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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사태가동아시아와한국에주는함의

사이버공격과북한그리고대응전략

20대대선과여야경선돌풍

빚잔치2022년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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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전이 막을

내렸다. 미국정부는8월30일탈레반이장악한아프간

에서미군병력과미국민간인및아프간인협력자들을

철수시키는 대피 작전을 종료했다. 이로써 미국이

2001년 10월 7일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제거하고 알카에다를 비호해온 탈레반 정

권을붕괴시키기위해군병력을투입하면서시작된아

프간전이 20년만에종지부를찍었다. 미국은전쟁한

달만에탈레반정권을무너뜨렸지만, 탈레반은게릴라

전을벌이면서버텼다. 게다가미국은알카에다우두머

아프간종전후의미중패권다툼

美쿼드와의협력강화VS 中러시아·이란등과反美연대구축

쐥長勳

국제문제애널리스트

특집Ⅰ 아프간패망의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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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사마빈라덴을제거했으나알카에다를발

본색원하지못했고, 이슬람수니파극단주의무

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아프간에서 준동해

왔다. 미국은 아프간전을 치르면서 20년간 2조

달러(약 2241조6000억 원)의 전비를 투입했다.

미군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은엄청난국력을소비했지만아

프간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탈레반이 아프간

을재장악하고‘아프가니스탄이슬람토후국’을

세웠기때문이다.  

아프간전종료와미군철수를단행한조바이

든미국대통령은앞으로중국과러시아의도전,

핵확산등에미국의힘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

바이든대통령은 8월 31일대국민연설에서“세

계는변하고있다”면서“새로운시대의도전과

제로는중국과러시아, 핵확산, 사이버공격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중국과 러

시아는미국이아프간에서 10년더꼼짝못한다

면 제일 좋아했을 것”이라면서“미국은 앞으로

핵심국가안보이익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밝

혔다. 이에따라미국이그동안추진해온외교안

보전략의패러다임이크게바뀔것이분명하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20년간미국을이끌어왔

던외교정책페이지를이번에넘겼다”면서“아프

간에서의 철군은 아프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재건을위해주요군사작전을하던시

대는끝났다는걸뜻한다”고강조했다. 특히미국

은앞으로인도·태평양과동아시아지역에서중

국을견제하기위한외교안보전략을적극추진

할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미국이‘아프간수

렁’에빠져있는동안중국은제2 경제대국으로

떠올랐고, 군사력을증강해남중국해는물론인

도양까지진출하는등영향력을확대해왔기때문

이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NYT)는“미국이아

프간에천문학적비용과군사력을쏟아붓는동

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어부지리를얻어왔다”고지적했다. 

미군의인도태평양진출

미국은 아프간전 종료로 새로 확보하게 되는

군사력등자원을중국과전략적경쟁이벌어지

는인도·태평양지역에대거투입할것으로보

인다. 바이든대통령은이미4월28일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강한군사력을유지하겠다고천명한바있

다. 바이든 대통령은“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와함께하는것처럼인도·

태평양지역에서도강력한군사력을보일것”이

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

뜨리려는중국에맞서미국주도의질서를더욱

강화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바이든정부의이

런전략에따라미군은중국에본격적으로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은 8월 3일부터 16

일까지 지중해와 흑해 및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을비롯해전세계 17개시간대해역에서‘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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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훈련(LSE:Large Scale  Exercise)-2021’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6개 해군·해병 사령부

산하 5개함대와 3개의해병원정대, 항공모함과

잠수함을포함해함정36척등과영국해군함정

들이 참여했다. 미 해군의 이런 훈련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오션 벤처(Ocean Venture)-

1981’훈련이후40년만이다. 미해군의의도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흑해, 지중해 등에서 동시

에대응할수있다는것을중국과러시아에보여

주려는것이다. 미해군은또8월21일부터29일

까지 괌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인도해군과함께인도·태평양지역 4개

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회원국들의 연례

훈련인‘말라바르-2021’을실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포스트아프간’전략

을적극추진하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 9월 2

일스콧모리슨호주총리와의전화통화에서쿼

드회원국들의협력강화에합의했다. 특히바이

든 대통령은 올 연말 직접 주재하는‘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쿼드 회원국들을 비롯해 동맹국들

과파트너를초청하는것은물론대만까지포함

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신장웨이우얼(위구르), 티베트와홍콩, 남

중국해와동중국해, 대만, 반도체와인공지능등

첨단기술분야등에서중국에대한제재조치등

압박을더욱강화할것이분명하다. 

중국의反美연대모색

중국도‘포스트 아프간’전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러시아와의밀월관계를더욱공고

히 하고 이란, 파키스탄, 탈레반의 아프간 등과

반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8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과전화정상회담을갖고포스트아프간문제

에공동협력하기로합의했다. 두정상은아프간

에대한외세개입반대와테러및마약밀수차

단, 안보 위험 확산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

미국이아프