조하

고있다.  미국내언론(Hill, Politico)에보도되

고 있듯이 이 지침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함의

를부각하고있다.

미·중전략경쟁

▲▲동동맹맹을을통통한한국국제제협협력력

미국은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 보건, 비확산

등에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리더십을 회복

하고자 한다. 핵무기 위협에 대해 동맹을 통한

강력한 확장억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

아와는 안정을 위한 전략적 대화를 추진하겠다

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완화하기

백악관에서가진한미정상회담(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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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실질적인성과를얻을수있도록일선외

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일본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은외교를우선수단(first resort)으로하

지만최후의수단(last resort)으로 군사력을사

용할수있다. 중국과러시아의위협에대응해서

첨단기술에대한투자확대등을통해서군사력

을확보한다. 동맹국들과의긴밀한협의를바탕

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검토(GPR)를 진

행하고 인도-태평양 및 유럽에서 미 군사력이

가장견고(robust)하게유지될수있도록한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대중국 정책은 미국

이내적역량을결집하는동시에국제적규범에

따른 합의를 주도해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중국의

불법적인무역행위나사이버해킹등에대해서

는강력히대응한다. 미국은타이완과홍콩문제

에지속적인관심을표명하고신장을비롯한티

베트에서의민주주의, 인권증진에대해서도주

목한다. 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기후변화, 글

로벌보건안보등미·중간에협력이가능한분

야는상호협력을모색하고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 분야를 비롯

해서경제회복을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고에

너지및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사이버안보

분야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

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미··중중경경제제정정책책의의전전략략적적기기조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은 확장적 경제정

책기조를유지하고있고, 중국은재정적자목표

치를 축소하고 긴축기조로 선회해서 이를 추진

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간에 탈동조화

(decoupling) 추세가나타나고있는원인을분석

하고평가해볼수있다.

중국과미국은이전의경쟁국면에서도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암묵적으로 정책 공조를

해왔다. 2009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양국은

대규모경기부양책을실시해서글로벌수요회복

을견인했고, 중앙은행은양적완화를통해글로

벌 유동성이 경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중국은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자산시장에재투자해서달러의국제적순환

에기여했다. 중국이대규모로달러채권을매입

하면양적완화국면에서미국의 시장금리가인

상되지않도록억제하는데기여할수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중국

과 미국의 경제정책이 탈동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경기회복에 속도 차이가 있다. 중국은

내수와수출방면에서코로나국면에따른경제

위기를조기에성공적으로극복하고있다. 이에

따라내수시장에대한구조적개혁을추진하기

위한여력을확보하게되었다. 중국은올해들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투자(35% 증가), 생산

(35.1% 증가), 소비(33.8% 증가) 등주요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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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2021년 1~2월

기준) 경기회복을위해서무리하게확장기조를

유지할필요성이감소하고있다.

반면미국은생산(2.2% 감소), 소비(3% 감소)

등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

다.(2021년 2월 기준/전월 대비) 미국 정치권에

서관심을갖는실업률도6.2%로서코로나19 이

전에보인평균수준 3.5%를크게웃돌고있다.

옐런(Yellen) 미재무장관은미하원금융서비스

위원회에출석해서경제가아직위기국면에있

다고평가했다.(3.24)

다음, 양국은부채와관련해서인식차이를보

인다. 미국은기축통화국이지만중국은향후글

로벌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디레버

리징(부채감축)이필요하다. 미국이국채를발행

하거나달러신규발권을통한주조효과를활용

한다면대외변수에크게영향을받지않으면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 미국은 국제 결제 및 자

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달러의 지위가 건재한

이상일정한수준의달러평가절하가능성만관

리하면된다. 이는기축통화발권력을활용해서

부채문제를관리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선제적으로 긴축

국면에들어가게되면금리인상에따른부채상

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15~16

년미금리인상기에중국은기업부채상환부담

을완화하기위해서저금리정책을고수해왔다.

이에따라달러자본이지속적으로이탈해서중

국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를 감안해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은

미국의정책기조가바뀌기전에긴축및부채문

제관리등경제구조를개혁하기위해서주력하

고있다. 리커창총리는국무원상무회의를계기

로총부채비율(GDP 대비)을유지하고정부부채

비율을축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3.16)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중국은 선제적으

로 긴축정책을 실시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실질가치가상승하도록견인하고있다. 이는위

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면서 달러

금융시장에대한의존도를감소시키는데기여할

수 있다. 중국이 강한 위안화를 유지하면 중국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소비를중심으로과도한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는 중국의‘쌍순환(雙循

環)’정책에부합한다.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 경제정책의 탈동조화

추세에따라상당기간동안위안화강세국면이

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强위안/弱달러환율구

조는 미·중 양측의 이해관계에도 상응하므로

환율문제가단시일내양국간갈등요소로부각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 미

재무부는중국을환율조작국목록에서제외했는

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이전(2021∼23년 경)까지 이

시기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

이될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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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외정책: 전략적신뢰성

글로벌이슈에대해서미·중간에협력이이

뤄지면남북대화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

를기대하게된다. 하지만민주당바이든행정부

에서도중국과북한에대한봉쇄와압박이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국이 균형을 잡

아서중재외교(Mediatory diplomacy)를 할수

있는여지는사실상없다. 미·중의이해관계가

충돌하는와중에도양국간에대화와협력이이

뤄질수있도록한국이가교역할을통해중개외

교(Bridging diplomacy)를 담당할 수 있다. 한

국은양측으로부터신뢰받는동반자로인식되어

야 한다. 한국이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

(Ambiguity)은미·중모두의불신을받아서오

히려한국이설자리를잃게될공산이크다. 한

국은미·중관계에서현재와미래를꿰뚫어보

는 안목으로 양국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전략적

신뢰성(Reliability)을확보해나가야한다.

예컨대 사드는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미군과

군속들, 군사시설을 북한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자구책으로명분을내세운다. 굳건한한미

동맹을바탕으로이를거부할다른명분을찾기

어렵다. 한국측은 2014년부터 사드가 배치되기

까지2년여동안중국에3無(요청, 협의, 결정)로

무마하려다가 하루아침에 배치 결정을 하고 장

소를변경했다. 이는전략적모호성이아니라상

대방에대한기만이라고인식할수있다. 이러한

일련의정책에서전략적신뢰성을찾아볼수없

다. 한국정부가일단정책결정을내렸다면반대

를 무릅쓰고서라도 일관성 있게 솔직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중국이주장하는‘쌍궤병행(雙軌竝行)’은북한

을협상테이블에나오도록할수있는유일한방

안일수있다. 비핵화와평화협정을동시에논의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중국이주장하는쌍궤병행을관철시키

고 미국을설득하려면 한국이사드배치 요구를

미국은민주주의가치를공유하는동맹들과대중국압박에동참하기를요구한다. 

바이든행정부의대북한정책에영향을미치려면미국이지대한관심을보이는정책에

호응해야한국의입지를넓힐수있다. 하지만중국이이를묵과하지않으므로

한국의불가피한입장을설득하기위한외교력이절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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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에 대해원칙을 지켰

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투명하게논의해서전

략적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모호성’은‘신뢰성’을넘어서철학적으로상

위개념이라고볼수있다. 상대방의의도에대해

모호한상황에서그래도믿고싶은경우일것이

다.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신

뢰하지못한다면전략적모호성이아니라‘양다

리걸치기’로인식해서양측으로부터불신받게

될것이다.

임기마지막해를보내는문재인대통령은최

우선목표로남북한관계개선을통해서지속가

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을 닦고자 한

다. 이는 미국이 나서서 대북한 제재를 완화해

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

한비핵화를우선시한다. 북한에대해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서미국은철통같은(ironclad) 한미동맹에대한

신뢰를바탕으로실천을통해헌신할것을주문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대중국압박에동참하기를요구한다. 인도-태평

양전략에따르는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쿼드플러스(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참여하기

를요청한다. 한국이참여의사를밝힌다면기회

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

책에영향을미치려면미국이지대한관심을보

이는정책에호응해야한국의입지를넓힐수있

다. 하지만중국이이를묵과하지않으므로한국

의불가피한입장을설득하기위한외교력이절

실하다.

바이든대통령과문대통령의첫한미정상회

담 주요 의제와 성과에 주목한다.(5.21) 한국이

필요한백신과미국이강조하는반도체는한·

미 경제협력 분야이면서 쿼드의 협력 분야다.

쿼드에반도체등신기술, 백신, 기후변화에대

응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미국이 구상하

는반도체공급망을재편하려는의도는신기술

공급망에서중국의존도를줄이고기술격차를

벌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내세우는

‘백신 외교’를 견제하면서 쿼드 백신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경

제협력을통해서한국은북·미대화재개와남

북한관계개선에대한협력이이행될수있기를

기대한다.

북·미관계 악화는 중국의 입장을 강화해서

신냉전기로의 회귀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북

한이자생력을키워서편중된대중국의존도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을바탕으로실천이이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핵을 포함해서 주변

국과의외교를통한협상으로풀어나가야궁극

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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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美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

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에서 한미일 3국의 정

보수장들이회담을한직후다. 정보수장은보통얼

굴을공개하지않는다. 그러나헤인스국장은한국

에오자마자얼굴을다내놓고DMZ와청와대를공

개방문했다. 물론청와대에서는마스크를쓰고사

진을 찍기는 했지만, 대북정보와 해외군사정보 업

무등을관장하며수하에 CIA와 FBI 등 15개기관

을 둔 미국 최고의 정보수장으로서는 아주 이례적

인일이다. 

동선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 더욱이 열흘 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영국 런던에서 했고, 일본

에서는한미일정보수장회담을다마쳤음에도불구

하고헤인스가바로그다음날곧바로한국을찾았

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

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헤인스 국장으로 이번 행

보는함축하는바가아주크다. 우리정부의외교적

모호성과가치전도에대한가시적압박인동시에북

한에대해서도미국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메시지

를확실하게한것이다. 

인권문제가한미일, 미중문제의핵심

특집Ⅰ 북핵과한국안보

朴宣映

18대 의원

동국대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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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은완전히다르다

2020년은미국과대한민국, 중국, 유럽이모

두 혼란스러웠다. 미국은 대선문제로, 중국은

COVID-19(이하 코로나) 진원지이자 反법치적

국가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압박으로, 유럽은자유민주주의라

는원칙과코로나극복이라는현실속에서일상

이빚는갈등과극복으로갈팡질팡했다. 한국은

K방역의성공이라고자화자찬했으나백신도구

하지못하고내로남불에연연하자국민은차갑

게돌아섰다. 겉으로보기에는모두가혼란스러

운 2020년을보낸것같지만, 자세히들여다보

면 그 혼란의 원인과 양태, 결과라는 점에서는

그질과결이정반대로다르다.  

일단 미국은 대선 이후에 안정을 찾아 도약

하기 시작했다. 백신도 충분하고 마스크도 벗

기 시작했다.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유럽

은 미국과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점점 나아지

고있다.

유럽은 1215년부터 1789년까지 인권혁명을

해 온 대륙이다. 20세기엔 러시아혁명과 제1,2

차세계대전을겪으면서EC를거쳐EU라고하

는 세계 유일의 연합국가를 만든 대륙이 2020

년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만이 아니라 기존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팬데믹을 겪어

야했다. ‘자유가아니면죽음을달라’고외쳤던

유럽이일관되게지향해왔던‘인권’, 그가운데

서도‘인격발현권’이라는가치가코로나와정면

충돌하는 1년을보냈다. 특히 1990년대말동유

럽과 舊소련이 무너지면서 체제전환을 한 나라

들에게자신들이수백년동안구축해온그‘인

권’이라는가치를코로나라고하는팬데믹현상

북한인권다룬유엔총회제3위원회(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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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지켜내고자 하는 가치수호의 과정이 우

리눈에는이해할수없는혼란으로비쳐졌지만,

이같은 유럽의 혼란은 인권을 지키고자한 반작

용이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표현의 자유’라

고하는자유민주주의적핵심가치를학생들에게

만평을 예로 들어 가르치다가 길거리에서 참수

당한중학교교사의죽음에그들은집에머물지

않았다. SNS에댓글을다는정도로만족하지않

았다. 수십만명이레푸블리크광장으로, 샹제리

제거리로, 생제르망불바드로뛰쳐나와그토록

크고장렬하게, 그토록애절하게애도했던것이

다. 정부당국도막지않았다. 방역수칙을지키라

고강제하거나코로나검사를하라고핸드폰추

적을하며강요하지도않았다. 코로나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

럽인들은전국곳곳의주요광장에빽빽하게모

여서애도하고분노했다. 이탈리아, 스페인등에

서는정부를향해‘코로나라는이유로우리의자

유를 박탈하지 말라’며 반정부 시위도 벌였다.

그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인 표현의 자유

를 그들은 막지 않았다. 비록 이른 저녁부터 통

금을 시행하고 봉쇄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의

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배려하고 보장한 것이

다. 우리처럼 차벽으로 물샐 틈 없이 막지도 않

았다. 그런 대규모 시위 후 유럽 전역에서 수백

만명이코로나에확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지자체도 보건권 운운하거나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강조하며 국민을 탓하지

도, 백안시하지도, 불법행위로 처리하지도 않았

다. 이런 면에서는 미국도 유사하다. 미국은 코

로나정국에서도교회와성당을막지않았다. 종

교의자유를보호해야하니까.

국가주도적통치와인권침해

그에 비해 중국은 코로나 원조국이면서도 일

체의 책임의식이 없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험성을알린의사를잡아다죽게만들고, 그와

관련된 보도도 일체 하지 못 하게 막았다. 전염

병을 예방한다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람이 살

고있는집에못을치며거주이전의자유도박탈

해 버렸다. 그리고는 자칭 코로나 완전박멸 1호

국가가되었다고, 그렇게경제가살아난것을자

랑스럽게여긴다.

한국은코로나초기에정부보다국민, 특히의

료인들이코로나사태에더적극적으로나섰고,

국민은헌신적으로자원봉사를했다. 정부는전

염원 차단에 실패했지만, 의료인들은 드라이브

스루방식등을고안해적용하고, 현장으로달려

가희생대열에서기를마다하지않았다. 일반국

민은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으로

정부방침에순종했다. 확진자든아니든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사생활 침해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 유

출되어도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

식이나문제제기는거의없었다. 오히려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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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려는사람들을반사회적문제아나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부류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마저

매우높았다.

스스로 피를 흘리며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온

미국과 유럽은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인권을

지키고 우선시하고자 노력했다. 반면에 민주주

의라는가치를스스로쟁취하지못했거나인권

의식도 낮은 중국과 한국은 잘못된 공공복리라

는명분아래자신의자유와권리를스스로유보

하거나반납해버렸다. 한국은백신도확보하지

못했지만, 미국은국민이백신도선택해서맞을

권리를행사하고있고, 방문객에게도국적에상

관없이백신을맞춰주고있다. 무료로.

인권지수를드러낸코로나팬데믹

이같은차이를전제하고, 인식하지않으면국

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

같은 각국의 인권지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도, 한미일관계도, 북한핵문제도절대로제

대로 풀 수 없다. 아니 문제 인식 자체를 할 수

없게된다. 아무리북미, 남북정상이마주앉고,

한미일정상회담이이루어져도대한민국은영원

히 국제사회에 공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아무

리여러번만나도항상문제는원점으로돌아가

고, 시간이지나면한국은점점더국제사회에서

이해할수없는나라가되고북한은핵을더공

고하게 키워가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

할것이다. 지금까지그래왔던것처럼. 다자외교

도마찬가지다. 아무리열심히다자외교를해도

기본입장과가치, 사물을바라보는관점이원천

적으로다르기때문에북한핵문제와한일관계,

심지어한미관계까지지금껏악화일로를걸어온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

법도 코로나와 똑같은 패러다임이다. 민주국가

에서‘알권리’란필수불가결하고도필요충분조

건의 기본인데 외부정보를 차단하는 법을 자국

민에게‘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각국의인권지수를이해하지않으면미중관계도, 한미일관계도, 

북한핵문제도절대로제대로풀수없다. 

아무리열심히다자외교를해도기본입장과가치, 사물을바라보는관점이원천적으로

다르기때문에북한핵문제와한일관계, 

심지어한미관계까지지금껏악화일로를걸어온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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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선진국들은이해하지못한다. 그래서급

기야 지난 4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이 청문회에 오르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수십 년 만에. 경제대국 10위권 국가가

그것도인권변호사가대통령인나라가인권침해

행위로, 비법(非法)문제로 다른 나라 의회의 청

문회대상이된다는것은세계에서유례를찾아

보기어려운일이다. 

경제도인권이적용되는과정이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마디로 말하면 21

세기는 인권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중

반까지 경제는 정치와 분리되었다. 일명 정경

분리(政經分쐯)의 원칙. 그러나 20세기 후반부

터정치와경제는외교무대에서최우선과제였

다. 각국의 대사들은 자국의 상품을 팔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자동차로 유명한 어느 나라의

대사관저엔 그 나라에서 새로 나온 차가 정원

(안 마당)이나 심지어 거실에까지 들어와 귀빈

들의 만찬장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이 단

박에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다. 노동법이나

인권은 도외시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담합하는

등의식으로전세계시장을가격경쟁력하나로

석권했다. 그러자 경제에 인권문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지 중국만이 아니었다. 축구공을

꿰매는 파키스탄 어린이들, 커피콩을 따는 아

프리카와 남미의 작은 아녀자들, 세계 곳곳에

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가격구조 등이 불

법과 불공정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의젊은세대들이주장하는공정성과같은

맥락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 문제로 다가오

는불공정이아니라인권체계에서벗어나는세

계시민(World Citize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법의 근원인 불공정 문제가 전 세계 곳곳에

서제기되기시작한것이다. 

작게는 커피에서부터 여행까지 개인들이 느

끼는 적정가격(Fair Price)과 크게는 국가단위

의 수출입물품에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투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중국이위기에몰렸는데도우리언론은

미중패권이라는 진영싸움으로 보도, 분석하고

있다. 안타까운일이고우물안개구리같은시

각이다.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핵문제를 인권

차원에서접근했다면북한은이미오래전에핵

을포기할수밖에없었을텐데이것을정치적으

로풀려다보니문제가점점더복잡해지고북한

은 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

대 북한이 핵연구를 어디까지 진전시켰느냐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의 핵시설에 종사하

는종업원들과연구진들의건강검진, 그 지역의

토질 및 수질 문제, 공기 등 환경문제를 최우선

적으로전제했더라면북한은핵을포기할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그것

을해결하면당근을주겠다며인권을보장하게

만들었더라면 핵문제도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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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지 못 했던 것이다. 미국도 국제사회도

북한이자기들과동일한사고와법집행을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을해온배경과목적, 그과정이나각종

협상장에 나온 이유가 한 마디로 반인권적, 반

인도주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

든나라는그것을인지하지못했던것이다. 그

래서 북한 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별개의 것으

로 치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착상태

에빠진것이다. 

한국전쟁중에시작된북한의핵

북한에각종지하자원이많다는것은다알려

진 사실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출범하면서부터, 그러니까 6.25 전부터

지금까지구소련에우라늄을만톤이상팔았다

는사실도우리는잘모르고있다. 북한은무기

를만드는데필요한모든천연자원을소련에팔

았고, 소련은 그 대금의 대부분을 6·25 전쟁

에필요한각종무기와공군을지원하는것으로

상계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거의 모르는 사실

이다. 

결국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한은소련의도움을받아핵을개발하기시작

했다. 1952년, 전쟁이지지부진하고정전협정얘

기가나오던때에이미북한은영변에‘가구공장’

이라는작은간판을붙여놓고핵을개발하기시작

했다. 그즈음북한은소련과‘원자력의평화적이

용에관한협정’까지맺고북한과학자들을모스

크바근교핵연구소에파견했다. 유수한이과학

생들은모두모스크바대학으로유학을보냈다. 훗

날북한은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Atoms for

Peace)’이라는 용어를 교묘히 또는 적절히 사용

해 1995년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사업을 따냈다.

KEDO는 10년 만에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북한

은막대한이익을봤고시간도벌었다. 앞뒤로남

는장사를쏠쏠하게했다. 그모든영수증은우리

가다책임져야했고, 우리는죄인처럼협박에시

달려야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는평화라는단

어가 무소불위의 반지처럼, 환상처럼, 좀비처럼

국민사이를떠다니고있다.

그러면또드는의문하나. 그당시먹고살기

도바빴을신생독립국북한은왜그엄청난돈이

들어가는핵을개발하려고했을까?  

<다음호 계속> 

미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북핵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4.28)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19   MAC-4       



20

바이든정부의대외정책기조

바이든정부의대외정책기조는가치기반국제주

의라고할수있다. 바이든정부는국제질서에서미

국의 리더십 회복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과의 연대강화를 도모한

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4월 포린어페어스

지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Summit for Democracy) 개최를약속했지만, 중국

과러시아를권위주의국가로규정해선을그었다.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의 제1과제는 중국이다. 바

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CBS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며

중국과극한경쟁을예고했다. 토니블링컨국무장관

은3월3일외교정책연설에서“북한과러시아, 이란

등이심각한도전과제이긴하지만중국이최대의지

정학적 시험”이라고 말했다.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

국방장관역시 3월 4일직원들에게보낸메모형식

의 문건에서 중국은 국방부가 직면한 제1의 도전과

제라고규정했다. 

지난 3월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대중국견제및인도·태평양전략을위한동

싱가포르·하노이정상회담의교훈

특집Ⅰ 북핵과한국안보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20   MAC-4       



2021. 6 21

맹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3월 18일 한미는 외

교·국방 2+2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문제가우선적인관심사라고표

현했지만구체적내용을담고있지는않았다. 공

동성명의 상당부분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

일3국협력, 역내안보환경및범세계적도전에

대한대응, 인도·태평양협력등한반도의공간

적범위를넘나드는내용을담고있었다.

바이든정부의대북전략

바이든정부는출범직후부터중국, 러시아, 이

란등주요국제문제에대해적극적인입장을보

였지만북한에대해서는다소절제된모습을보

였다. 블링컨국무장관은 1월 19일상원인준청

문회에서대북정책을전반적으로재검토할것이

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내놓지 않았

다. 바이든정부의주요외교안보라인은북핵문

제의해결을강조하면서도대북정책재검토단계

라는말을반복했다. 미국국무부가2월중순이

후다양한채널을통해북한과접촉했지만대북

정책이재검토단계였으며, 대북특별대표직도공

석이었다는점에서구체적인제안으로보기는어

렵다. 바이든대통령은3월3일공개된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문건에서북핵문제를해결

해야할위협이라고했지만중국15회, 러시아5

회, 그리고이란을4회언급한데비해북한은2

회에그쳤다. 북한문제는출범초기바이든정부

대외정책의우선순위로보기는어렵다. 

블링컨국무장관과오스틴국방장관은지난3

월한일방문을통해북핵문제해결에있어한·

미·일협력이중요하며, 중국의역할이필요하

다는점을강조했다. 그러나한·일간현안을둘

러싼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으며, 북핵문제해

결에있어일본의역할이중요한상황은아니다.

6자회담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은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자주의 접근은

중국과러시아의역할을활용할수있는반면참

여당사자간조율에시간이소요되고합의점을

찾기가힘들다. 미·중전략경쟁이심화되는상

황에서 중국의 맞춤형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난제다. 3월 19일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바이든

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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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첫 미·중 고위급 외교대화는 입장차만

드러낸채공동성명없이종료되었다.

전통적으로미국민주당정권은외교현안에서

대화를중시해왔다는점에서북핵문제해결에있

어서도외교적해법을우선할것이다. 외교적해

법의 모색과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가 병행될 개연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전반이오바마정부의전략적인내

정책과 이란 핵합의(JCPOA) 도출에 직간접적으

로 관여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블링컨국무장관은3월16일일본방문중대

북전략에있어가능한모든선택지를검토하고있

다고발언했다. 셔먼부장관도3월3일상원인준

청문회에서북한을협상장에견인하기위해모든

수단을동원할것이며, 대북제재에미온적인중국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최대의 압박을 통해 외교의

문을열어놓겠다는입장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이미대북제재가사실상최대강도로시행되고있

다는점에서추가적압박이쉬운상황은아니다. 

북·미비핵화협상에있어트럼프대통령은정

상간신뢰를통한하향식(top down) 협상을선호

한반면바이든대통령은상향식(bottom up) 협

상을활용할것으로보인다. 하향식접근은신속

한합의가가능하지만소위‘디테일의악마’문제

가상존하며, 이는이미트럼프정부시기북·미

비핵화협상에서입증된바다. 상향식접근은사전

조율에시간이소요되는반면안정성이확보된합

의에도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능력 국가(Nuclear

Capable Country)로임계점을상회했기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도 북핵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

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확산을

막는동결(Freezing)이당면과제라는점에서바

이든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 로드맵은‘선

동결후비핵화’노선이될개연성이있다. 동결

합의는북한의모든핵프로그램중단과미국의

추가적인대북제재중단을포함하게될것이며,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 검증을 위해서는 신고가

전제되어야한다.

바이든정부의외교안보라인은북핵문제에해

박한전문가들이라는점에서북한의비핵화에대

한진정성을중시할것이다. 바이든정부는북한

비핵화의진정성확인을전제로상향식접근을통

해각단계별스몰딜을거쳐최종적인완전한비

핵화의 달성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에비해빅딜의가능성은줄어들었으나, 오히

려실용적합의의가능성은커졌다고볼수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외교안보라인 대부분이

이란핵합의도출을성과로판단한다는점에서북

한비핵화는포괄적합의와단계적이행방식으로

진행될가능성이있다. 북·미가신뢰할수있는

비핵화로드맵에합의할경우이행은단계적인행

동대행동방식이될개연성이있다. 이같은방

식은북한에대해서도설득력이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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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한국의역할

김여정 부부장은 3월 15일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정리할 수 있다며 위협했

다. 그러나“앞으로남조선당국의태도와행동

을주시할것”이라며여지를남겼고, 미국에대

해서도‘잠설칠일’만들지말라며경고했지만

수위를조절했다. 최선희제1부상도3월 17일자

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접촉제의를 비난했지만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

실상 조건부 협상론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1

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

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해서 북한은 대외적

고립의 탈피와 아울러 남북관계의 발전을 필요

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이 기회

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

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던이유이다.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

이끝난3월 21일과 25일북한은각각 2발씩단

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

근미국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압박강화와말

레이시아가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북한인을

미국에송환한것에대한반발로보이지만김정

은위원장의참관이없었던점으로미루어수위

를조절한것으로보인다. 3월25일바이든대통

령은북한의행위가유엔결의위반으로긴장고

조시상응조치를경고하면서도외교에대한준

비가되어있다고언급했다. 북·미양측이신경

전을 벌이면서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비핵화협상교착국면이장기화될경우

북한의전략적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다시한반도평화프로세스본격화를위한코리

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의 구현에 나설

때이다. 2018년 본격화한 한반도 정상외교에서

한국정부는핵심적인촉진자역할을수행했다. 한

국은 4.27 판문점남북정상회담으로남·북·미

연쇄정상외교의문을열었으며, 싱가포르와하노

이 북·미 정상회담의 촉매역할을 수행했다.

2021년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불가역적입구

형성을 위한 골든타임에 해당한다. 금년을 넘길

경우2022년한국정권교체기로한반도평화프로

세스의동력이약화될개연성이있기때문이다. 

신속히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의 복구에 나서

야하며금년내남북정상회담재개를통해신

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개 비공

개접촉은물론고위급대북특사도고려해야한

다. 대미외교강화를통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의필요성을설득하고, 협력을견인하는전방위

노력도경주되어야한다. 실현가능한남북관계

발전과북·미비핵화협상의견인이중요하다.

특히싱가포르와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교훈

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은 북·미 협상의 주선뿐만 아니라

상호실행가능한실질적합의안의도출을위한

사전조율을포함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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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발전과정

북한은 2017년 8월29일 최고도 550킬로미터, 비

행거리2,700킬로미터의탄도미사일(IRBM)을발사

해 일본상공을통과하여 북태평양에 떨어지는핵미

사일을실험하였다.

한미일3국은물론, 전세계가경악을금치못하게

하였으며, 더욱이같은해9월3일함북풍계리에서6

번째TNT 약100∼300KT 수소폭탄(열핵폭탄)을실험

하였다.현금(現今)에와서는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

7번째 핵실험 가능성과 또다시 잠수함 발사탄도미

사일(SLBM) 실험발사등의군사도발가능성에대한

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到來)하기까지 북한은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여 1970년 후반부터 미사일

을 개발하였으며, 1990년 노동1호와 대포동1호 등

점진적으로미사일을개발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 것은

1991년냉전이끝나소련이붕괴하면서부터였다. 한

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 배치에 대응하여 북한이

독자적인핵보유에박차를가한것이다.

북한은2006년탄도미사일(ICBM)급기술확보로

대포동2호, 2009년 광명2호, 2012년 은하3호를발

북한비핵화협상과한미동맹

특집Ⅰ 북핵과한국안보

장정윤

前국립충주대학교석좌교수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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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공하면서, 지금은 탄두가 분리되는 미사일

실험기술을향상시켜한국은물론, 일본과미국

본토까지위협하는상황에놓이게되었다.

비핵화협상과정

미국의오바마행정부(2009∼2017년)는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으로 6자(남북미중일

러)간 한반도 평화체제논의, 3자(미북중)간, 4자

(남북미중)간의 종전회담 등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등으로추진하지못하였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인한북한의 비핵

화전략은 인내의 수준으로 끝나면서 문제만 남

기게 되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시간만벌어준꼴이되었다.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정상회담은

5차례로열렸으며, 상호간의현안과화해및협

력에 관한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

장하면서 한국은 물론 우방국들의 안전을 위협

하게 되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중요

한문제로대두되기시작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고 친서를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으로 무엇인가 조속한 비핵화

의타결이될것같이보였다. 우리국민들에게

큰 기대감과 희망을 주었으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상호간 자극적인 발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는현실에서멀어지게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간의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한반도의 평화무대가

고도화된것은사실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정상은 친서

와2차회담개최를위한고위급만남이외에는성

과없는상태에서이듬해2월하노이의2차회담

을하였으나예정시간보다일찍끝나고말았다.

이러한연유는김위원장이영변핵시설폐기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

하였으나, 트럼프는완전해제가아닌부분적완

화를제시함으로써, 회담은미궁속으로빠지면

서결렬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9년6월북미두정상

은판문점에서극적인회동으로인하여정상간

의 회담은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트럼프

의북한핵폐기의일괄타결인“톱다운”식을강

력히추진함으로써, 북한비핵화는국민의기대

와희망을일시에사라져버리게했다. 마치배

우가 무대 위에서 멋진 쇼만 보여주는 연출이

되고말았다. 

비핵화를위한한미동맹대응전략

▲▲당당근근과과채채찍찍((ssoofftt ppoowweerr hhaarrdd ppoowweerr))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하는 평

화와번영의시대를열기위해서는북한의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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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최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분명한현실이

되었다.

한반도뿐만아니라주변국가는물론, 세계의

안보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

한 성공적인 모델을 북미 상호간에 제시하여야

하는것이시대적인사명이되었다.

핵폐기의모델조건으로경제적제재를점진

적으로 풀어준다든가, 경제발전을 위한 엄청난

자금지원을해주어야한다.(우크라이나)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중재로북한의체제를인정함으로써, 북한이스

스로 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자발적으로

핵을폐기하도록한다.(리비아)

이와 동반하여 한국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가동하여북한의경제발전에도움이

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관광개발, 문화체육교

류등)

반면, 지난해 6월북한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

를폭파한사건만하더라도보복조치를못한것

이아니라한반도완전비핵화로인한평화정책

진전을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군사적 압력을 보

일필요성이있다고본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군사력은 F-22 스텔스

전투기가야간레이더포착없이기습공격하여

핵시설을파괴할수있다든가, 핵항모나전략폭

격기 B-1B의 정찰을 통한 북한 도발이나 핵실

험 등을 정찰 및 감시하여 잠재적 위협에 사전

대응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군사적압박이

필요하다고본다.  

이 모든군사적압박을가하여북한의체제유

지를위한비핵화협상테이블에나올수있도록

강온전략적인미끼를던져야할것이다.

▲▲비비핵핵화화단단계계별별억억제제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6차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를 폭파한 것은 단순히 북미간의 협상을

위한전략적인차원이었다. 북한은언제든지핵

실험을 재정비하여 재가동할 수 있다는 비핵화

에대한신뢰성을주지못한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2월하노이 2차북미정

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동맹방해 목적으로,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8월 3일 탄도미사일 사용할 소형화 핵

무기개발등군사도발을자행하면서, 한미동맹

에대한압박을가하고있는현실이다.

더욱이중국또한북한에대한방관뿐만아니

라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이 고도화되어 감으로

써, 새로운냉전구도로가는것이아닐까하는우

려가높아지고있는상황이되었다.

그러므로 전임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진전이없었다는판단하에서미국의바이

든 행정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별로 비

핵화억제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물론, 트럼프행정부때에는앞에서언급했듯

이풍계리핵실험장을단순히폭파는하였으나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은, 핵 시설폐쇄(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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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로인한가동중단을 IAEA 감시단이정밀

사찰해영구적으로사용불가하도록봉인조치를

하여야한다는것이었으며, 이런연후에북한의

핵시설불능화로되돌릴수없도록북한의모든

핵프로그램을해체하고, 기존의핵물질과핵시

설, 장거리미사일등단계별로폐기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한미동맹굳건함보여주는정상회담기대

2021년 5월 21일은역대한미정상회담이 72

번째이루어지는날이다. 미국바이든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미국과세계안보를위협하는북한

의 핵보유는 동맹국과 협력외교로 단호한 억제

력을통하여위협에대처할것을천명하였다.

이런 연유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껍데기를

벗긴 알맹이 회담으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상호간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

하고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트

럼프식의 일괄타결 하는 빅딜주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바마정부시의북한의핵발전의기회

를준인내에의존하지않는, 한미동맹과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단계

로비핵화문제를해결해나갈것으로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실패로 인

하여 미중간의 경제적 대립과 갈등만 초래하였

으나, 바이든행정부는동맹국간의다자주의외

교뿐만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군

사도발억제를위한안보협력체계로한미연합훈

련과사드(THAAD)의미사일방어체계의배치를

통한안보를강화시킬것으로보인다. 

특히, 이번 5·21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원칙에동의한만큼, 북한이말폭탄이나

군사도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테이

블에나올수있도록실질적이고구체적인정책

회담이필요하다고본다.

결국, 미국과일본이생각하는북한비핵화는

남북관계에서보는시각차이는있을수있으므

로 한미동맹관계에서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며,

북한이생각하는선비핵화, 후제재해제는정권

의붕괴에대한두려움이있으므로, 이를불식시

키기 위해서는 트림프식(리비아)의 일괄타결 모

델로는가능성이없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심

어주어완전하고검정가능하여되돌릴수없는

비핵화가실시되자면, 이에상응한단계별보상

조치가있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단계별비핵화진전에따라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을 허용하거나, BDA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점진적으로 경제적 물꼬를 열어

주면서, 평화협정을통한북미간의수교는물론,

체제안정을위한보장이필요하다고본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은새로운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중국과일본등의외교협상을통하

여북한의실질적인비핵화에성공할수있도록

주도적으로중재역할을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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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가장중요한국가이익

국가의 전략과 정책은 국가이익에 기초를 두

고 수립된다.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국가이익

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다. 즉

안보와경제이다. 그중에도굳이순위를매기자

면 안보가 제1의 국가이익이다. 우리나라나 전

후독일, 일본등의예에서보듯이경제는몇십

년노력하면복구할수있다. 그러나안보가무

너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모

든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발해나 잉카 제국이

더이상존재하지않는것과같다. 그런연유에

서모든나라들이군대를보유하고, 외교, 정보,

경제력등총력을경주하여안보에힘쓰고있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知彼知己)를 강조하고

있다. 피아의 지도자, 군대, 국민, 경제력 등을

알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그보다더중요한

것은누가적이고, 누가친구인지구분하는지혜

일것이다. 우리나라의안보를지키는데있어과

연누가적이고누가친구인가? 쉽고답이명확

한질문같지만국민들의느낌은시대마다조금

대한민국의안보, 도전과대응

특집Ⅰ 북핵과한국안보

정승조

한미동맹재단초대회장

前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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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다른것같다. 대한민국이건국한이래우리

안보에 일관되게 도전 요인으로 작용한 요소들

이있다.

도전요인

첫째로, 북한의군사적위협은우리나라에현

존하는가장심각한도전요인이고위협이다. 북

한의군사적위협은북한의핵위협, 재래식수

단에의한전면전위협, 국지도발위협등을상

정해볼수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반도 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파괴함으로써가장심각한위협이된다.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탑재할수있도록소형화된수십발의

핵탄두를보유하고있고, 대한민국전역에도달

할수있는미사일을충분히보유하고있다. 통

상의 핵보유국들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

고 공언하는 반면 북한은 유사시 먼저 사용할

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전술핵도개발하겠다

고위협하고있다. 미국전역을공격할수있는

대륙간탄도탄을개발함으로써미국의핵우산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

다. 정말큰위협이아닐수없다.

북한은재래식수단에의한한반도무력통일

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이제 그들이 핵능

력과 통합된 전면전 위협을 가해올 경우 이는

심각한위협이다. 천안함폭침사건이나연평해

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 보듯 북한

은 수시로 국지도발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번째는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이다. 중국

의 춘추전국시대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공원교(近攻遠交)를 원칙으로 하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으로 봤던 것이

다. 그런데한반도가처해있는지정학적위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이웃으로 두

고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은외교, 정

보, 군사, 경제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방한한미국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 토니블링컨국무장관을접견한문재인대통령(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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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안보전략 수

립을복잡하게만들고있다. 실제로우리역사를

살펴보면주변에강한통일국가가생겼을때우

리는큰어려움을당해왔다. 어느나라와동맹을

맺을것인지, 어느나라를더경계해야할것인지

를판단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세 번째 도전요인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의

변화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고구려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상무정신을 견지하고 있을 때

나라가번성했다. 평소상무정신이강하지않다

가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선조들은 임진왜란

때처럼 의병을 일으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의 활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최근안보에대한인식이일

부약화된것은큰우려가아닐수없다.     

우리의대응

그러면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

▲▲북북한한비비핵핵화화와와도도발발억억제제

먼저북한핵위협이가장심각하고현저한위

협이므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에 우선적으

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있는것이사실이라해도우리는결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의비핵화를포기하면안된다.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북한이핵을포기하는경우

는두가지상황을생각할수있다. 첫째는핵을

보유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인식할 경우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워낙

강력한경우이다. 두번째는보유한핵을사용할

수없는경우인데이는한미동맹의억제력이강

력한경우이다.

유엔이나미국이주도가되어북한에대한제

재를한다해도중국이나러시아등이협력하지

않으면그효과는반감되고만다. 유류반입을제

한하니서해상에서선박간밀수가이루지는것

들이그예이다. 특히나북한은과거소위고난의

행군기간등을거치며내핍생활에익숙해져있

다. 제재를통한비핵화가어려운이유이다.

우리가비록북한을핵국가로인정하진않지

만군사적으로는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

는전제하에그사용을억제해야한다. 흔히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가긴요한이유이다. 미국의확장억제계획을보

다구체화하고, 훈련을통해이를숙달하며, 상황

에따른대비태세를신축성있게유지해야한다.

이를통해미국의의지를보다강력하게표명하

도록해야한다. 핵사용의사결정과정에우리가

일정부분참여하는것도필요하다. 지금당장전

술핵을재배치하는것은어렵더라도어떤상황에

서는채택할수있는방책으로남겨놓아야한다.

미국의확장억제뿐아니라우리군도재래식수

단에 의한 강력한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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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찰감시능력, 선진화된지휘통제체제, 정

밀타격능력등이여기에해당한다.

최근우리의관심이북한의핵에집중되어있

지만, 재래식수단에의한전면전도발가능성에

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한 번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목표를포기한적이없으며, 최근에도

전면전을위한훈련을계속하고있다는것을우

리는명심해야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국지도발

을계속하고있다. 앞으로도정치적목표달성을

위해이러한도발을계속해서감행할것이다. 비

무장지대 일대나 서해 NLL 일대에서의 군사도

발에대비해야한다. 아울러컴퓨터해킹을통한

사회기간망공격등비군사적도발에도대비할

수있도록국가적노력을통합해야한다.

▲▲굳굳건건한한한한미미동동맹맹과과주주변변국국협협력력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지리적으

로멀리떨어져있으면서세계최강의국력을가

진미국과동맹을맺고있는것은우리에게는행

운이다. 미국이나 우리나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국가이익을 기초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

계를유지해나간다. 우리의국익을항상생각하

되 상대방의 국익도 배려해주는 지혜가 필요하

다. 우리의안보를위해서미국의지원을기대하

듯미국의국익도배려해주는성의가필요하다.

쌍방의국익이다르다보면때로갈등도있을수

있다. 그러나결정적파국으로가는상황은피해

야한다.

과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신속히

개입을결정한것은당시소련의팽창을막는것

이미국의사활적이익이었기때문이다. 지금미

국에게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지역패권

을저지하는것이사활적이익이다. 동맹으로서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원해주길 원한다면 우리

도미국의이익을지원해주는것이도리이다.

한미동맹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존재한

다.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양국

정부가원만히타결해서다행이다. 전시작전통

제권 문제를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잘못이다. 작전통제권은 1994년평시작전

통제권전환당시이미대부분해결되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전쟁이라는극한적상황에서어떻

게지휘하는것이군사적효율성을높일수있느

냐가 본질적 문제이다. 40년 이상 효과성이 입

증된한미연합사를잘활용하는것은매우유익

한 일이다.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대로 조건

에 기초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조건 달성여부

를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평가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양국군대의대비태세를유지

하고, 북한의도발을억제하는데긴요하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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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훈련을 유예할 수는 있으나 장기화되면

소위“Fight Tonight”능력이떨어지는것은자

명하다. 한미연합훈련은주한미군의능력뿐아

니라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전제조건인한국군

의연합작전주도능력향상에도긴요하다. 주한

미군이한국내에서실사격훈련을할수있도록

훈련장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워질수있다. 국방부의노력만으로는안되

고, 총리 주관 하에 지자체와 범정부 부처의 노

력을통합할수있어야한다.

일본과의군사적협력이긴요하다. 전시에미

증원군이효과적으로전개하고미군의군수지원

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일본의역할이중요한

데 한일 간에 정보공유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 물론

역사문제등따질것은따지더라도협력할것은

협력하는실사구시의자세가필요하다.

미국과동맹관계를유지한다해서중국과적대

관계가되면안된다. 한미동맹에대한입장을분

명히한 가운데중국과는전략적 협력관계를 지

혜롭게관리해나가야한다. 중국이무리한요구

를해올경우에는긴밀한한미일협력체제를잘

활용하여상당부분해결해나갈수있을것이다.

▲▲우우리리국국민민의의호호국국의의지지고고취취

국민들의 호국의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하지만최근전쟁이없는상태가오래지속되면

서국민들이전쟁에대한두려움을가지게되었

다. 북한도 이를 알고 가끔“불바다”발언 등으

로불안감을가중시키고있다. 최근북한의목함

지뢰도발당시많은장병들이자발적으로전역

을연기하고, 많은예비군들이SNS에군화와예

비군복을올리는등호국의지를보여줬는데, 이

것이북한에게상당한영향을줬다고한다.

국방비에대한인식도마찬가지이다. 많은국

민이 우리 국방비가 과다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 위협 등을 고

려한다면 현재의 국방비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

이다. 현대전에필수적인첨단정밀무기를구입

하고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어렵더라

도충분한국방비를편성해줘야한다.

안보는가장중요한국가이익이다. 손자병법은

전 국민이 단결하면 승리한다(上下同欲者勝)고

했다. 모든국민이지금우리가처한안보위협이

무엇이며이에대응하기위해어떤노력을 해야

할지에대한인식을공유할때그것이가장큰힘

이된다. 아울러누가우리의적이고누가우리의

친구인지를잘아는것또한중요하다. 현대전은

흔히 국가총력전이라 한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

만싸우게되지않는다. 국민들이확고한안보의

지를가지고일치단결해야우리는우리의안보를

지켜나갈수 있고동맹이나국제사회도 우리를

도울것이다. 안보가불안해지면안보이전에경

제가먼저무너질것이다. 하지만우리가확고한

안보의식으로단결한다면안보와경제를동시에

지킬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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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명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대통령은 보통 자신이 결

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의 70% 정도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

국 대통령은자신의판단과지혜로나머지를채워야한다.”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직접 쓴 유일한 자서전에 나와있는 글이다. 조 바이

든대통령의 50년정치여정을고스란히담아낸이책은미국현대사의정

치현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말더듬증으로 학창시절 친구들의

놀림받던 작은 체구의 소년에서 2021년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파란만장

한삶의흔적을비교적진솔하면서도상세하게기록했다. 저자는자신의인생을대변하듯이“내게는이것이인

생의 첫 번째 원리, 근본 원리 그리고 어떤 현인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이었다. 일어나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몇번쓰러졌는지가아니라얼마나빨리일어났는지를보고그사람을판단했다”고적고있다. 이 책은

대통령 취임식 후 무엇보다 코로나19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절박감과 함께, 새로운 미국의 미래와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는미국의대전환을맞아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에대한통찰력을제시해준다. 

조바이든, 지켜야할약속
조바이든 (양진성·박진서옮김)/김영사/19,800원/584쪽

책소개BOOKS

바이드노믹스
매일경제국제부/매일경제신문사/16,000원/245쪽

이 책은 다중 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예측하며, 이것이

세계의 정치·경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대규모 경기부

양책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바이든의 그린 뉴딜, 황금알

시장이될뜨는업종, 미중 패권경쟁의향방과이에대한한국의전략, 북

한 비핵화 협상의 미래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바이든 리더십을 구축할 파

워 엘리트들의 성향과 특성까지도 담았다. 이 책은 매일경제 국제부 기자

와미국워싱턴·뉴욕·실리콘밸리특파원, 베이징특파원, 도쿄특파원등 15명의기자들을총동원해현장의

목소리를생생하게담은미국의정치·경제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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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야심차게추진하던차이나타운이청와

대청원에올라온여론의뭇매를맞고좌초되었다.

처음에는“중국문화복합단지”라는 명칭으로

춘천근처에축구장백개크기에소림사중국전

통정원과중국의8대음식과명주를즐길수있는

푸드존을만들어중국관광객을유치한다는발상

이었다.

그러나중국인들이자기나라에있는소림사나

중국정원모조품을보러한국까지오겠느냐는비

판이 일자 슬그머니 한류 테마파크를 가미하여

“한중문화복합단지”로명칭을바꿨다.

한때중국관광객들이강원도에몰려왔던것

은아름다운산하와K팝드라마화장품등한류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문제로 한한령이

발동되면서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진 것이다.

문화관광에정치가개입했기때문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첨병

강원도의차이나타운은순수한문화관광을넘

어 시진핑의 일대일로와 맥이 닿아있다. 최문순

지사는 단지 런칭식에서“시진핑의 일대일로의

꿈이곧나의꿈”이라고선언했다고한다.

그럼 시진핑의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옛 전성

기의 중국이 서쪽으로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으

로는아프리카로연결되는해상실크로드로실현

되는 경제벨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교 안보

영토적이익을포함하는패권주의야심이숨어있

는것이다. 동남아나아프리카국가중위안화로

철도도로를놔주고이익은독차지하여피원조

국들은빚더미에앉기시작하면서반중정서가팽

배해지고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순전히 우리자본으로만

건설된다는최문순지사의변명이있었지만중국

인민일보자매지인민망이이미자본투자를밝

힌바있다.

강원도뿐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도 800억원을

들여한중첨단테마파크를추진중인데여기에현

6월이면파로호(破虜湖)를생각한다

편집인칼럼

쐥敬在

헌정회홍보편찬위원회의장

15·16·17·18대의원

前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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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운영중인공자학원을보다확대하여‘공자마

을’을조성한다고하여논란이되고있다. 세계화

시대에문화교류는바람직한일이고공자는한국

인들도존경하는인물이지만문제는중국의선동

선전기관이막후에서조종한다는점이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에 맞춰 김치 한복까지 자기네

문화유산으로등재하거나추진중에있다.

파로호에서중공군위령제

강원도한중문화복합단지에는문화관광뿐아

니라 파로호나‘상감령’같은 군사적 역사물도

포함되어있다. 춘천에서가까운화천에는큰새

의모양을한대붕호가있다. 6.25전쟁중중공군

2만4천명이 떼죽음을 당해 호수가 붉어졌다고

알려진이호수를이승만대통령이오랑캐를무

찔렀다고하여파로호로명명했다. 중국은문재

인정부들어노영민주중대사와도지사등여러

경로를통해이름을바꿔달라고요청했다. 이와

함께강원도는파로호를차이나타운계획에포함

시켰다.

도의회에서민주당의원이“제3국전쟁에서안

쓰럽게죽은중공군의영혼을위로하는여행지로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속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령탑이나 위령제 등의 행사를 염두에

두었을것이다. 답변에나선도당국자는파로호

뿐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만든 영화‘상감령전

투’즉 저격능선 전투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포함시키겠다고답했다.

물론 아우슈비츠나 킬링필드처럼 역사 군사적

비극의장소도인류화해와교훈이란점에서충분히

관광자원이될수있다.  문제는그역사성과오늘

의외교안보적현실에따라그의미가달라질수

있다.

그수많은중공군이왜이곳에서죽었을까. 민

파로호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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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의원이‘제3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그런가.

중국은 6.25전쟁을‘항미

원조전쟁’이라고부르고있

는 데 남북한 간의 내전에

미국이개입하여이를막기

위해 중국이 조선을 돕는

정의로운 전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舊소련비밀문서에

따르면스탈린마오쩌둥김

일성3자가미리만나남침

을 계획했고 마오는 미국이 참전한다 하더라도

38선을넘으면참전하겠다고언질을주었다. 그1

년 전에 팔로군 출신의 조선인 부대 3개 사단을

북한군에편입시켜주력을삼았다.

“미국을이긴상감령대첩?”

중국은마오이후“조선전쟁”이라고중립적명

칭을사용해왔으나시진핑집권이후다시항미원

조전쟁명칭을사용하고6.25 전쟁중미군과싸

워 이겼다는 드라마 영화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38선’‘장진호’‘상감령’등이그것이다. 특히휴

전협정을앞두고오성산기슭‘저격의능선’에서

벌어진전투를중국에서는상감령전투라고부르

는데자신들의대첩이라고선전하고있다. 이상

감령영화주제가는중국에서애국가처럼불리우

고있다.

처음미군은중공군이점령하고있는두고지를

공격했으나땅굴작전의중공군에밀려 2천여명

의사상자를내고퇴각했다. 여기까지는중공군의

승리라할수있다. 그러나국군 2사단투입으로

끝내고지한개를탈환하고중공군1만4864병을

사살했다.  국군전사4830명에비해중공군은무

려세배가넘는 피해를본것이다. 이지역에서

있는국군기념비에는국군의대첩이라고명시되

어있다. 전사의왜곡이아닐수없다.

다시첨예해지는미중전선

파로호상감령전투가벌어진지 70년이흐르

면서한때핑퐁외교로화해와공동번영으로잘

나가던미중은시진핑트럼프시대로접어들면서

패권경쟁이고개를들더니바이든행정부에서는

전방위대결로접어드는모양새다. 무역전쟁기술

전쟁에머물지않고쿼드(군사외교적협의체) 위

구르의인권그리고대만의독립문제등으로중국

을압박하고있다. 지난 5월 G7 외상회의에서는

이들문제에관한한바이든행정부편을들었고

중국과FTA협정을체결하려던유럽국가들은같

은이유로조인을뒤로미뤘다. 경제적이익보다

미국과의결속을택한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해있는 남중국

해연안국가들, 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그리

고인도네시아도남중국해의90%가자기네영해

라고주장하는중국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는데

강원도화천군에있는파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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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필리핀외교장관이“못생기고멍청한중국

인은꺼져라”라고막말까지쏟아냈다.

미중어느편에설것인가

그러면한국은어느편에설것인가. 그동안지

켜오던한미동맹의틀을지킬것인가신흥대국으

로팽창하는중국을택할것인가. 지금까지는전

략적 모호성으로 균형외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으나양쪽의압박은도를더하고있다. 더구

나문재인정부는가뜩이나어려운국내상황북

핵문제와 함께 정권재창출의 숙제를 안고 있어

고차원의복합방정식이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이나당·정·청핵심들의성향

이 친중이라는데 이의를 드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문대통령은바이든미대통령당선축하에

앞서시진핑에게먼저통화했다던지중국공산당

창립100주년을맞아시주석의경제성장과코로

나대처를큰업적으로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친북 친중파

언론인리영희의저서‘전환시대의논리’를읽고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추천 도서로 올렸고

함께 마오의 홍위병 혁명과 중국식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상가신영복을가장존경

하는 인물로 꼽았다. 리영희는 당시 586세대의

우상으로마오에관한책들을끼고다녔다. 반미

친중의뿌리가된것이다.

최근문대통령이백신의자국이기주의를미

국에 빗대 비판하고 나서자 정세균 전 국무총

리가쿼드와함께‘깡패짓’이라고미국을공격

했다. 현 집권층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

울 때는 일본을 공격한다. 지소미아 문제도 그

렇고 오염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을

공격한다. 그동안한·미·일공조체제를무너

뜨리는게중국, 북한그리고집권층의전략전

술이었다.

선택의길은자명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이 미국

에서 돌아오면서 미국전략문제연구소에 서한을

보내오염수문제에왜미국이끼어드느냐고항

의했다고한다. 문정권의핵심선거전략통으로

알려진양정철의이같은행보는차기대선전략

으로반일반미프레임을이용하지않을까하는

추측도나온다. 그러나이번강원도차이나타운

계획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꼭 한 달 만에

67만780명에이르렀다는것은우리나라반중감

정이만만치않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언론

사의 신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우선 외교과제

로‘한미동맹 강화’50.2%, ‘남북관계 복원’

17.5%, ‘중국과의협력강화’13.4%, 그리고’한

일갈등해소’10.4%로나타났다. 한미간첫정

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대통령이 보

는앞에서새삼스럽게70년전의6.25전쟁중중

공군과싸운미군영웅에게명예훈장을수여했

다. 선택의길은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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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선진국의경기회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에속

도가붙은미국등선진국가들이‘일상복귀’를의미하는

‘코렉시트’(코로나+Exit)를 구체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

면유럽연합(EU)은 5월부터백신접종자에한해자가격리

없이여행할수있게할방침이다. 여름휴가철을앞두고관

광객입국제한을잇달아해제하고있다. 백신맞은이들은

올여름EU나괌, 몰디브로휴가를갈수있게된다. 

인구의절반가량이백신을접종한미국은요즘“터널끝

이보인다”며고무돼있다. 로셸 월런스키미국질병통제

예방센터(CDC) 국장은최근기존보다완화된새로운마스

크착용지침을발표했다. 새 지침은대규모인파가있지

않은 곳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백신완전접종자는보육시설과요양시설, 기숙

사등에서확진자와노출해도자가격리가필요없게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는 지난 4월

30일 디즈니랜드 파크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문을열었다. 지난해3월 14일코로나19 확산사태로문을

닫은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5월부터 관람객을 100% 받

기로 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시작으로 미국프로야구

(MLB)도정상화준비를하고있다. 한때코로나확진자와

백신자국이기주의와건강안보

특집Ⅱ 코로나19와백신

박태해

세계일보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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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해‘방역낙제국’

이란 오명을 얻었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붙고

있어‘슈퍼파워’의위상을완전히회복했다. 

미국뿐이아니다. 이스라엘과영국등코로나

19 백신접종속도가빠른나라들의삶의질회

복세도 가파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

종에 나선 이스라엘은 집단면역 형성으로 각종

방역 지침 해제는 물론 실외에 이어 실내서도

마스크벗기를논의하는등일상을거의회복했

다. 영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으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클럽

이시범개방됐다.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

정을 받은 3000여 명이 리버풀의 한 클럽으로

모여든사진이공개돼백신접종후진국들의부

러움을사고있다.

11월까지집단면역가능할까

이들 백신 선진국을 지켜보는 우리로선 씁쓸

하기짝이없다. 한때‘K방역’을자랑했지만펜

데믹 탈출구라 할 수 있는 백신 접종에선 정부

계획이꼬이면서갈피를못잡고있다. 당초정

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1차 접종을 마

치고11월까지는집단면역을형성하겠다는계획

이었다. 그러나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등 각국

이자국우선주의전략을들고나오면서백신공

급이나접종에차질이빚어졌다. 최근엔백신 1

차 접종을늘리려 2차용을당겨쓰면서 백신수

급 불균형이 초래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

신안전성에관한우려탓에예정된접종현장에

나오지않는‘노쇼’도빈번히발생했다. 설상가

상으로 AZ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증세를 보이

는이들도잇따르면서 AZ 접종에대한국민불

안감이 확산하면서 AZ 접종 거부 사태까지 빚

어지고있다.

정부는 그런데도 담담하다. 여전히‘11월 집

단면역 달성’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은 5월 10일취임 4주년특별연설에서“9월말

까지접종대상국민전원에대한 1차접종을마

쳐11월집단면역달성목표를당초계획보다앞

당길것"이라고밝혔다. 올상반기접종인원목

표를 12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상향하고, 9

월말까지접종대상국민전원에대한 1차접종

을마쳐11월집단면역달성을당초계획보다앞

당기겠다는목표다. 하지만이는국민들의생각

과는온도차가크다. 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

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

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38명

을대상으로인식조사한결과응답자의60.8%

가 한국의 집단면역 달성 예상 시기를 내년 하

반기까지로봤다. 정부목표인올해11월을집단

면역 달성 예상 시기로 보는 응답자는 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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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에불과했다. 대통령의대국민연설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완

전히가라앉히기엔역부족임을보여준다.

“백신구입급하지않다”

사태가이지경이된데는국민생명과직결된

건강안보에대한정부의근시안적인접근이주된

원인이다. 코로나초기백신확보에힘을기울여

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도 있었으나“치료제

개발이중요하며백신은급할게없고백신부작

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들의소리에만귀기울인탓이다. 백신수급이

여의치않은상황에서기모란국립암센터교수를

청와대방역기획관에임명한것을 두고야당등

에서강력히성토한점은바로백신확보실패에

대한질타다. 기방역관이방송에출연해그간했

던 발언을돌아보면과연적임자인지 묻지않을

수없다. 그는지난해 11월 TBS ‘김어준의뉴스

공장’에 출연, “환자 발생 수준을 봤을 때 (백신

구입이) 급하지않다”고했다. 12월에는백신확

보가늦었다는비판에“(다른나라가) 접종을먼

저해위험을알려주는것은고마운것”이라고반

박했다. AZ 백신의장점을언급하며그는“만약

3개가동시에놓여있다면화이자나모더나를쓸

나라는없을것”이라고했다. 그의말과는다르게

화이자와모더나는효과안전성이뛰어난것으로

입증돼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백신이 돤 반면

AZ는혈전부작용논란으로세계각국에서계륵

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 국내에서도AZ 접종자

들이이상반응을일으키는경우가적지않아불

안감을갖는이들이많다. 그럼에도대안이없어

접종중단을못하는어정쩡한상태다. 

백신선진국자국이기주의

코로나백신도입이지지부진하다는지적이일

자정의용외교부장관은지난4월‘백신스와프’

를미국과진지하게협의중이라고밝힌바있다.

미국의여유분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

설명하는도중스와프를꺼냈다. 그런데정장관

의발언이나가자마자조바이든미국대통령으로

부터나온답변은“한국에줄만큼백신이충분하

지 않다”는 것이다. 퇴짜를 맞은 셈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백신은각국의건강안보를좌우한다. 그

런 만큼 백신 국가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은얼마전‘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백신

선진국들이자국민우선을내세우며수출을통제

하는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각나라가국경을봉쇄하고글로벌공

급망이무너지며, 백신을개도국에공평하게공급

해야한다는정신도사라졌다”고지적했다. 코로

나19 백신부족의원인을‘백신개발국의자국우

선주의’를지목한것이다. 자국민의건강이최우

선책무인상황에서당사국들로선당연한스탠스

가아닐수없다. 그런데도이를백신자국우선주

의나 이기주의로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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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에이를만큼백신접종이충분히이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를 돕는‘백신 인

심’을기대한다는것은무리다.  

최근전세계코로나백신부족사태를해결하

고자백신에대한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유예

방안이거론되고있어주목된다. 이방안은코로

나 종식을 위해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복제약 생산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젠사키미국백악관대변인은얼마전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식재산권 면제도) 하나

의방법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 세계적인팬

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한것으로보인다. 하나미정부가‘통큰’결

단을 내렸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최

종합의에이르는길은만만치않다. 164개회원

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요한데다국적제약사들

이있는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일본등도

반대하고있다. 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는최근

열린 EU 회원국정상화상회의에“만약특허권

을그냥제공하고품질이더통제되지않는다면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샤

를미셸 EU 정상회의상임의장도“지재권보호

면제가‘특효약’이라는생각에는의문”이라고했

다. 미셸 의장과 EU 회원국 정상들은 한목소리

로 ”특허 면제보다 미국의 백신 수출 확대가 먼

저”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도 백신 지재권

면제를 걱정하는 이가 많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기술이중국, 러시아로넘어갈수있다는점

때문이다. 미국이코로나백신에대한지재권보

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한 바이

오기술이넘어가지않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

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국가들이 면제 수혜를

보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    

백신지재권보호의면제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과거의 일상

으로복귀하는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사이에

소비의간극이점점크게벌어지고있다. 코로나

19 충격이 소비 분야에 집중된 만큼, 향후 백신

접종률이경기회복을좌우한다. 그렇다면우리

는어떻게해야할까. 싫든좋든백신지원의칼

자루를쥐고있는미국과의우호관계를새롭게

공고히다져야한다. 미국의아시아핵심전략인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 문제도‘백신 외교’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다. 비동맹주의맹주인인도도쿼드에참여한결

과미국산백신 2000만회분지원을따냈다. 하

나혈맹이라는한국은아직정부차원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관계 현주소다.

정부는발등의불인백신수급난해소를위해서

라도더는이념외교에연연하지말고미국과의

린치핀(핵심축) 동맹을 다시 다져야 한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물량확보를위해국가역량을다해야한다. 백신

확보는 최우선건강안보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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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역사

1796년 5월 14일영국의사제너는우유를짜는

여인의손에서채취한전염성있는우두물질을노

동자의아들인8살짜리제임스핍스에게최초로우

두접종을실시한다. 우두에감염된사람들에게서는

두창에면역력이있다는사실에착안한것이다. 제

너는 라틴어의 소를 뜻하는‘vacca’에서 따온

vaccine과 접종 vaccination의 기원이 된

‘vaccina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아무도이유를정확히알지는못했지만제너의백

신은인류역사상치명적인질병을예방할수있는

합리적인방법을제공했다는사실로서제너가백신

이라는 과학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1879년 루이

파스퇴르는닭콜레라균을연구하는과정에독성이

약화된박테리아에의해접종된것과같은효과를

얻어닭콜레라에걸리지않고그병에완전히면역

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881년 영국의사협

회지에발표한논문에서우두접종원리를이용했다

고밝힘으로써제너의백신개발과정을과학적으로

입증한것이다. 이후 1885년 7월 6일광견병에걸

린 개에 물려 상처를 입은 9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국내방역을위한백신현황과전망

특집Ⅱ 코로나19와백신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보건협회회장

前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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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인간 감염병에 대한

최초의백신을개발하였고실제로닭콜레라, 탄

저병, 광견병에대한백신을만들었다.

국내백신접종사업

2009년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민

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8종, BCG 피내용, B

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Td)시비용일부를정부가지원(’09. 3. 1)

하기시작했다. 이후2012년부터는예방접종본

인부담금(5천원이하) 지원, 지원백신확대(8종

에서 10종으로), 취학아동예방접종확인사업을

전체 필수 예방접종으로 확대하여 필수 예방접

종의무화에박차를가하였다. 2014년부터는만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11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지원하기시작했다. 현재예방접종적용

대상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

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

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다.

백신접종을통한감염병극복사례

2000∼2001년에55,707명이감염보고가되

는 홍역 대유행을 맞게 되었으며, 유행기간 동

안에 7명이 사망하였다. 2001년에 8세에서 16

세사이의감수성인구를줄이기위해MR 백신

으로 일제 예방접종(catch-up)을 실시하여 접

종대상자 590만명 중 570만명(97.3%)이 접종

을 받았다. 홍역의 주기적 유행을 방지하기 위

해 2001년에 ’홍역퇴치사업‘을추진한것이다.

홍역 퇴치사업 결과 2002년 11건, 2003년 13

건, 2004년 6건, 2005년 6건, 2006년에는 25

건이발생하여WHO 홍역퇴치기준(인구 100만

명당 1명 미만의 홍역환자 발생)을 만족하여

2006년 11월에 홍역퇴치를 선언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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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4년 3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국으로

부터홍역퇴치국가로인정되었다. 한편 2009년

4월에 시작된 전 세계 신종플루 대유행을 효과

적으로통제하게된계기는국내에서자체개발

에성공한백신의대규모예방접종사업의추진

이었다. 우리나라가세계 9번째신종인플루엔자

백신생산국반열에들어선것이다. 

2004년국내7개백신제조회사와공동컨소시

엄을통한인플루엔자백신국내생산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2005년 산업자원부가 지역혁신발

전 5개년계획에의거전라남도가제안한독감백

신원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지원하여정부, 지자

체의지원금약 200억원을포함총 800억원규

모의예산을투입하여전남화순에㈜녹십자백

신공장이 2009년 7월 2일에 완공되었다. 완공

이전인 6월 8일에영국NIBSC와미국CDC로부

터백신제조용균주를들여와서백신제조용종바

이러스(master virus)를 6월 10일부터제조하기

시작했고 7월 2일에시제품을생산하였다. 그리

고 7월 2일 공장 완공과 동시에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였고9월7일부터성인, 소아, 면역증강제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백신허가를 거쳐서 10

월27일부터의료종사자및전염병대응요원, 초

중고학생 학교 예방접종시행, 소아, 임산부, 군

인,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교직원, 대학

생, 일반인순으로총 14,754,469도즈를2010년

3월 31일까지접종하였다. 국내 백신자체생산

이라는성과에힘입어전체국민의약40%에이

르는대규모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이이

루어졌고 이는 예방접종 목표 대비 69.4%의 높

은 예방접종률로 성공적인 유행 차단에 기여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개발현황

지금까지코로나19 백신개발소식을알린곳

은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정도다.

미국이 4종(화이자·모더나·얀센·노바백스),

중국이 4종(시노팜·시노백·칸시노·우한연구

당초계획한11월집단면역은특별한문제는없어보인다.

결국은백신의원활한수급이관건인데이는방역당국의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다. 따라서외교적인노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

접근방안이고강도로추진될때백신수급에청신호가켜질것으로예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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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으로 가장 많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

신, 러시아는 스푸트니크V·에피박코로나·코

비박백신, 인도는바라트·코비실드백신등을

국내외에공급하고있다. 백신별접종국가수는

아스트라제네카(135국)·화이자(89국)·모더나

(37국), 스푸트니크V(28국) 순이다. 백신개발에

대한선진국들의투자규모를보면미국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180억 달러(20조원)를 투입했고

모더나와 화이자에 각각 25억달러(2조8000억

원)와 19억달러(2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선지급해서연구·개발을도왔다. 다른나라제

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게도 12억달러(1조

3500억원)를, 사노피-GSK에는 21억달러(2조

4654억원)을지원했다. 러시아는작년8월러시

아 가말레야 국립전염병·미생물학센터가 세계

최초로코로나19 백신을개발했다. 지난 2월의

학전문저널 랜싯에‘스푸트니크V’의 예방 효과

가91.6%이고안전하다는논문이게재되면서긍

정적인평가를받았으며유럽을포함한약63개

국에수출중이거나수출허가승인절차를밟고

있고, 28개 국가에서접종되고 있다. 중국 시노

팜 백신은 WHO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의효능이 79% 수준으로안정성과효능이입증

되어5월7일긴급사용을승인했다.

국내코로나19 백신개발은현재1/2상임상시

험 진행단계에 와있으며, 총 5개사가 임상계획

승인을받아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다. SK 바이

오사이언스 합성항원 백신, 진원생명과학의

DNA 백신, 유바이오로직스의합성항원백신이 1

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제넥신의 DNA 백

신, 셀리드社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 임상 2

상시험단계에진입했다. 국내5개제약사의6개

백신후보물질이임상시험에진입한가운데향후

3상임상시험에필요한대규모참여자모집의어

려움은백신개발을 가로막는가장큰 난관으로

꼽히고있다. 실제국내사2개백신후보물질이3

상 임상시험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임상시험

실제참여자8000명기준후보자원은최대6∼

10만명이필요할것으로전망될정도로국내제

약사의대규모3상임상시험참여자모집이성공

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약8회이상으로추

정되는임상시험과정에서참여자가겪을 수있

는모든불편과불안감이해소될수있는실효성

있는지원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국가의 백신접종현황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

하는통계사이트아워월드인데이터에따르면 5

월 9일(런던시간) 기준국가별누적백신접종현

황은 중국 3억2431만 도즈, 미국 2억5972만 도

즈 , 인도1억6830만도즈, 영국5304만도즈, 브

라질 4688만 도즈, 독일 3441만 도즈, 프랑스

2541만 도즈, 터키 2492만 도즈, 인도네시아

2199만 도즈, 러시아 2175만 도즈, 칠레 1570만

도즈, 이스라엘 1050만 도즈순이며인구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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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최소1회백신주사를맞은비율의경우, 이스라

엘이121.32명으로가장많고칠레82.15명,  바레

인80.86명, 영국78.13명, 미국77.66명, 헝가리

70.49명, 우루과이 57.73명, 세르비아 55.83명

순이다. 5월10일기준으로전체인구중1회이상

접종자비율은이스라엘 59.9%, 영국 53.1%, 미

국46.0%, 칠레44.8%, 독일32.8% 이며우리나

라는7.2%, 일본은2.6%이다. 참고로우리나라는

5월11일현재기준으로1차접종자는369만2566

명이며2차접종자는58만4013명이다.

향후백신수급및접종전망

정부는총 1억 9200만회분, 9900만명분의백

신을확보할계획을발표한바있다. 품목별로는

화이자 6600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

분, 얀센 600만회분, 모더나 4000만회분, 노바

백신4000만회분, 코백스유티릴티2000만회분

이다. 이정도의물량이면우리나라전체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

명의 2.75배가량되는수준이다. 9월말까지누

적 5000만명분의도입계획을발표하였으며상

반기전세계적인백신수급경쟁으로불투명했

던백신확보상황이호전될것으로예상하는것

이다. 현재국민한명당확보된백신수는캐나

다가1인당10.4회분량을확보해서세계에서가

장많은백신을확보한나라이며그뒤를영국과

뉴질랜드가잇고있다. 한국은인구1인당2.5회

분을확보해서열번째이다.그러나현실은녹록

하지않아보인다. 미국제약사노바백스가코로

나19 백신 긴급사용 신청을 늦추기로 하면서 6

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예상되며아스트라제네카백신의경우는

부작용문제때문에EU가6월이후신규주문을

중단한다고발표한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한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프라, 접종률, 백신수급이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매

년전국민대상인플루엔자백신접종이원활히

이루어져왔던점을감안해본다면접종인프라에

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접종률의

경우는 AZ백신의부작용문제가접종을기피할

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부작용에대

한보다적극적인피해보상정책이국민에게제

시되고투명한소통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

접종률을높은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것도가

능할것으로에상한다. 그렇다면결국은백신의

원활한 수급이 관건인데 이는 방역당국의 노력

만으로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다. 따

라서외교적인노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접

근방안이고강도로추진될때백신수급에청신

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이스라엘, 미

국등과같은접종모범국가의사례를보더라도

백신접종이코로나19의대유행을저지할수있

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국민들에

게백신접종에대한신뢰를줄수있는보다전

향적인입장전환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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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세국가학’. 제목부터 독특하고

범상치않다. 저자는“지난 50년간 국가에

대한깊은관심을가지고활동하고국가학

을 일생의 학문으로 삼아왔다”고 밝히지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국

회의원으로서활동하면서부터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

곡문제와중국의동북공정·탐원공정이한

일·한중 간 외교현안이 됐다. 국회에서

교수와 언론인 출신 등으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문부성 장관을 만나

항의·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에서‘일본측의 설명이 한국 주류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수용·인용

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귀국 후 동북아역사재단과 역사학자들과 접촉하면서 한국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일본, 중국에 대한 대응을 보고 크게 실망해 국가학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

함을깨닫게된것”이집필동기다. 이미작년에『바로찾는한국고대국가학』을발간한바있다. 

이 책은 부제‘고려의 국가와 행정’으로 붙인 上下권으로 무려 1천5백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을오랜기간에걸쳐집필한저자의역작이다. 상권 1부 고려국가연구와고려의건국, 2부는상위맥

락으로서 국가, 3부는 중간 맥락으로서 국가, 하권의 4부에서는 하위 맥락 구성요소로서의 국가, 5부

고려국가성격과국가변동, 6부고려주요행정과주요정책으로구성했다.

저자는“한국중세국가연구에서는고려라는국가의성격을명확하게바로찾아야한다. 고려국가의

성격에서는황제국가인지, 외왕내제의국가인지, 제후국인지등에대해밝혀야한다. 시진핑의주장이

역사적인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밝혀야 한

다. 국경문제에대해서도바로찾아야한다”고밝혔다.

저자는 서울대 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화여대 교수·

기획처장·정보과학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안양대 총장, 한동대 석좌교수, 17대 국회의원,

헌정회 영토문제연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바로찾는한국중세국가학』

회원신간BOOKS

김석준(17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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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무엇인가

법치주의라 함은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통

치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하는경우반드시국회가정한법률에의하여야

한다는원리이다. 법치주의는죄없는자가안심

하고살수있고죄있는자는반드시처벌받는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평등, 정의의가치실현은모든국가작용이법규

범에따르게함으로써가능한것이다.

원래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

법권으로 나누고 행정과 사법권의 행사는 국회

가정한법률에따르도록하는형식적법치주의

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전체주의가 대두되면서

법치주의는독재자에게장악된의회가제정하는

형식적법률을따르면되었으므로, 법의내용이

나목적을고려하지않은임의적인악법으로억

압의수단이되기도하였다.

이러한형식적법치주의가한단계발전개선된

것이실질적법치주의이다. 실질적법치주의는모

든국가작용이법률의범위내에서행하여져야할

뿐만아니라그법률의내용이나목적도자유, 평등

과정의의원칙을구현한것이어야한다.

우리헌법은성문헌법주의, 기본권의보장, 국

가권력의분립, 행정작용에대한사법심사제, 포

괄적위임입법의금지등을규정하여실질적법

치주의를선언하고있다.

헌법은또한법률의내용과목적이헌법에부

합하는 정당한 내용이 되도록 헌법재판소가 법

률의정당성을심사하는위헌법률심사제도를채

택하고있다. 법치주의의실질적구현은24시간

국민과접촉하는행정기능부터사법기능과입법

기능의행사에이르기까지모든국가기능이헌

법과법률의근거와통제하에서공정하게이루

어짐으로써가능하다.

검사와형사절차상의법치주의

행정권 중에서 국민의 자유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가진권력이검찰권이다. 국가전체의관

점에서 볼 때 국가행정과 사법작용에 법치주의

이념이구현되고있는가를감시, 비판, 통제하는

기능은국민의대표로구성된국회가가지고있

고, 행정부 내에서는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이

국가작용의합법성을평가하고제재를가하면서

국민을보호한다.

시사이슈

검찰과법치주의

金容鈞

16대 의원

前헌법재판소사무처장

前체육청소년부차관

前국회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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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에서의 법치주의는 우선 범법자와

준법자를 가리는데서 이루어진다. 법치국가에

있어어떤행위가범죄가되는지를규정하고그

범죄에대하여어떤형벌과보안처분을과할수

있는지를규정하는법규의총체가형법이다.

형법이 있음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

하여국민생활의평화와안정을보장할수있고

형법을 실현함으로써 범죄자를 응징하고 잠재

적 범죄자에게는 경고를 주며, 범죄를 행한 자

에게자성과교정의길을열어주어사회질서를

유지하고범죄피해자를보호한다.

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는법적절차가필요한데그절차를형사

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가바로형사소송법이다.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및 형의 집

행절차를포함한다. 이모든형사절차의중심에

있는국가기관이검찰이다. 검사는검찰권을행

사하는단독제관청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

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를 주도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국가기관이다. 헌법은 범죄가 발생하

여 국민을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

을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야한다. 우리형사소송법은검사에게범죄자를

수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권한을 맡겨

서 검사가 정리한 심판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재판을할수있도록하였다.

검사의법치주의수호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추구하고, 경찰등다른수사기관을감시, 통제

함으로써법치주의의원리가수사및공소단계

에서구현되도록하는임무를가지고있다.

이단계에서“의심스러운때에는피고인의이

익으로”, “백명의범죄자를놓치더라도한명의

억울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원칙

이적용된다. 검사가행사하는검찰권은행정권

에속하고, 검사는법무부소속행정기관이다.

그러나범죄수사와공소의제기, 유지및재판

의집행은사법권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고, 형

사사건의대부분이검사의불기소처분에의하여

종결되므로검찰권은국가형사사법의운용을통

한법치주의수호라는막중한책임을맡고있다.

검사가수사를제대로하지않거나공소를임

의로 제기하지 않거나 재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때국가사회의질서와기강그리고진실과

정의 법치질서는 무너지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

워라’는법언이이런상황에적용된다.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범죄를수사하는주체이다. 검찰은검찰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49   MAC-4       



50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의 검사들을 동일체

로 지휘 감독하면서 국가수사권을 행사하고 사

법경찰관을지휘감독하는기관이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며 수

사단계에서는법원에대한영장청구권을독점한

다. 그런의미에서검찰은국가질서유지를위한

형벌권 실현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존재이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없으면 법원이

나그누구도범법자를처벌하지못한다. 따라서

검찰은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수호를

위한핵심권력기관이다.

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하여야한다. 검사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등의임의수사는물론

체포와구속압수, 수색, 검증등의강제수사를할

수있고, 증인신문청구권은검사에게만인정된다.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기는 하나 검사의 수사

는원칙적으로중요사건에제한되고있다. 대부

분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검사의지휘를받아야했다.

검찰권비대화와파쇼우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검사만가지고있다. 그런점에서

검사의수사및기소와관련된절대적권력에대

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개혁의여론이비등하기도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역대 정권에서는 이를 감시, 비판,

견제하고중립과공정을보장해야한다는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제3, 4, 5공화국에서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그리고경찰정보조

직이대통령에대한검찰동향에대한업무보고의

형식으로검찰권을평가분석통제해왔다.

그러나 제6공화국 들어서 중앙정보부와 국군

보안사령부의 권한과 경찰의 정보보고 기능이

약화되고모든수사권이검찰에예속, 독점되는

상황이되자누구도견제할수없는막강한검찰

조직의독선독주에대한비판과함께검찰파쇼

우려까지제기되기시작했다.

그것은 첫째 검사가 권력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의 처리를 그릇치는 일을 경계하는

차원에서제기되기도하고, 둘째검사가사리사

욕을취하기위하여불공정한수사와기소권행

사를 하는 일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법치주의이념을일탈하는검찰권의변

칙적행사는사회를일대혼란에빠트리고국가

기강을문란하게한다.

검찰파쇼의유형을좀더상세히분석하면크

게두가지로나누어진다. 

첫째, 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함에있어

특별한혐의가없으나검사와적대적관계에있거

나정파와이념이다른자에게과도한혐의를뒤

집어씌워치명타를가하는괘씸죄수사와기소.

둘째, 피해가크고죄상이명백한데도피해자

의피해와범죄인의죄상을축소은폐하여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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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을 방면 보호하는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등이자주문제가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검사 개개인의 자질문제에서

비롯되기도하고검사동일체의원칙하에있는검

찰조직내의적폐나부패에서비롯되기도하였다.

검찰의개혁방안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제기되어온

검찰개혁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고위공직자수사처를따로설립해야한다.

둘째, 중요정치적사건등의경우검찰조직과

독립된 특별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강

력한수사를해야한다.

셋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여 일반사

건에서 경찰이 독립해서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가져야한다.

넷째, 검사의 기소독점제를 제한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공소제기 명령 제도

를두어야한다는것등이다. 

그러나현금이러한개혁을진행하는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규모이며허약한공수처가개별적인사건수사

에서현직검사장을조사함에있어비굴한 태도

를 보였다거나, 경찰이 여야 정치인을 수사함에

있어서인사권자인대통령과여당의눈치만을보

는일이자주발생한다는등의말썽이그치지않

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의 완전박탈)이라는 유행어까지 나돌며 불평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각주정부는검찰총장선거제도, 검찰이기소여

부를결정함에있어배심원들의의견을반영하는

기소배심제 등이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검

찰심의위원회가있으나자문기구에불과하다.

검찰의 중립과 공정화를 위한 법치주의 강화

의 과제는 단순히 공직자수사처를 따로 만들거

나경찰의수사권을독립강화하는차원에서성

취될수없다는것을우리는작금의현실에서분

명히깨닫고있다.

오히려검사들의지식, 자질과인격배양을위

한교육제도가강화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검사가20대에사법시험또는변호사시험에한

번 합격하고 소년등과 후에는 인간수업이나 직

업교육을받을기회가전혀없는상태에서고독

한독주와독선이계속되는현실에서군장교교

육과정을배울필요가있다.

장교들은 초급장교 때에 기초군사반, 중급장

교때 고등군사반, 고급장교 때에 육군대학, 대

령 내지 장관급 장교 때에 국방대학원 교육 등

을통하여인격과직업적능력을내실화해가는

바검사나법관도공직자요인간이므로검찰과

사법부의발전을위해이러한공적인교육과정

이 검사, 판사나 변호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서나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고 본다. 일반공무원 교육제도도 참고할 필요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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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출범의배경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2020년 1

월 14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를통과함으로

써도입되었고, 이후공수처장의임명에관한여

야의갈등으로인해출범이늦어진끝에이제야

처장과 차장이 임명되었고, 검사들과 수사관들

의임명절차가진행되고있다.

돌이켜 보면, 공수처 도입 논의는 1996년 참

여연대의‘부패방지법’입법청원에포함되어있

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안이 국민회

의의「부패방지법(안)」의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

된 것에서 시작되어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찬

성과반대가대립하였고, 그동안이에관한법안

들도수십차례발의되었다. 그 명칭도‘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바뀌어 왔고, 그 권

한과조직규모, 관할범위등에대해서도논란이

많았다.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

다. 박근혜정부의임기말최순실사건에대한

검찰의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들

의불신과불만이검찰개혁의요구로이어지면

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강력한 동력을 가질

수있었다.

둘째,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

지못하고있었으나, 군소정당들의협력을얻어

공수처법을통과시킬수있었다. 여당은군소정

당들이정치개혁특위를통해마련된공직선거법

개정안의연동형비례대표제를지원함으로써공

수처법에대한협력을얻었다.

셋째, 야당들의반대를완화시키기위해공수

시사이슈

공수처출범에대한기대와우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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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임명에 관해 이른바 비토권을 인정했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 후단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7인의위원중6인이상의찬성으로

후보를추천하도록함으로써야당추천위원2명

이모두반대하면후보가될수없도록했던것

이다.

공수처역할에대한기대와우려

오랜논의끝에공수처가출범했지만, 공수처

에대한비판은여전히적지않고, 공수처의역

할에대한기대에못지않게우려도크다.

이러한우려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올바른 대안이 되

지못한다는점에대한것이고, 다른하나는공

수처가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현

행 공수처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즉, 전자는공수처제도자체를문제삼

는것이고, 후자는공수처자체에는찬성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것이다.

공수처제도자체에대한비판은과거에비해

상대적으로크지않다. 그동안검찰개혁이계속

실패해왔기때문에공수처의도입과같은특단

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

다. 예컨대 약물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운상황에서는수술이불가피한것처럼, 검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와 임기제를 비롯하

여수사심의위원회등을도입했지만, 여전히검

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면공수처의도입을반대한명분이없다는것

이다.

그러나공수처법의내용에대한비판은더욱

커지고 있다. 그것은 2020년 1월 제정된 공수

처법에대해서도비판이적지않았지만, 2020

년 12월 15일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더

욱 날카로운 비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러한 비판의 핵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있다.

첫째, 검찰개혁을명분으로추진된공수처도

입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잃었

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

하기위해공수처를도입한다고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로 이양했고, 남은 6대범

죄 수사권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이양하겠다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된 상황

에서 공수처 도입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없다. 오히려검찰보다는경찰의통제

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

을것이다.

둘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고, 이

와관련하여대통령의임명권이문제되었을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정되었던 야

당의 비토권이 공수처법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

다. 제21대국회에서압도적다수의석을차지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 법 개정에 의해 야당의 통

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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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및객관성과공정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

낳게하는요인이다.

셋째, 공수처의관할범위는주요고위공직자

와그가족들의일정한범죄에관한사건으로서

상당히 넓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의 숫자는 처

장과차장을포함하여 25인이내이다. 과연이

런조직규모를가진공수처가관할사건들을제

대로처리할수있을까? 최근문제되었던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등에관한사건하나

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동원되었던 것을 생

각하면 공수처 검사의 숫자는 현재의 10배가

되어야비로소제기능을할수있다는주장도

있다. 즉, 현재의규모로공수처가제기능을할

것을기대하기는사실상어렵다.

넷째,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수처

장이다른수사기관의범죄수사에대한이첩요

구권을규정하고있다. 정부와여당은공수처와

검찰, 경찰이대등한위치에서상호견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이첩요구권은사실상공수

처를상급기관으로만들고있다. 그렇지않으려

면적어도이첩의기준이분명하게정해져야하

고, 이첩은 공수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해

당기관과의협의절차를거쳐서결정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첩이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

후적통제장치도마련되어야한다. 그런데이러

한보완장치없이이첩요구권을인정하는것은

많은문제를야기할수밖에없다.

공수처의성공조건: 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

1948년 정부수립이후 70여 년동안수많은

제도가탄생하고소멸하였다. 그런가운데개혁

을 위해 대못을 박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

러나어떤제도개혁이라해도, 국민이공감하지

못하는경우, 국민이반대하는상황에서는성공

할수없고뿌리내릴수없다. 국회에서압도적

인다수의석을가진여당이통과시킨법률은물

론,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조차도 국민

의비판과저항에의해무너져내린사례는우

리헌정사속에도수없이많다.

공수처는오랜기간의논의끝에국민적공감

을 얻어 도입된 제도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

처의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수처의출범이후에공수처에대한

비판이더욱커지고있는것은역시공수처제

도자체에대한비판보다는공수처법의내용에

대한 우려, 특히 개혁을 명분으로 도입된 공수

처가정권의또다른칼이될수있다는우려가

매우크기때문이다.

그러므로공수처의성공을위해서는무엇보

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

어야 한다. 공수처법 제3조 제2항에서“수사

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

한다”고명시한것으로는충분치않다. 공수처

와 유사하게 감사원법상 직무상 독립성이 명

시되어 있는 감사원도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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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으

로 인해 그 중립성이 의심받고, 결국 헌법 개

정을 통해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2018년 3월 26일

발의되었던 대통령 개헌안에까지 반영되었다

는점을고려할때, 공수처의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을위해서는대통령의임명권이제한될

필요가있다.

실패한개혁으로끝나지않으려면…

그구체적방안은여러가지로모색될수있

다. 예컨대추천위원회에서단수로추천하면국

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형식적으로임명하

는방법으로대통령의임명권을실질적임명권

이아닌형식적·의전적권한으로만드는방법

이 있다.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의 동

의를얻어대법원장이임명하도록하는방법도

고려될수있다. 다만, 어떤경우이든추천위원

회의구성에서여당과야당의추천은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추천위원들이 특정 정

당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통해공수처장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

성이분명하게확보될때에만공수처가정권의

칼이될것이라는우려가불식될수있으며, 공

수처법의또다른문제들도합리적으로해결될

수있을것이다. 

공수처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

는없다. 널리알려진것처럼그모델이된외국

제도들, 예컨대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

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홍콩의염정

공서(썾政公署, ICAC), 대만 염정서(廉政署,

AAC), 싱가포르부패행위조사국(CPIB) 등이나

름유용한제도로평가되고있는것처럼공수처

도제대로운용할경우에는긍정적인측면이더

클수있다.

다만,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못할경우공수처의미래는없다. 이를위

해공수처법의개정및이를통한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공수처가성공한개혁으로자리매

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치적중립성과독

립성이철저하게확보되어야하며, 나아가적절

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 확보, 이첩요구권의 합

리화는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의권한이오·남용될우려가매우큰반

면에이에대한합리적인통제장치는갖춰져있

지않다는점이치명적인결함으로드러나게될

것이다.

머지않은장래에공수처의성과에대한평가

가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수처법의 문

제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상태에서정권이교체된다면공수처가과

연계속존속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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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분리는올바른방향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다.

검찰의 권력은 형사사법을 지배하는 권한에서

나온다. 검찰은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가지고

있어수사의시작부터기소와불기소여부를독

점하여결정한다. 과거에는조서를통하여재판

까지 지배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검찰의재판지배현상은약화되었다. 하지만수

사와 기소의 독점은 완화되지 않았다. 검찰 권

한은경찰을상명하복으로지휘하면서더욱커

졌다. 이에비해견제와감시체제는미흡했다.

수사와 기소에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검찰

조직우선주의가 작용했다. 그만큼 검찰 권한의

분산과견제는필요했다. 

검찰권한을분산하고견제하려면수사권과기

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절차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현

실에서검찰과경찰분리를통한권력기관의분

산도 의미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경찰에

대한수사권부여라는형식으로나타난다. 수사

지휘권으로일체화된검경을분리시키고서로를

견제하게하여시민의자유와인권을두텁게보

호하려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다.

수사권·기소권분리가검찰개혁의핵심이지

만한계도있다. 3가지한계가있다. 첫째, 수사

권·기소권분리는기능의단절이아니다. 담당

하는조직은다르지만유기적인협력관계가필

요하다. 개정형사소송법은검사와경찰의협력

을가장먼저강조하고있다(법 제195조①). 둘

째,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수사역량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

다. 2018.6.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셋째,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의모든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만능키는

아니다. 검찰개혁에는 다른 과제들도 많이 있

다. 공수처 신설, 법무부 정상화, 수사절차 개

중대범죄수사청보다현장개혁우선

시사이슈

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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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직접수사 자제, 인권친화적 수사방법 개혁,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재정신청확대, 검찰

권한의 분권 등 많은 과제가 있다. 검찰개혁의

완결판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과도한면이있다. 

개혁의현장안착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대로거의이루어졌다. 애초의목

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금은 개혁을 현장에 안

착시켜야 할 때다. 개혁의 최종 결과는 현장의

변화다. 현장에서뛰는실무가들의변화가없다

면 시민들이 개혁성과를 체험할 수 없다. 개혁

은문제의식- 정책의요강마련- 정책의법률

화 - 입법 -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제정 - 교육

- 공감대확산- 현장의변화- 시민의확인-

문제점 발견 - 문제 조정 - 교육 - 하위 규정

개선 - 시행령 개정 - 법령 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 한 번의 입법으로 개혁이 완결되

지는않는다. 현실에서는변화에저항하는관성

이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윤리에 기초한 현장

실무가들의수준향상이필요하다.

어렵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지

금은법률개정에따라현장을개혁하고그성과

를만들어야할때다. 이과정에서문제점이발

견되면다시개혁하면된다. 시행규칙, 내규제

정 등 작은 개혁부터 입법과 같은 큰 개혁까지

문제가명백해진다음개혁을추진하면된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개혁을다시이야기한다. 이렇게되면검경

수사권조정에따른개혁의성과를확인할여유

가없게된다. 개혁의성과를확인할수없으므

로개혁이아예없었다는착시현상을일으킨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없을 리 없

다. 검사 우위의 형사사법체제를 70년 만에 바

꾼큰개혁이기때문이다. 그영향을가시화, 극

대화하고있지못할뿐이라고본다.

후속작업으로당장필요한것들이있다. 수사

과정을인권친화적으로개혁하는수사절차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가장 큰 후속과제

다. 수사권이 경찰에 부여됨에 따라 수사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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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상세하고인권친화적으로규제할필요가있다.

수사절차법제정으로인권친화적수사절차개혁을

이루어야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의제정과

개정역시필요하다. 조직의변화는당연히필요하

다. 검찰은직접수사를줄이기위해조직의개편이

필요하다. 조직진단에따른조직혁신작업에들어

가야한다. 어느정도로검찰의규모를줄일지시

작해야 한다. 법무부도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이

모든것이검경수사권조정에따른후속작업이다.

일관성과균형

중수청 구상은 일관성과 균형이 부족한 문제

가있다. 일관성과관련해서는결코가볍지않은

2018.6.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기억해야

한다. 청와대와국무총리, 장관등전정부의역

량을 종합했다는 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들이여러의견을모아정리했다는점, 검찰개혁

및경찰개혁에대한문재인정부최초의대국민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합의문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합의문에따라개혁하는것이일관성이

다. 만일 다른 방향을 채택한다면 이 합의문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의 합의, 역량의 집중, 대국

민약속이필요하다. 

개혁에는균형이필요하다. 균형이없다면한

권력기관에권한이몰리기때문이다. “검경수사

권조정합의문”은검찰개혁의대표로검경수사

권조정을, 경찰개혁의대표로자치경찰제를동

시에실시할것을약속했다. 검경수사권조정으

로확대되는경찰의권한을자치경찰로분산, 견

제하려고한것이다. 그런데검경수사권조정은

이루어졌으나 자치경찰제는 매우 약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목표

를달성할수없을정도의자치경찰제다. 균형을

잃은것이다. 이런상태에서경찰개혁이아닌검

찰개혁을 더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의 불균형을

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

개혁의균형은권력기관개혁과사회개혁, 경

제개혁의 균형을 포함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만개혁한다고갑자기한국사회의부패,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반부패개

혁, 정치개혁, 경제개혁이되지않으면권력기관

개혁을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수없다.

반부패개혁은특히권력기관개혁과깊은관계

가있다. 엘리트부패카르텔이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 LH사태는엘리트

카르텔의 부패가 하급직 공직자까지 퍼져있음을

보여주는사례다. 개혁은서로격려하고뒷받침하

면서함께진행되어야좋은결과를낳을수있다.

중수청을중심으로검찰개혁을다시하려면다른

사회개혁, 경제개혁도함께염두에두어야한다. 

중수청구상의모순

중수청의 구상은 복잡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원래 단순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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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간명하다. 수사기관이많아지면문제

가생기기마련이다. 먼저관할이중복되어서로

권한다툼을할가능성이높아진다. 협조체제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면 권력기관 총량을 늘어 시민의 자유

와 인권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가장중요하다.

다만공수처와같이정경유착, 권력형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금융범

죄, 증권범죄에대한대응이필요하므로여기에

국한된수사기관을구상할수는있다. 

중수청은 여기에 더해 다른 문제가 있다. 첫

째, 검찰에애초에남겨둔직접수사대상범죄가

합리적이지 않다.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라고 하지만 범죄의

특성상반드시검사가수사해야하는것은아니

다. 이들범죄를모아서독립적인수사기관을만

들필연성은없다. 보통의수사라고보고경찰에

맡기면충분하다. 

그렇지만 6대 범죄를 지금 경찰에 맡기는 것

은곤란하다. 경찰개혁중핵심인자치경찰개혁

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권한이 충분히 분산되

고견제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런상태에서경

찰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면 균형

은 더욱 깨진다. 이 때문에 중대범죄에 대한 수

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법무부에 두는 구상을 하는 것이다. 이

결과수사는경찰이, 기소는검찰이담당한다는

원칙이깨진다.

둘째, 중수청은검찰청과같은큰규모의조직

이다. 중수청을창설하면검찰도경찰도그대로

있는가운데새로운수사기관을하나더만드는

것이 된다. 이것은 권력기관 총량 동결 원칙에

반한다. 권력기관신설은권력기관총량증가를

의미한다. 권력기관의 신설되면 궁극적으로 시

민의자유와인권이침해될가능성이높아진다. 

자제와관용, 존중과협력의자세

중수청을주장하는이유는검찰개혁을했지만

검찰의행태가변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하

지만검찰의행태가변하려면현장의개혁을해

야 한다. 현장의 개혁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현장의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개혁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개혁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치는국정을안정시켜야할책임이있다. 개

혁도안정적으로해야한다. 안정적이고차분한

개혁을위해서는자제와관용, 존중과협력의자

세가절대필요하다. 민주주의사회에서상대방

정당도애국심을가진정당한경쟁자다. 경쟁하

면서도협력해야한다. 같은국가기관들은말할

것도없다. 특정국가기관을마치적처럼대해서

는안된다. 자제와관용, 존중과협력의자세를

가질때개혁도국정도안정적으로이루어진다.

지금은현장의개혁에집중해야할때다.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59   MAC-4       



60

지난해8월민주당김병기의원이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안이우여곡절끝에 12월 13

일여당단독으로국회에서통과됐다. 이번국정

원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세가지기록을남겼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 필리버

스터는의정사상최장기록으로남게됐다. 민주

당은‘협치’를내세우면서도2012년국회선진화

법제정이후처음다수의힘으로필리버스터를

저지시킨나쁜선례를남겼다. 박병석국회의장

은국회의장의당적보유를금지한국회규정의

취지를무시하고표결에참여해1표차로필리버

스터를 종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국회의

장직에큰오점을남겼다. 

가장중요한독소조항국가안보에화근

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이번통과된국정원

법 개정안이 차후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진로에

중대한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이다. 당초김

병기안에는국정원을무력화시킬독소조항들이

많았으나반대여론에부딪쳐①국정원명칭변

경, ②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정보수집 금

지, ③감사원의실질적감사, ④외부인의정보감

찰관임명, ⑤국정원직원정치개입에대한벌칙

국정원법개정과국정원의진로

염돈재

前국정원 1차장

前성균관대국가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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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은 삭제됐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수집기능 폐

지, 내란·외환의죄에대한수사권폐지등가

장중요한독소조항들은원안대로남아있어앞

으로국가안보체제에큰화근을불러올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되면대공수사능력이크게저하될것

이 분명하다. 북한 간첩의 90% 이상이 외국을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대북 정보망이

없고 해외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금지돼 있

는데다정보(국정원)와수사(경찰)가분리돼간

첩 색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국정원의 국

내보안정보기능이폐지돼조국(曺國) 전 법무

장관이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나 이석기 의원

이관련됐던내란선동사건같은것에대해서는

국정원이정보수집도할수없게됐다. 이제대

한민국이북한간첩과종북세력들의천국이되

는것은시간문제일뿐이다.

그러나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과 국내보안 정보수집 기능폐지를 위해 그처

럼노력했을까하는점이다. 문재인정부는권력

분산으로권력남용을방지하며, 잘못된‘흑역사’

를청산해인권을보호하고, 국정원의정치개입

을방지하는것이국정원법개정목적이라고주

장한다. 그러나경찰과국정원이나누어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분산이며박종철고문치사사건, 부천서성

고문사건, 지난해탈북녀성폭행사건에이르기

까지훨씬더요란한흑역사를가진경찰에대공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무슨 흑역사 청산인지

모르겠다. 더욱이국정원의정치개입방지를위

해서는국정원장임명시국회동의를의무화하

고정치개입지시를받은국정원직원이기존의

부당지시 거부권을 이용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직접제소토록하면간단히해결될것인데굳이

대공정보와 정부전복 음모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못하게하다니도저히납득이되지않는다.

대공수사권은비밀정보기관존재이유

정부·여당은국정원의대공수사권을폐지하

는대신앞으로산업스파이색출,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사이버안보, 전염병(팬데믹) 대응등

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는 비밀정보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 부

족에서비롯된생각일뿐이다. 정보기관은원래

좋게말해비합법적인활동, 즉불법활동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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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만들어놓은조직이다. 국제사회에서정

보기관의존재가정당화되고있는것은어느나

라든국가생존과사활적이익이위태로워질경

우무슨일이든할것이라는점에‘암묵적합의’

가있기때문이다. 결국정보기관은국가생존과

사활적 이익, 즉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을 할 경

우에만정당성을가질수있다는얘기다.

아놀드 월퍼스(Arnold Wolfers)는 안보

(security)를“핵심가치에대한위협이없는상태

(free from threat to core values)”라정의한다.

그러나국가와시대에따라핵심가치와위협요소

들이달라국가안보의개념과안보위협요소들이

많이 달라진다. 전통적으로는 외국 침략과 국내

반란이중요한안보위협으로인식돼왔지만1·2

차오일위기, 냉전종식, 9·11테러를계기로다

양한 안보개념이 대두됐다. 이제는 포괄안보

(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이보편화되어경

제난, 기아, 에너지·식량·자원결핍, 민족·종

교분쟁, 테러, 조직범죄, 산업스파이, 인권침해,

전염병(pandemic) 등도중요한안보위협요인으

로 취급된다. 안보개념도 군사위협 중심의 전통

적안보(traditional security)개념에더해경제안

보, 에너지안보, 자원안보, 식량안보, 환경안보,

생태안보, 인간안보등다양한개념이등장했다. 

안보개념과안보위협이다양화됨에따라안보

정책에도‘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게 됐다. 문재

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산업스파이, 테러, 국제범죄, 사이버안보,

전염병등에대응하는활동을강화할것이라한

다. 그러나 이는 북한 세습정권이 우리의 주적

(主敵)이고가장중요한안보위협이북한에서비

롯된다는점을망각한위험한발상(發想)이다.  

그간문재인정부는“평화를지키는것은군사

력이 아니라 대화”라는 잘못된 안보관에 따라

9·19 군사합의를해북한의기습공격에무방비

상태로만들어놓았다. 결실있는남북대화를위

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한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현재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 김정은의 대남적화

전략을고무하고있다. 그러면서경찰이나보건

복지부에 맡겨도 될 산업스파이, 테러, 국제범

죄, 사이버 안보, 팬데믹 대응 업무가 국정원의

중요임무인것처럼얘기한다. 

포괄안보시대안보의제의다양성

포괄안보 시대에는 안보의제가 매우 다양해

국정원의업무범위도신중한검토를거쳐설정해

야한다. 정부역할이반드시필요한업무인지, 정

부기관중반드시비밀정보기관의역할이필요

한업무인지, 국정원다른업무와비교해우선순

위가높은업무인지를면밀히검토해야한다. 김

정은이금년1월제8차당대회를계기로핵무력

에바탕을둔한반도적화를공언하고있다는점,

15,000명에 달하는 북한 대남공작 기관 요원들

이지금그냥놀고있겠는가를생각하면앞으로

국정원이해야할일들이보다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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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국정원이가장주력해야할일은남북대

화도 북한정보 수집·분석도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무력화시키고 종북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과은밀리에북한의개혁·개방과3대세습

정권의 약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에게 외부 소

식을 전파하는 비밀공작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

요한 시기이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핵심업무가비밀공작(Covert Action)이라는점

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 타

기관도할수있는일을국정원에맡기겠다는것

은크게잘못된발상이다. 

국정원의정치개입차단을위해국내정보수

집을일체금지시키겠다는것도정보업무의현

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대공정보 수집을 위해

서는 주사파 단체나 종북 세력의 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적하고 정보를 축적해 두어야 한다.

분단당시서독연방상·하원의원가운데 20

여 명이 동독 첩자였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

가있다.  

이렇게볼때국정원의국내정보수집의타당

성 여부는 수집목적과 활용방법에 따라 개별적

으로판단할문제이지모든국내정보수집을금

지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된다. 국정원이신

원조사 업무를 위해 공개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다. 국정

원은보안업무규정에따라신원조사업무를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독일 헌법보호청(BfV)도 신원조사 파일을 유지

하고 있고 반국가 행위, 테러행위, 여행금지 지

역출입등범법경력자는공직임용에서철저히

배제한다. 1970년대 서독에서 격렬한 학생운동

이있었지만운동권경력을바탕으로정계로진

출한인물이극히드문것도이때문이다.

모사드힘의원천은해외거주디아스포라

흔히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를 칭송하

지만, 모사드의힘의원천이해외거주유대인디

아스포라라는점을아는사람은많지않다. 1960

년나치유대인학살범아돌프아이히만을아르헨

티나에서송환할수있었던것도, 모사드의정보수

집능력이뛰어난것도해외유대인조직의협조가

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작년모사드가코로나19

백신확보에기여할수있었던것도해외유대인조

직덕분일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문재인정부처

럼 국정원을 홀대·폄훼하면 해외교포의 태도도

달라지게된다. 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 시 대공수사권 폐지, 내

란·외환죄수사권폐지, 국정원직무상범죄수

사권폐지규정의시행이 3년유예된것은다행

이다. 앞으로국정원대공수사권폐지문제는경

찰의대공수사능력을면밀히검토한후최종결

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아울러과

거청산을구실로국정원옛날파일을샅샅이뒤

지고국정원활동을폄훼해국정원을완전히무

력화시키는일은그만두어줬으면좋겠다.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63   MAC-4       



64

국가보훈에대한성찰

6월은‘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선‘호국’이란‘나라를 지

키고보호한다’는의미이고, ‘보훈’은‘공훈에보답한다’라는

뜻이다. 해마다6월을호국보훈의달로명명한이유는나라와

국민을위해희생하신선열들을국가가끝까지책임지고, 국

가공동체의공고한영속성의 메시지를우리사회에전하고

자하는것이다. 예컨대고대그리스의패권을둘러싸고벌인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아테네의전성기를이끈지도자인페

리클레스(Pericles)는아테네민주정치의우월감과신념을드

러내며,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

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

사들에 대한 찬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출하면서 그에 합당한

물질적보상을하는것이공동체의의무임을강조하였다. 또

한 보훈에 관한 가장 유명한 또 하나의 언명(言明)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Abraham Lincoln)의 게티스

버그연설이다. 그는명예롭게죽어간용감한전사자들의“큰

헌신의 힘”을 강조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가진 분들

이“최후의신명을다바쳐지키고자한대의에우리자신을

봉헌”하고“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위한정부는지상에

서결코사라지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이와같이보훈의가치는시공을초월하여공동체의존속과발

전에영혼의힘을불어넣어주는역할을수행하여왔다. 고대(古

代) 민주주의전범의공동체로서아테네의탁월한지도자와민주

보훈정책의현황과발전방향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

청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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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치를 숭고한 이념으로 내

세우는 근대 미국의 최고 지도자

가 국가의 영속을 위해서 보훈의

가치를 대중 연설을 통해 강조하

였다. 즉, 보훈의가치를깨닫고보

훈을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이용

할줄아는것이부강한나라를건

설하는가장핵심요소중의하나

라는것을인식한것이다. 물론기

본적으로 보훈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정치적·문화적토대위에수립된다. 따

라서한나라의역사, 정치, 사회, 문화의존재유

형에따라그형태가다를수있다. 그러나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와보상을통해공동체의식과정체성을확립

한다. 이러한공동체의내부적토대를강화하고,

나아가국가·사회를유지·발전시키겠다는상징

성과가치를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다. 

보훈정책의현황

‘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나라’

를슬로건으로한문재인정부의보훈정책은많

은 부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일궈냈다. 우선, 여

성·의병등그간소외되었던분들에대한사각

지대를해소하는등독립유공자에대한발굴·포

상을확장하였다. 둘째로는, 보훈대상자생활수

준의향상,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지원금신설,

참전명예수당대폭인상등희생과공헌에합당

한 예우의 실현에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셋째로는, 독립·호

국·민주정신의기억과계승을도

모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

년 등의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

민적공감의바탕을구축하고자하

였다. 넷째로는, 유공자의 고령화

에 맞는 의료-요양-안장 등 예우

시책을 확대하였다. 다섯째로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정부기념일 지정,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및 현지 위로 행사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뉴질랜드보훈협력의향서체결등정부간협

력및참전기념시설을건립하였다. 이와더불어

「유엔참전용사의명예선양등에관한법률」을제

정하여국제보훈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보훈정책의 시

행은양적으로질적으로많은변화와발전을실

질적으로이루어냈다고평가할수있다.

독립, 호국, 민주정신의연계와국민통합

그러나 한편, ‘일신우일신’의 새로운 보훈정

책패러다임에대한성찰이모색되어야할것이

다. 특히 한국의 보훈정신은 독립운동과 건국

정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그 정신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항쟁등민주주의를

위한고초와고난의현대사로이어졌다. 보훈정

책은 독립정신, 건국정신의 유지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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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계승이란의미에서정치공동체의‘보존, 지

속그리고확장’에기여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보훈사상을 구성하는 세

축인 독립정신·호국정신·민주정신의 상호 연

관성을 중심으로그에입각한이론과 사상의 토

대와체계적 연계성확보에 주목하여야할 것이

다. 또한우리의보훈정책은이러한기본틀에기

초를두고있으므로보훈정책의 전반에대한 국

민의공감과이해를함께하는실천적노력을펼

칠필요가있다. 정책의실천을담보하기위해서

는 사상과 이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계승하고발전시킨보훈정신과애국정신을일관

된틀로정립하려는노력이중요할것이다. 또한

보훈사상을민주시민교육의중요한기초이념으

로삼고이를확산시키는또다른방법으로서이

야기하기(story-telling) 형식으로보훈정신을소

개하는장을마련할필요성도제기된다.

지금까지수행해온보훈정책의주된맥락인보

훈대상자를향한지원정책도매우중요한정책과

제이지만, 이제는국민의애국심고취및보훈문화

의확산에도정책적주안점을좀더두어야할것이

다. 보훈의식함양과보훈문화확산을국가차원의

어젠다(agenda)로 설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국가의정체성확립과공동

체정신을함양하고지역·세대·계층간의갈등

과 이념적 진영논리를 완화하여 사회적·국민적

통합에기여하는등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정신

적토대구축에무게중심을두어야할것이다. 

국제보훈의외연확장

또한 보훈정책의 또 다른 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보훈정책 확장의 과제이

다. 이미 보훈정책으로서 수행해 온 이른바 국

제보훈을통해많은성과를도출하였다. 앞으로

는 이러한 성과를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즉, 보훈을 통한 국제적 레짐

(regimes) 형성에 대한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서보훈의가치와상호협력에대한아이템을발

굴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

의 연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코

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를 겪으면서 한

국전쟁참전국등을대상으로한방역물품(마스

크) 지원등의기능적협력은의미있는사례로

꼽을수있다. 이처럼국제보훈의차원에서기

능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와 선양과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의 가치의 바탕 위에서 기능적 협

력을도모하고나아가서정치경제적협력의바

탕을마련할수있는길을탐색하는것이다. 대

외적인차원에서보훈이슈를바탕으로한소프

트 파워(soft power) 자산을 가공해 다른 국가

와관계에적절하게적용해야할것이다. 즉, 학

술행사와인적교류를병행할수있는보훈국

제협력프로그램을새롭게창출해야한다. 더불

어 대외 관계의 현장에서 국제보훈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료 시스템의 구축

도모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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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의미래비전

2021년은‘국가보훈처’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1년‘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사람으로치면환갑의나이를채웠다. 보훈정책

은‘원호’에서 시작하여‘보훈’으로 발전하였

다. 보훈정책의내용과성격은한국의국가적발

전에맞춰크게성장하였지만, 과연우리의발전

된 국가위상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는 재성찰

이필요하다. 한국 보훈의과거현재미래의연

장선상에서‘국가보훈처’의현재의위상과정책

의현주소를점검할필요가있다. 국가보훈에대

한 중요성의 정책적 인식과 실천은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많은 국가들의 발전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70년이지만, 이제서야지난1차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중한국전쟁당시미군실종자의유해

발굴과송환에대한북미간합의가이루어졌고

실종유해의미국인도가이루어졌다. 이러한사

례를통해한국의보훈과보훈정책에대한의미

를되새겨볼필요가있다. 나아가서보훈의가치

와이념, 미래지향성을성찰함으로써국민과함

께 하는 보훈의 토대를 굳건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정책은국가를위해공헌하고희생한분

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국력의 내부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국가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에그주된목적이있다. 그렇다면국가가수

행하는보훈정책은임기가정해진정부의정치

적 시간에 연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일관성을 띠는 것이 중요

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은 대내적

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보편적

가치를고양시킨시민사회의역할과공동체정

신을조명하며대외적으로는공유된보편적가

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많은 국가, 국제

기구그리고시민들과의수평적거버넌스로확

장되어야한다. 

또한 한국의 내적인 국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서도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 정체

성 확립, 민족의식, 국가존립의 가치 등과 같은

보훈정신에 기초한 소프트 파워의 증대가 무엇

보다도중요하다. 이는국가차원의조직과예산

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 보훈정책은내부적소

통과공감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아울러기존

의 관념과 고정된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새로운 보훈정책의 모색을 위해

서는과제의설정, 추진그리고실천의과정에서

패러다임 변환(paradigm shift)과 같은 발상의

혁신이요구될것이다. 그리고한반도평화와통

일의과제는헌법적지향성을가지고있다. 따라

서평화와통일을염두에두면서보훈가치의외

연을확장하고, 보훈을중심가치로둔남북통합

의미래설계혹은남북협력의방안에대한현명

한지혜를탐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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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어떤 단체이고 김원웅은 누구이기에 세상을

시끄럽게하고있는가? 필자또한헌정회회원이자광복

회회원이고김원웅역시3선국회의원출신의헌정회회

원으로광복회회장을맡고있는사람이기에나는김원웅

의일탈된역사의식과수도없는온당치못한행적에대

해한마디하지않을수없다. 

광광복복회회는는 독독립립운운동동을을 하하신신 독독립립유유공공자자와와 유유족족이이 구구성성

원원이이 되되어어 대대일일항항쟁쟁기기 국국가가와와 민민족족을을 위위해해 신신명명을을 다다바바

친친독독립립운운동동선선열열들들의의유유지지를를받받들들어어올올곧곧은은민민족족정정기기를를

세세우우고고,, 선선열열들들의의숭숭고고한한희희생생정정신신을을미미래래창창조조의의원원동동력력

으으로로삼삼아아나나라라와와겨겨레레를를위위해해국국민민화화합합과과민민족족대대통통합합을을

이이루루는는데데선선도도적적역역할할을을하하고고자자한한다다..

위의이글은광복회가출범할때부터그활동방향을스

스로세운선언문이다. 국민에게약속한선언문이요자신

들스스로에게다짐한선언문이다. 그러기에광복회<정관

제9조>에서는“본회는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반대

하는등일체의정치활동을할수없다”고못박고있다. 

그럼에도 김원웅은 오로지 국민화합과 민족 대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애국지사들과

선열들의 독립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로 회원들과 많

은국민들에게지탄을받고있다.

광복회(光웘會) 이대로좋은가

金重緯

헌정회원로위원

12·13·14·15대의원

前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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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분자와친일세력어디있나

김원웅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찬란

한우리민족의미래의발목을잡는것은

친일에뿌리를두고분단에기생하는친일

파”들이라며“친일 미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라고 일갈했다. 참으로 속시

원한 한마디 말을 토해냈다고 본인은 생

각했을것이다. 그러나어이할까? 지금은

한가하게 그런 케케묵은 옛날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70수년 전에 끝난

일이다. 해방 직후라면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 친일분자가 어디 있으며

친일세력이어디에잔존하고있는가? 해방당시

까지 친일했던 사람이 살아 있다면 아무리 그

나이가어려서부터친일을했더라도모두가 90

을넘겼을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일분자나 친일 세력들은 모두

저승에 가고 없다는 얘기다. 이제 새삼스럽게

친일세력운운하면서그것이마치실체가있는

것인양핏대를세우는저의가무엇인지모를일

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돈키호테적 허구의 인물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운친일세력을만들어적대세력화함으로써어

떤 정치적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의심을떨쳐버릴수가없다. 그렇지않고

서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친일세력 척

결을소리높여외칠수있을까?

평소의 언행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6.25당시 북한 서열 3위인

김원봉을 대한민국 정부에

서 서훈하자고 하거나 김정

은을 시대의 위인처럼 추켜

세우는언동을보면뭔가대

한민국에 불만이 많은 것처

럼보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

에기생하는나라”쯤으로인식하고있으니말이

다. 이얘기는결국북한은그렇지않은데대한

민국만그렇다는얘기가아니겠는가!

한국전쟁의영웅백선엽장군을6.25 전쟁중

에 많은 동족(북한군)을 죽인 반민족행위자로

모는 것도 그렇고 백 장군을 영웅이라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본국으

로소환해달라고미국의트럼프대통령에게편

지까지 보낸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도 못 마

땅해하는것을어렴풋이느낄수가있다. 

1국2체제연방제를원하는가

어떤 논자는 김원웅을 논하면서“그의 본색

은친일청산에있는것이아니라진짜핵심은 1

국 2체제의연방제를하자는것”이라고분석한

글을읽은적이있다. 그논자는김원웅이노무

현정권인 2006년 2월“국회의원신분으로북

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철폐해

제75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기념

사를하는김원웅광복회장(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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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

가꿈꾸는‘우리나라’는대한민국을해체하고 1

국2체제의 연방제로서 김정은과의‘우리나라’

를건립하자는주장을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

하고있다. 

여하튼모든언론들이한결같이김원웅의그동

안의행적과언사에대해곱지않은시선으로보

고있는것만은사실이다. 어떤언론에서는“김원

웅이광복회장으로취임한이래노골적인친정권

행보와 반미발언으로정치적독립이 생명인 광

복회를현정부의외곽단체로전락”시키고말았

다고 아쉬워하면서“국민을 반목과 분열에 빠뜨

리고선열들의숭고한희생에먹칠을한결과광

복회는 이제더이상독립정신 계승과국민통합

이란본연의업무를수행할수없는지경에이르

렀으니그간의언행을진심으로사과하고회장직

에서물러나야한다”고까지주장하고나섰다. 

광복회독립정신을훼손하지마라

얼마나 유치한 행보를 했으면 이런 정도까지

되었을까! 각종명목의상을만들어곱지도않은

여권측인사들만을골라수십명에게수여하면서

국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였으니어느누구인

들 광복회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참다

못한김구선생의장손인김진과윤봉길의사의

장증손인윤주경의원이나서서김원웅의회장직

사퇴를 촉구하였고 일부 광복회 회원들에 의해

김원웅의책상위명패가깨지는소동까지벌어

졌다. 드디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붕준

선생의손자김임용씨로부터행사장에서공개적

으로멱살을잡히는봉변을당하기도했다. 

결국지난 5월 5일에는그가회장으로당선되

는데에기여했던대의원들인김기봉광복회대

의원 대표(의열단 부단장 김상윤 선생의 장손),

호남 의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갑제(한말 호남

의병장김태원장군의직손), 광복회대의원협의

회부대표전영복(한말호남의병장전해산장군

의직손), 전) 3,1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장임종

선(민족대표임예한선생직손), 독립유공자회사

무총장정재선(신간회대구지회장애국지사정태

봉의직손)들이들고일어나김원웅회장의퇴진

을주장하는성명서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작금의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파탄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때 아닌 이념논쟁과 진영논리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데다가 광복회를 사유화 하여 모

든 임직원을 자신의 추종세력으로 갈아치우는

잘못을저질렀다고공표했다. 아울러자신의부

모공적을 부풀려 의열단원이라고 속이는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경무국비서관이라는허위공

적서 작성의혹을 제시하면서 금품 관련 사건과

회장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회장은 사

과하고퇴진할것을재삼촉구하고나섰다. 필자

도비록대의원은아니지만이들대의원대표들

과뜻을같이할수밖에없다. 참담한현상을보

고만있을수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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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총리님영전에

살아오신

삶의행로에서

온갖풍상과희로애락에

언제나의연하시고

사회갈등의소용돌이속에도

미래지향적안목으로

바위처럼초연하시며

격동의한국정치사에서

사내장부의기풍으로

중심을잡으신대장이셨습니다

이제

인류역사속에

태극기휘날리던

지도자의기품

후진들이본받아이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영면하옵소서

쐥相羲

11·12·15·16대의원

前과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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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공훈장과국내훈장의등가성

제17대국회이후 20대국회까지무려 4회에걸쳐입

법발의한연합국무공훈장수훈자에대한국내훈장과의

등가성인정을위한대국회노력이좌절된바있으나, 21

대 국회에 2020년 11월말에다섯번째로이법안이재

발의됨에따라연합국무공수훈자일동은연초에국회의

장앞으로청원서를제출하였다.

이 청원서에 서명한 해무회(해외무공훈장수훈자회)회

원은한국전쟁과월남전쟁에참전하여당시연합국국가

원수인 미국 대통령과 자유월남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투유공자로인정받아정당한절차에따라외국무공훈

장을 받은 자 120여명 중 현재 거주지와 신분이 확인된

생존자모임으로서제17대국회개원당시조직이결성되

었다. 상훈법과관련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이들 외국무공훈장 수훈자는

국내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못함에따라값비싼연합국무공훈장과국내훈

장의등가성이부정당하고있다. 일부외국훈장수훈자는

국내훈장을 받았거나 전상자로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

득한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는 그러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상심하고있다. 현재수훈자중거주지와연

락처가 확인된 생존자는 50여명인데, 생존자 대부분은

70대후반부터90대초반까지의고령자로서가난과질병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국내무공훈장과 연합

외국무공훈장과국내훈장왜차별하는가?

이선호

해무회회장

前국방대교수

예비역해병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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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공훈장의 차별대우 현

실에대하여심히분개하고

있다.

이들외국무공수훈자들

은생전에참전자로서의명

예와권익을회복하고자 17

대 국회 당시에 관계법 개

정 법안을 발의 주선한 바

있으나, 그 처리가 성사되

지못하고계속하여20대국회에이르기까지역

대국회회기종료시법안이자동폐기됨으로써

다섯 번째로 금번 21대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

안이재발의되어있다. “국가안보와보훈문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무회 회원들은 꼭 이번에 이 법안이

잘 처리되어 생전 소원이 성취되기를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있는처지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조에는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이국민의애

국정신발양의귀감이된다고전제하고동법률

제4조 7항엔 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의 유자

격자임을명문화하고있으며, 보훈기본법제3조

엔 희생과 공헌의 두 번째 정의가 국가수호 및

안보로 되어 있으나, 현행의 관련법과 제도는

물론 국가정책이 국가안보를 전제한 안보유공

자의권익을보장해주지않고있음은도행역시

(倒行逆施)라하지않을수없다. 

설상가상으로‘상훈법’엔우방국국민에게도훈

장을수여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제2조) 여타어

느항목에도우리군인이외국으로부터받은무공

훈장의사후관리에대한언급이없으며, 단지외국

훈장을받은경우엔패용허가를받아야패용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이같은불완전하고불합리하며형평성이결여

된법적규범하에서오늘과같이참전자가국가

로부터외면당하는부당한보훈문화풍토속에서

는국가안보가건재할수없다고본다.  현재행

정안전부와국방부그리고보훈처가연합국무공

훈장수훈자에대한사후관리를하지않고있음

은, 그법적근거가없으며관련기록이나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해명할

뿐이다. 그러나 2017년에 해외무공수훈자들의

강력한요청에부응하여국방부가각군에영구보

관중인예비역장병복무기록을조사하여연합국

무공훈장수여실적을파악보고토록지시함으로

써, 육해공군본부에서 120여명의수훈자기록을

확인한조사결과보고서와관련자료를국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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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던바, 현재그서류일체를국방부가보

관하고있음에도, 국회에서법안심의시에신뢰성

있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것은자가당착이아닐수없다.

전장(6.25 및 베트남 전쟁)에서 다수 군인이

적과교전하여혹자는사상을당하고혹자는운

이 좋아 생존한 경우, 그 공로를 치하하여 국가

가무공훈장을수여해왔지만, 수훈대상자에비

하여국내훈장의수여가능한계가있기때문에

국방부가현장전투지휘관의전투사기진작을위

한 요청에 부응하여 우방국과 교섭하여 연합국

의무공훈장을상당수병행수여함이관례로되

어왔던바, 이들외국무공훈장수여당시엔전

혀 국내훈장과의 차별의식이나 그 등가성에 대

한의문의여지가없었던것이사실이다. 

외국무공훈장깡통훈장전락

한국전쟁과월남전쟁이끝난후, 연합국무공

훈장이무가치한‘깡통훈장’이나다름없이취급

당하고보니, 그수훈자들은충격적인실망과좌

절은물론당국의처사에분개하지않을수없게

된것이사실이다. 이제당국은결자해지의차원

에서 생존자와 사자를 합하여 불과 120여명 정

도밖에안되는이들외국무공훈장을받은참전

용사들의생전소망을성취토록해주고먼저가

신 분들에게는 응분의 사후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당부하는바이다. 

현재국방부는다수의주인없는6.25 전쟁당

시수여된국내무공훈장의유족찾기운동을벌

이고있으며, 전사자의유골발굴에진력하고있

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당면과제는 현재 살아

있는 노병들인 연합국 무공훈장 수훈자들에 대

한명예와권익회복을위한이들의간절한소망

인국내훈장과의등가성인정을위한법적조치

가아닌가생각한다. 

그 동안국회에서이문제와관련하여발의된

법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월남이지금은공산화

되어적성국가인바새삼스럽게과거의무공훈장

을 논한다는것은아픈상대방의상처를 건드리

는것같아양국외교관계에도움이안된다는주

장, 연합국무공수훈자에대한기록을관계부처

가 보존하지않고있어당사자들의요구와 증언

을 100% 수용하기어렵다는주장, 국내무공훈장

과외국무공훈장의등가성을인정한다해도상호

의보훈문화와역사가상위한바그훈격과예우

및 지원의 정도를 국내 훈장과 상호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이는당사자의입장을무시한당

국의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접근이며 안일

무사의 현상유지를 위한 회피적 거부반응으로서

반대를위한반대라고보지않을수없다.

현대행정의 5대 이념이 합법성, 민주성, 형평

성, 효율성, 융통성임을전제한다면, 관계당국과

국회는 좀 더 창조적이며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에서바라보아야할것이다. 현행보훈기본

법이나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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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개념이분명이국가안보유공자를우선대

우하도록명문화되어있음에도, 이들외국무공

수훈자가국가유공자대열에서배제되어외면당

하는데도지금국회는5.18민주유공자에대하여

는추가예우를강화하는법안이우선적으로제

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주객전도

가 아닌지 묻고자 한다. 현재 월남엔 우리의 중

소기업체가 다수 가동 중이며 양국의 경제협력

이 역동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우호적인 상호지

원의분위기가조성되고있는상황하에서이문

제는지혜롭게서로의자존심을살리면서이문

제를자연스럽게해결할수있는현책모색이가

능하다고본다. 

생사기로의전쟁터에서특정인의전공을인정

하여국가가정당하게수여한외국무공훈장이현

행관계법의미비때문에그가치가부정당한다

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생각한다. 이는 수여국의

호의를 배척하는 우행으로서 주권국가간의 배타

적 국가주권불가침이나 호혜지원의 원칙에도 어

긋나는처사일것이다. 이러한이율배반적인국가

보훈문화여건하에서는앞으로는전쟁이발발하

여, 군사동맹국간의연합작전이재개될경우, 현

행법대로라면참전자들이연합국무공훈장을거

부하게되는사태가벌어질수밖에없음을유념해

야할것이다. 또한현재에도평화유지군(PKO)에

참가하고있는다수의한국군장병이준전쟁상

황인저강도분쟁(LIC) 사태발생시연합국으로부

터무공훈장을받게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때도 훈장 수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초래된다면주권국가간의원치않는갈등

이나불화가초래될수도있는것이다.

우방국가간의호혜원칙위반

무공훈장은국가권위의표상이며, 살신보국자

에대한국가시혜란대전제를부정하지않는한,

전시에 외국정부(우방국)가 정당하게 수여한 무

공훈장을국내훈장과똑같은등가성을인정하도

록필요한법적조치를취함으로써그가치의고

양과 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민군관계 개선과

국가안보역량 및 국제친선유대의 강화에 일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아울

러당국은그동안관련법의미비로외국무공훈

장수훈자에대한사후관리가방치되어왔음을

인식하여이를정상화함이국가보훈문화창달을

통한국가선진화와국력신장및민주국가발전을

도모하는길이라믿으면서, 국민사기진작과복

지차원에서 노병들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말기를감히다시한번강조하는바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연합국 간에 공통된 군사교

리와전략전술의상호용납성은물론, 참전자의

전투사기를진작키위해국가간에서로주고받

는 무공훈장의 수여 관례는 국가주권의 상호존

중을전제한규범이고, 특히탈냉전시대의민주

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3대 신

세계질서의공유가치를구현하는차원에서도불

문율로통용되어왔음에도, 한국에서만이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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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적 부조리는

외교적관례를범하는모순당착이라생각한다.

한국전쟁과베트남전쟁당시에다수참전장병

들이연합국정부로부터받은값비싼무공훈장이

전쟁이끝나고보니국내훈장과완전하게차별취

급당하고 명예와 권익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케

됨은물론, 자존심에큰상처를입게된바, 당국

의 불공평하고부당한 처사에대하여 울분을 토

로하고 있는 노병들의 현실적 당면 문제제기에

전적으로공감찬동함이인지상정아니겠는가? 

노병들의마지막호소「법안통과」

현재70대후반에서90대초반에이른인생말

년의노병들이전장에서목숨을담보로적과싸

우면서이룩한전공으로받은외국무공훈장이무

가치하게평가절하되고보니, 실망과좌절이형

언할수없을정도로크다는것을이해할만하다.

이분들이스스로의권익을되찾고사회정의를구

현한다는뜻에서총궐기하여현행법의맹점을시

정하고자 2004년 초에 결성한 단체가 바로‘해

외무공수훈자회(약칭 해무회)’인데. 이 단체의

회원들은현재“대한민국엔법이존재하나약자

편이아니고, 정의는있어도강자의방패일뿐이

며, 평등은외식된기도를하는바리새인의미사

여구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로 상대적 박탈감

과공분을억제하지못하고국내훈장과해외훈장

의차별대우를철폐하라고외치고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그동안해무회는 17대, 18

대 19대그리고20대국회에서국내무공훈장과

연합국 무공훈장에 대한 등가성을 인정하는 법

안을발의주선하여본회의통과를위해백방으

로 노력해왔으나, 안타깝게도 본회의에 회부해

보지도못하고매번국회회기종료와함께상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금번 21대국회에서재발의된이법안이해무

회의입장을그대로수용하여“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의개정법안을해병출신의

원이대표발의하게된것은그해당대상자다수

가해병장병이기때문이다. 특히월남전에서는

해병대원들은 17도선 인근에서 월맹 정규군과

싸웠던바, 참전병력에비하여육군보다사상자

가3배이상많았던것이사실이며, 당시주월한

국군사령부와원거리에이격되어있어한국훈장

을 받기가 쉽지 않아 현지 부대인 미 해병대와

월남군당국과교섭한결과다수의연합국무공

훈장을국내훈장대신받게되었던것이다. 그래

서오늘날생존한해무회회원도해병장병출신

이절대다수를점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역사

적맥락을감안한해병출신의원들에의한반복

적대표발의의취지가유의미하다. 국회에서는

이같은당위성과필요성그리고대의명분을인

정하여 국내무공훈장과 연합국무공훈장의 등가

성을 전제로 이 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연합국

무공수훈자들의명예와권익을회복토록뒷받침

함이국회의당위적인책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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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만불행하진않아』

‘미리 온 통일’새터민 출신이 우리 헌정회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다. 행정지원과 이성화(28·필명 이소원)씨

가 그 주인공. 지난해 8월 헌정회사원공개채용에합격

한이씨는헌정회사무처사상최초의새터민직원이다.

이씨가 최근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과정, 그리고 남한

에서의 정착과정을 그린 수필집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

아(필명 이소원)>(꿈공장 플러스)를 펴냈다. 이 책에는 이씨가 북한에서 부모님과 생이별하며 사실상 고아로서 살

아온피눈물나는과정이생생하게그려져있고, 남한에서대학을졸업하고정착하기위한고군분투가담겨있다.

새터민 숫자가 31,000명을 넘어선 시대에 이씨의 수필집은 개인의 고난을 넘어 전체 새터민의 남한정착기라 할

수있다. 어릴적함북청진에서부모와 3살터울의여동생과함께단란하게생활하던이씨에게갑자기불행이닥

친것은 9살무렵. 북한에서굶주림으로수많은사람이죽어가던고난의행군의막바지시절이었다. 생활고에시달

리던어머니가돈을빌리러간다며집을나간뒤중국으로가면서소식이끊겼다. 그뒤아버지는다니던경찰관에

서해고된뒤재혼했으나 1년뒤바다에고기잡이배를타고나갔다가파도에배가뒤집히는바람에실종됐다. 아버

지의시체는끝내찾지못했다. 그 뒤이씨는하루아침에사실상고아아닌고아의힘든삶과맞부딪쳐야했다. 할

머니댁을거쳐개성근처에살던이모집으로전전하다동생과는헤어져야했다. 10년의세월이흐른어느날중

국에살던어머니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 당시 이씨의나이는꿈많던 18살. 북한을탈출해중국선양(심양) 근처

에서오랜만에중국남자와재혼한어머니와재회해모처럼꿀맛같은행복을누리는가싶었는데그것도잠시, 얼

마 되지 않아 무역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그만 북한 공안에 잡혀 다시 생이별을 해야 했다. 어머니의

석방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줬으나 몇 번의 사기를 당하고 결국 이씨는 18살의 나이에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2012년남한에정착하게된다. 2019년한양대중국학과를졸업한뒤지난해 8월헌정회사무처직원공채에당당

히 합격했다. 민주주의 전당이자 통일의 전당인 국회 안 헌정회가‘미래의 통일’새터민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

다. 이씨의어머니는여동생과지금북한에살고있다. 새터민에남북이산가족의아픔까지간직하고있다. 

이씨는 이 책에서 자신의 소망을 말한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

려고해요.”이씨는헌정회에미리통일을물고온희망의제비가아닐까.

헌정회사무처새터민이성화씨, 수필집출간

金成鎬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정책실장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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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올리면좋아지는게있어야

지난 4월말에국토교통부가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정지었다. 전국적으로 19.05%가 인상되었지만 지

역별 차이가 크다. 서울이 19.89%, 경기가 23.94%,

세종시는무려 70.25% 인상되었다. 공시가격인상으

로시끌시끌한여론이실제세금고지서가나갈때조

세저항으로폭발할가능성이있다. 

재산세와관련되어유명한납세자저항운동이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헌법 개정안 13호(Proposition 13)이

다. 1978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세율을최고 1%로제한하고, 과세표준이되는

주택가액 인상률을 매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최대

2%로제한하는주헌법개정안을확정시켰다.1)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부담이 57% 삭감되

었을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주헌법 또는

법률개정운동이전개되어31개주에서조세및공공

지출을제한하게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조세저항운동이일어난것은저소

득층/유색인종자녀의교육기회를확대하는등의목적

으로지방재정규모가팽창하고, 재원의대부분을차지

하는재산세부담이나날이늘었기때문이다. 아무리정

책의명분이좋다고해도납세자들의부담이적정수준

을넘으면조세저항이초래될수있다는교훈을얻는다. 

조세저항이걱정되는부동산세

손재영

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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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에 따

른 조세저항이 70년대의 캘리포니아보다 더 클

수있다. 미국의경우재산세부담은지방정부서

비스와직결된다. 세금을많이내면더좋은학

교, 더쾌적한공원, 더수준높은치안, 더신속

한소방서비스를기대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

는세금과공공서비스의연계가약하다. 지난몇

년간부동산관련지방세, 국세부담이크게늘었

지만, 그덕분에무슨공공서비스가얼마나좋아

졌는지얼핏알수없다. 정부는“세금을늘려서

집값을떨어뜨리겠다”, “세금을감당하지못하는

소유자들이집을내놓게하겠다”는다짐을할뿐

이다. “네집값을떨어뜨릴테니세금더내라”거

나“세금낼능력이없으면팔고나가라”라는고

압적 정책에 대해 언제까지 납세자들이 순응할

까? 또한, 미국의경우취득세는거의없는수준

이고양도세는실질부담이작은데비해우리나

라는취득세도높고양도세도 9억이하 1주택자

를제외하면감당하기힘들정도로높다. 

납세자들의목소리가정치권에수렴되어세금

내는사람들이수긍할수있는제도개선이이루

어지길바라지만, 정부·여당에서어떻게정리할

지는 오리무중이다. 4.7 재보선 선거 이후 여당

일각에서1주택자보유세완화주장이나왔지만,

4월말쯤수석대변인이“세금관련논의는당분간

없다”고선을긋더니, 그다음날여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는부동산세제및대출정책의보완

을강조하였다. 성난납세자들이직접나서기전

에정치권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길바라면서두

가지핵심쟁점에대해논의하도록한다. 

부동산공시가격을올려가야하나?

정부는 다양한 목적에서 부동산 가격을 평가

한다. 1986년공시지가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등이제각각지가를조

사·평가함에따라인력및예산이낭비되었고,

동일토지에대한평가액이서로달라국민에게

혼란과불신을안겨주었다. 정부는이런문제를

해결하고자지가공시제도를도입하여공적지가

를‘공시지가’로 일원화하였다. 주택에 대해서

도2005년주택가격공시제도를도입하여토지

와건물을일체로평가하는방식으로공시체계

를개편하였다.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일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우리나라토지는약3,800만필지에달

한다. 일부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3,300만 필지에 육박하는 과세대상 토지를 감

정평가사들이 매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표성이인정되는50만필지를표

준지라하여감정평가사들이직접평가하고, 나

머지 토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격을 산정한

다. 주택의 경우 약 418만 호의 단독주택은 토

지와 유사하게 평가한다. 즉, 대표성이 인정되

는22만호를표준주택으로선정하여가격을조

사·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 공무

원들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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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동주택은이와별도체계로상대적으로

단순하게평가하고있다. 

자기가사는집이라고해도그가격이얼마인

지쉽게이야기하기어렵다. 같은단지, 같은평

형아파트들도향에따라, 층에따라, 수리상태에

따라가격이다르고, 어제와오늘이다르기때문

이다. 같은 이유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도 100%

정확할도리가없다. 아니, “정확하다”는말의의

미자체가모호하다. 한아파트가오늘얼마에거

래했다고해서그 가격이다른 아파트거래에서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평가는“일정한조건하에부동산이거래된

다면평균적으로이러이러한가격에거래될것이

다“라는평가자의“의견”일뿐이고, 그의견은확

률적표현이므로오차가개재될수밖에없다. 

자기가사는집의가격도정확히알수없는데

하물며 약 3,300만 필지의 토지와 약 2,000만

호의 주택을 매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거나,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불가피한오차의존재를무시할수없으므로공

시가격의 용도는 한정적이다. 공공용지 매입이

나수용에는필지별로감정평가를하며, 양도소

득세등국세는실거래가격기준을원칙으로한

다. 보유과세의경우도공시가격을100% 과표로

활용하지 않고 그 일정 비율을 과표로 쓴다. 이

때적용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은재산세의경우

1주택자60%, 다주택자85%이며, 종합부동산세

의경우2019년 85%에서점차올려서올해에는

95%, 내년에100%를목표로하고있다. 

애초 100% 정확할수없는공시가격에가까워

진다고해서과표가정확해지고조세형평성이높

아지는것은아니다. 조세형평성은다양한의미

를가질수있지만, 보유과세는수평적형평성을

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 매년반복적으로과세되

는세금인데, 가치가같은두부동산의세부담이

달라서는납세자가수긍하기어렵기때문이다. 수

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는 시가 대비 과표의

비율이높든낮든상관이없다. 과세대상부동산

간에그비율이같다면형평성이달성된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올리는것은조세형평성을높이기보다오로

지세수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그러나

과표를 올릴수록 평가에 수반되는 오차 때문에

시가보다높게평가되는토지, 주택이많아지고,

조세저항이커지게된다. 세부담을높이려면법

률에정해진세율을조정하는것이정공법이다.

과표 조정이라는 꼼수보다 법률로 조정하는 것

이조세법률주의에도맞고, 공론화과정을거침

으로써조세저항도줄인다. 

보유과세강화는당연한가?

여당에서보유세완화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

많은것은많은사람들이“거래세는낮추고보유

세는높이자”는주장을해온결과일것이다. 그러

나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빈약하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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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때문에물건을내놓을것이다”, “그과정에

서 가격도 떨어진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설명인

데, 과연 그럴지,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자 내집

마련에도움이될지미지수이다. 예컨대, 현재와

같이보유세를올려간다면아무도강남에들어가

기싫어하던 70년대에아파트를사서한평생그

곳에살았던은퇴노인들이집을팔고낯선곳으

로이사해야할수있다. 이집이팔리기까지집

값을많이깎아줄필요는없을것이다. 약간의가

격조정이면집이팔릴것이고, 그집을사서들어

오는사람은젊은현금부자일것이다. 은퇴노인

을쫓아내고젊은 부자들이강남에몰려살도록

하는것이무슨좋은일인지의문이다.

종부세와 관련되어 흔히 듣는 말은“상위 1%

가내는세금이니부담이커도상관없다”라는것

이다. 그러나우리나라주택시장은약 2천만호

의주택을담고있는엄청난규모이다. 상위 1%

가주택시장에서독점력을발휘할수도없고, 하

물며 가격 상승의 원인 제공자일 수도 없다. 종

부세는애초강남집값을잡기위해들어온세

금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008년에

위헌판결까지 받았으면 폐지해야 마땅했는데,

“상위1%”논리가종부세를존속시키고있다. 그

러나 이 상위 1%가 고통 받으면 무슨 공익적인

효과가있는가? 마치기독교인들을사자우리에

몰아놓고환호성을울리는로마군중인양, 소수

가희생해서많은사람이즐거우면된다는주장

으로보여서역겹다. 

우리의 부동산 조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거

래세(취득세)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

위, 보유세비중은중위권이다. 미국, 영국, 프랑

스등은우리나라보다높은보유세부담을하지

만,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은 더 낮다. 미국

의많은대도시들이실효세율1% 이상의보유세

를부과하고있으나 2000년대초중반에주택가

격이 급등했던 반면, 보유세 부담이 매우 낮은

독일은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거품을 비껴갔다.

이경험은보유세에가격안정효과를기대할수

없음을말해준다. 조세는부동산가격을결정하

는수많은요인중하나일뿐이기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이원하는주택의공급을원활히하는것이

다. 정책담당자들이노무현정부의실패에서교

훈을얻지못했다는것은놀라운일이다. 뒤늦게

서야3기신도시니공공재개발이니부산을떨고

있지만,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허용했다면

많은문제가미리미리해결되었을것이다. 주택

시장은국민들각자가가족의행복을위해오래

준비하고 계획하여 어렵게 실행에 옮기는 무대

이다. 이런소중한무대를적대시하는정책들은

결국국민들의행복플랜을좌절시킨다. 

1) Proposition 13에 관해서는원윤희, 『역사속의세금이야기』,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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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범죄 심리학자는 아니다. 하지만 필자의

강연과 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소시오패스다. 왜

냐하면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으

면서 우리 주위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에악인(쫡人) 중에서도아주골치아픈유형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생각의 인과관계를 다루

는인지(認知) 심리학자인필자역시연구와저술의

대상으로삼지않을수없는종류의인간이다. 그들

은누구일까? 이를위해서꼭염두에두어야하는사

실이 하나 있다. 그들에 관한 책이나 강연에는 꼭

‘가깝다’는 식의 제목이 붙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

반사회적인격장애

‘소시오패스’당신옆에있다

金景一

아주대심리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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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존하는 연구자들 중 가장 정확하고 현실

감 있게 소시오패스를 분석 연구해 온 것으로

유명한하버드대학의정신과교수인마사스타

우트(Martha Stout) 교수의책도제목이‘이토

록친밀한배신자(The Sociopath Next Door)’

다. 즉 정말이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

는뜻이다. 그러니더더욱위험한존재들이다. 

그들은우리주위에있다

일단소시오패스는이렇게정의된다. ‘자신의

성공을위해서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나

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양심의 가

책’을느끼지않는사람’너무추상적이라서그

런 사람은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있지않은지생각해보자. 나한테부탁을

참많이하는데, 그부탁을들어주지않으면매

우 집요하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나에게 잘못

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사람, 혹은내가뭔가를시작할때“네가

그걸한다고될까?”부정적생각을먼저심어주

는사람, 이러면아마도꽤여러명이떠오를것

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소시오패스는

아니다. 하지만주의깊게살펴볼필요는있다.

왜냐하면 잔혹한 살인마로 대변되는 사이코패

스보다 이러한 조용한 소시오패스가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아 우리에겐 더 큰 실제의 위험요인

이기때문이다.  

게다가 소시오패스는 팬데믹 시대에 더욱 위

험하다. 브라질에서 성인 1,578명을 대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정도와 소시오패스 테스트를

동시에진행한적이있다.1)

연구진이참가자에게한질문은“마스크를하

고, 사회적거리를두고, 손을자주씻을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였다. 그런데 소시오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조치에 부정적이면

서, 마스크쓰기등방역에매우협조하지않는

성향을 보였다. 물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모두 소시오패스는 아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

는 마스크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만큼

은분명하다. 왜이런결과가나타날까? 단순히

그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소시오패스들의 댓글을 보면“내가 마

스크를안써도상대방이마스크를하면돼”라

는생각들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

다. 내가감염을시키고안시키고가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이마스크를쓰면나는안걸린

다! 그럼상관없어’라는생각은상당한소시오

패스적 성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상대방이 사회적 규칙인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으면굉장히화를낸다. 오로지나만생

각하는것이다. 소시오패스는자기유리한대로

사회적인룰을굉장히잘이용하는사람들이다.

서양에비해 (방역수칙을더잘지키는)우리나

라에는 소시오패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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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근거가될수도있겠지만그만큼더잘

숨어있다는반론도가능하다. 

그렇다면 잘 숨어있는 소시오패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하나는‘사람은날때부터천한것과귀한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자꾸 사람

을등급을나눠서평가하는사람을본다면, 그런

사람은소시오패스일확률이아주높다. 그런사

람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쓸데없는 짓이야”,

“이것봐~ 해도안되잖아.”그러면서, 사람이지

친 틈을 이용해서“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돼~”

하고이용하는것이소시오패스다. 

핵심은공감과양심이다

베일러대학의심리학자브라이언런들(Brian

K. Rundle) 교수연구진이몇해전에기발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

다.2)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얼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는가를 측정했다. 이후

모든참가자들에게여러가지표정의영상을보

여주면서옆사람이하품을할때얼마나따라서

하품을하는가를관찰했다. 그결과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성향이강하게나타나는사람들일

수록주위사람들이하품을해도거의따라하지

않더라는것이다. 심리학에서옆사람의하품을

따라한다는것은공감능력의지수로종종활용

되어 왔다. 그런데 공감이 있다는 말은 결국 양

심으로 연결된다. 정상적인 우리에게는 양심이

란것이있다. 그런데소시오패스들에게는공감

이 없기에 결국 양심도 없다. 심리학적 양심의

정의는, 타인에대한감정적인애착에바탕을둔

의무감을의미한다. 따라서절대선에대한복종

에기초를둔종교적양심과는구별된다. 부모로

부터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프로이드의초자아(super ego)와도다르다.  소

시오패스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해보면 공통적으

로관찰되는현상이있다. 이른바‘애착없음’이

다. 하지만이애착없음은행동으로는구별하기

쉽지않다. 다음상황을생각해보자!

늦잠을 자서 헐레벌떡 출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승진이달린중요한회의에늦어서

마음이초조한데, 회의가끝나면곧바로장거리

출장까지가야한다. 그런데너무급하게나오느

라집에있는강아지에게밥을안주고나왔다는

걸깨달았다! 당신의선택은? 차를 돌려집으러

간 것만으로는 양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이웃을의식한평판때문일수도있고,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래서소시오패스의양심을직

시하려면 역으로 그들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조종하는 말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재

주가그야말로탁월하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망설여. 결국 한 입으로

두말한다니까?”“생각이깊긴! 결국자기만생

각하던데?”, “친절하다더니남을도울때는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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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라.”이런말들은소시오패스자신에게는상

처가안되지만우리에게는상처를주고뒤흔드

는 말들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양심이있는사람은자기에게애착이있는지없

는지늘번민에휩싸이고자기의양심을늘점검

하며의심하기때문이다. 선량한사람들의특징

은자신이옳다고완전히확신하는경우가없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양심

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자주 검토한다. 그러니

“착한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말은

소시오패스들이정상적인사람인상대방에게입

닥치고‘예스만해’라는말이된다. “생각이깊은

사람은 결국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은‘깊이 생

각하지 말고, (소시오패스인)내 생각만 해라.’는

의도다. “친절한사람은남을도울때망설인다.”

는 말은 뒤집으면‘망설이지 말고 냉큼 내놓아

라!’는암시를준다. 나의양심때문에가질수밖

에없는고민을약점으로둔갑시키고, 결국자기

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는 사람이 진정

‘양심이없는’나쁜사람, 바로소시오패스다. 

이들의질문에는대답하려고노력하지말아야

한다. 대신, 그들이건드린나의약점, 즉양심이

너에게는없다는말을먼저할필요가있다. “너

는 착하지도 않잖아?”, “너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잖아?”혹은“너는 친절하지도 않잖아?”라고

되받아치라는 말이다. <타인의 해석>의 저자인

말콤글래드웰은사기꾼이제일사기치기쉬운

유형을스스로말특히변명이많은사람으로분

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지극

히 당연한 지적이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상대

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소시오패스를 피

하는유일한방법은그들의이야기를곰곰이듣

는수밖에없다. 모두다말없이들은뒤“넌그

런착한(혹은사려깊은, 혹은친절한) 사람도아

닌거였어?”라고짤막하게되물으면소시오패스

의교활한말에균열이생기기시작한다. 

더욱나쁜것은권위적소시오패스

세상엔많은사기꾼과거짓말쟁이가있다. 그

들이 권위나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가끔

은그토록원하던것을가졌으니그때부터는나

름정의롭거나선한일들을하려는이들도있다.

하지만 양심 없는 소시오패스에게는 그런 희망

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들이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되면첫번째하는짓이정의롭거나착한

사람부터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

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선하고 정의로운 타인에

게부채의식을가지고있다. 하지만권력에심취

하는 소시오패스들은 선한 사람들을 가장 멍청

하고솔직하지못하다며비웃는다. 왜냐하면권

력과권위를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것

이가장솔직한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

래서이들은착한사람들이가장가증스럽고위

선적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주위에착한사람

을유난히괴롭히고미워하는이가있다면본질

적인악인의범주에넣어도후회하지않을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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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사람들은정말로조심해야한다.3) 

이들의특징은사람을도구로본다는것에있

다. 즉사람을쓰고버리는것물건이상으로생

각하지않는다는것이다. 사람을체스판의말이

나장기판의졸로여기는사람은특히나많이배

운 소시오패스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측면이다.

특히나대를위해소를희생시키는상황에서, 그

것을너무쉽게생각하고번민하지않는사람들

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뇌과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마땅히주저해야할상황에서매우

대범해 보이거나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많다. 그 유명한트롤리딜레마가좋은예

다. 브레이크가고장난트롤리의앞에두갈래

길이있고한쪽에는 5명, 한쪽에는 1명이서있

다, 레버를쥔당신은무조건한쪽길을선택해

야하는데당신의선택은어떠한가? 내손에피

를묻히는중요한사안에대해서평범한사람들

은 고민한다. 아무리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 일을 해

야할때는주저하는것이당연하다. 이때지극

히 실리주의적인 사람들은 뇌에서 연민과 공감

의 영역이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그

래서 대를 위해 소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역시 사회를

더욱소시오패스적으로만들위험이높다. 과거

우리나라에무수히많은예가있음을부인할수

없다.  

그래서이들과의관계는과감히끊어낼수있

는결단력이필요하다. 약자에게무례한모든사

람이소시오패스는아니다. 하지만유난히착한

약자에게잔인한인물이라면그확률이크게올

라간다. 그들과의관계가지속되면될수록나역

시모르는사이에공범으로묶일가능성이커진

다. 히틀러가 제시하는 가치에 속아 그 주위를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도

준엄한심판을받아야하는전범이되어있던경

우가 많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같은

종류의인간이되어버렸기때문이다. 

1) https://www.top3.kr/102

2) Rundle, B. K., Vaughn, V. R., & Stanford, M. S. (2015). Contagious yawning and  psycho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33~37

3) 착한사람들 중에 소위‘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를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곤란해 하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곧바로 속상해한다. 기분은 나빠도 욕은 못할 때 나오는 게 짜증인데, 짜증은

우리가번민한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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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김김남남조조시시인인은 1927년경북대구출생. 1951년서울대사범대학국어교육과를졸업. 마산고·이화여고교사로근무하다가성균

관대강사를거쳐 1954년부터숙명여대교수로재직했다. 사범대학재학때인 1950년 <연합신문>에 <성숙>·<잔상(殘像)>을발표

하여 문단에 나왔다. 첫 시집 <목숨>(1953), <나아드의 향유>(1955) 등을 펴냈다. 그 후 시집 <나무와 바람>(1958)·<정념의 기

(旗)>(1960)·<영혼과 빵>(1973)·<김남조 시전집>(1983)·<너를 위하여>(1985)·<깨어나 주소서 주여>(1988)·<끝나는 고통 끝이

없는사랑>(1990) 등을펴냈다.

6월의 시
김남조

어쩌면미소짓는물여울처럼

부는바람일까

보리가익어가는보리밭언저리에

고마운햇빛은기름인양하고

깊은화평의숨쉬면서

저만치트인청청한하늘이

성그런물줄기되어

마음에빗발쳐온다

보리가익어가는보리밭또보리밭은

미움이서로없는사랑의고울이라

바람도미소하며부는것일까

잔물결큰물결의

출렁이는바다인가도싶고

은물결금물결의

강물인가도싶어

보리가익어가는푸른밭밭머리에서

유월과바람과풋보리의시를쓰자

맑고푸르른노래를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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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잠든대지위에

그대가잠든대지위에

신록의유월이오면

돌아오지못한호국영령

전쟁의포성이 멎은지오래

이름모를산하

참호에묻힌호국영령들이시여

못다핀그대사랑이

구국의꽃봉오리되어

피어나고있습니다

싸워서이기고돌아온다는그대는

한방울이슬로사라져

이곳에누운지반백년넘어

그대그리워침묵의대지위에

주름진손묘비어루만지며

흐르는눈물땅을적시고

타오르는향불의향기는

먼훗날그대와내가만날

사랑의약속

이연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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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그대를사랑했습니다

조국을지키는건

우리의사명

포화속에쓰러지는전우

나뭇가지하나꺾어덮어놓고

전진또전진, 전진

참호에서먹던탄가루앉은

검은주먹밥

한치앞내다보기어려운전장

혈전의고지와능선마다

무릎까지차오르는설한의전장에서

소총한자루에의지해

내사랑하는조국을위해

목숨바칠것입니다

그대들은조국과민족위해

산화한호국영령

풍전등화에놓인

조국을지켜온역전의용사들

이고지저능선

총탄이빗발치는생사의길

하늘을찌르는승리의함성

온몸던져싸워이긴

그대들의목소리

육박공전희망봉전승의주역

신화도기적도아니었다

그대들의뜨거운조국애일뿐

그대들이지켜낸희망봉

조국에방패되어

승리의깃발높이솟아

증인으로그자리에

오대양육대주가는곳마다

찬란한필승

역전의영령들이시여

또한번의유월이저물어가는데

그대들의숭고한희생의불길이

우리들가슴속에

영원히꺼지지않는

다짐의시간이되기를

간절히소망하며

그대들의넋은조국에방패되어

영원무궁빛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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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포럼서기조연설

丁世均(15,16,17,18,19,20)

전 국무총리는 5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광화문포럼에서기조연설을했다. 

싱크탱크‘연대와공생’출범

쐥洛淵(16,17,18,19,2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10일 용산구 백범김

구기념관에서 싱크탱크‘연대와공생’출범과 동

시에‘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무총리임명장수여식

金富謙(16,17,18,20) 신임

국무총리는 5월 14일 청

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

로부터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당대표로

宋永吉(16,17,18,20,21) 의

원은 5월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

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신임부회장단>

최락도(12,13,14), 박태권(13), 김옥두(14,15,16), 이규택(14,15,16,17), 김정숙(14,15,16), 장광근(14,16,18), 

임인배(15,16,17), 김종학(15), 이군현(17,18,19,20) 

<정책연구위원회자문위원장> 서종열(11,12)

<신임이사>

서종열(11,12) 이용택(11,12) 김노식(11) 김순규(11) 김동주(12,13,15) 조용직(12,14) 유인학(13,14)

이덕호(13) 남궁진(14,15) 박명서(14) 원광호(14) 김영선(15,16,17,18) 김광원(15,16,17) 정형근(15,16,17)

박창달(15,16) 윤철상(15,16) 이원복(15,17) 김일주(15) 김의재(15) 박신원(15) 윤원중(15) 이의익(15) 한영애(15)

김정부(16,17) 김경천(16) 박종희(16) 배기운(16) 신현태(16) 이원창(16) 이원형(16) 이희규(16) 김동철(17,18,19,20)

김태환(17,18,19) 이혜훈(17,18,20) 김영숙(17) 신명(17) 이은영(17) 강석호(18,19,20) 김학용(18,19,20)

김을동(18,19) 노철래(18,19) 안효대(18,19) 정수성(18,19) 김성수(18) 김성회(18) 김혜성(18) 박보환(18)

이영애(18) 정해걸(18) 김관영(19,20) 김기선(19,20) 김진태(19,20) 김한표(19,20) 이완영(19,20) 권은희(19)

홍지만(19) 황인자(19) 김규환(20) 김종석(20)

<여성위원장> 류지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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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원내대표로선출

金起炫(17,18,19,21) 의원이

4월 30일 국회도서관 대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헌법지킴이장학금전달식

金秉泰(15) 헌정회 복지장

학재단 이사장은 4월 26일

헌정회 회장실에서 헌정회

원 손자녀 4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천만

원의 헌법지킴이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족중흥회회장으로재추대

鄭在虎(9,10) 민족중흥회 회장(헌정

회 원로위원)은 3월 31일 서울 종로

구 세종로에 있는 고려빌딩 3층 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7차 정기총회

에서만장일치로임기 3년의 회장에 재추대됐다. 

유진산총재47주기추도식

쐍漢썺(10,11,12,13,16) 옥계 쐍珍山

총재기념사업회 유족대표는 4월 28

일 서울 YMCA 2층 우남홀에서

‘유진산 총재 47주기 추도식’을 개

최했다. 

‘차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자문단회의

쐍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

구원(KITRI) 원장은 4월 30일‘차세

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자문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공과와

그것이우리에게주는교훈’특강

쐥榮一(11,12,15) 헌정회 통일문제연

구특별위원장은 5월 12일 매헌윤봉

길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수요강좌에서‘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공과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제로 특강했다.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활동

金泳鎭(13,14,15,16,18) 4.19혁명유

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

념사업추진위원회 이사장은 4월 21일 4.19 제61

주년을 맞아 실무협의회를 올해 하반기 개최해

2022년에는 등재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수필가협회등단작가인증패

원광호(14)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

원 원장(본지 편집위원)은 5월 21일

서울종로구수운회관강당에서열린

한국수필가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수필문학상 시

상식에서 오경자 회장으로부터 등단작가 인증패를

받았다. 이날 18명의 작가 대표로 인사말을 한 원

원장은“자연의소리, 의성어, 의태어등모든감정

을마음껏표현할수있는한글을가진국민으로서

더욱훌륭한작품활동을기대한다”고말했다.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鄭昌鉉(14) 前 헌정회 사무총장은 4

월 5일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유용태)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헌정廣場헌정廣場

01-96(6월)수  2021.5.25 14:57  페이지91   MAC-4       



헌정廣場헌정廣場

92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새로운도약,

금융의역할’세미나

薛勳(15,16,19,20,21) 의원실은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

층에서 정진석 의원실, 상생과통일포럼과 공동으

로‘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2021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

제포럼’을개최했다. 

경기도민회회장으로선출

쐌容泰(15,16) 前 헌정회장은 1월

2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리

더스빌딩에서 개최된 경기도민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경기도민회 장학회 이사장도 겸직하게

됐다. 

세종자치시에800여주나무기부

金七煥(15) 세종시지회장이

4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에 소나무, 메타세

콰이어, 주목 등 800여주

(약 5억원 상당)의 나무를

기부했다. 

서치코의장과환담

쐥熙圭(16) 헌정회 미래전략

위원장은 5월 6일 헌정회에

서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

코 이도현 의장과 최근 국회

에서 발의되어 있는 탐정 법

안과 관련하여 교육, 자격,

관리, 감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주방사선관리일원화를위한

방사선안전관리법개선방안’토론회

卞在一(17,18,19,20,21) 의원실은 4

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영

찬 의원실과 공동으로‘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

를 위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변재일TV로 생중계 했다.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를

활용한과학외교지원킥오프간담회’

쐥相珉(17,18,19,20,21) 의원실은 5

월 13일‘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

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여성과학기술인 과학외교

지원 킥오프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환시대, 새로운정치의모색’세미나

(17,19,20,21) 의원실은 5월

10일 켄싱턴호텔 1층 센트럴파크에

서‘대전환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

색’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북재생에너지협력방안’세미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5

월 3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중회의

실에서 김성환 의원실, 국회기후

위기그린뉴딜연구회, (사) 녹색에

너지연구소 등과 공동으로‘한반도 평화와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5월 6

일 의원회관에서‘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의 당위’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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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부동산공평과세실현국회토론회

鄭成湖(17,19,20,21) 의원실은 5월 12일 서울 여

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관하고 강득구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교육을위한교육재정확보방안’세미나

쐍基洪(17,19,21) 의원실은 4월 28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박찬대·

강득구·권인숙·김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

정 확보 방안: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 토론회(1

차)’를 개최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중요성과독일’국제포럼

韓秉道(17,21) 의원실은 4월 13일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공동으로‘국회민주시민교육국제

포럼-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과

독일’에대해줌온라인화상회의를개최했다. 

모빌리티포럼2차세미나

權性東(18,19,20,21) 의원실은 4월 13

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원욱 의원

실, 국회모빌리티포럼과공동으로‘모

빌리티포럼2차세미나’를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당신의면역! 답이

여기에있다’세미나

全惠淑(18,20,21) 의원실은 4월 28

일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건

강기능식품협회, 헬스컨슈머(주)와 공동으로‘마

이크로바이옴 당신의 면역! 답이 여기에 있다:

K-바이오헬스 포럼 2차’세미나를 유튜브 온라

인 줌을 통해 생중계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평

화외교포럼한·미의원토론회’

金炅俠(19,20,21) 의원실은 4월 30

일 윤후덕·김성원 의원실과 공동

으로‘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평화외교포

럼 한·미의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CPE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회의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5월 4

일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유엔인구기금 등과 공동으로‘CPE 한국아동인

구환경의원연맹 국제회의:2021세계인구현황보고

서 발간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국회관광산업포럼’출범식

都鍾煥(19,20,21) 의원실은 4월

27일 전경련회관에서 국회관광산

업포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

광학회와 공동으로‘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

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출범식을

개최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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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토론회’

朴完柱(19,20,21) 의원실은 4월 27

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수흥·민형배·이상헌

의원실과 공동으로‘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당한가?: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기

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안개정국회토론회

徐瑛敎(19,20,21) 의원실은 4월 22

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명수 김영배 민형배

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으로‘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SMR 국회포럼

쐥元旭(19,20,21) 의원실은 4월 14

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김영

식·조승래· 박성중·변재일 의원

실과 공동으로‘혁신형 소형모듈원

자로 SMR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4월 27

일 강득구 의원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공

동으로‘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강연회를 개최

했다.     

‘디지털·탄소중립, K-산업의미래

를여는길’세미나

쐥學永(19,20,21) 의원실은 4월 22

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산업통

상부와 공동으로‘디지털·탄소중립, K-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을 개

최했다. 

‘기후위기대응! ESG 진단과촉진방안’세미나

韓貞愛(19,20,21) 환경부장관은 4월

16일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

포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

과 공동으로‘기후 위기 대응! ESG

진단과 촉진 방안’에 대해 국회 세미나를 개최

했다.     

다국적기업의과세자료미제출대

응을위한관세법개정공청회

奇東旻(20,21) 의원실은 4월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다국적 기업

의 과세자료 미제출 대응을 위한 관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

장제도개선’정책포럼

金星煥(20,21) 의원실은 5월 12

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전력공사, 대한전기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

최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

간담회

金漢正(20,21) 의원실은 5월 13

일 김경협 의원실, 한반도평화포

럼과 공동으로‘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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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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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쐥漢東(11,12,13,14,15,16) 원로가 5월 8

일 별세. 고인은 경복중고, 서울대 법

과대학 졸업,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

지방검찰청 특별조사1부장, 형사1부장,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내무부

장관, 민주자유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신한국당

결결혼혼을을 축축하하합합니니다다

崔敬煥(20) 회원딸결혼. 

2021년 5월 23일일요일오후 1시.

국회의사당의원동산사랑재.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권한 대행, 자유민주연

합총재, 국무총리, 하나로국민연합대표최고위원등

을역임했다. 향년 87세. 

金瑢泰(11,12,13,14) 회원이 4월 23일

별세. 고인은 대구 계성고, 서울 법대

를졸업하고美하버드대(니만펠로)를

수학했다. 조선일보 정치부장·편집국

장, 민정당 대변인, 국회 재무, 예결, 운영위원장, 민

자당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내무부장관, 대통령비서

실장등을역임했다. 향년 85세.

쐍根桓(11,12) 회원이 5월 2일별세. 고

인은건국대법학과졸업, 서울대경영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했으며,

6.25 참전, 소대장 중대장 월남참전, 사단장 정보사

령관, 한일협력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가스공사 이사

장등을역임했다. 향년 93세. 

쐥샼熙(11) 회원이 4월 25일별세. 고인

은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한국일보 문

화부장, 논설위원, 한국여기자클럽 회

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POSCO

인재개발원교수등을역임. 저서로『노래하는역사』,

『별님네 전화번호』등 51권 대한민국아동문학상, 소천

문학상등을수상했다. 향년90세.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쟁점과대

응과제Ⅱ’정책토론회

朴用鎭(20,21) 의원실은 4월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병덕·

배진교 의원실, 전국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Ⅱ’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무엇을준비

할것인가’세미나

朴柱民(20,21) 의원실은 4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생명안전

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본부와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로잡습니다>

헌정 4월호목차 p.10에기재된

필자‘‘한한승승수수’’를‘‘한한승승주주’’로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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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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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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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卿植(19代), 쐌容泰(2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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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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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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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10매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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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메일: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헌헌정정회회는는 이이런런 단단체체입입니니다다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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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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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헌정정회회 발발자자취취

이이런런 활활동동을을 폅폅니니다다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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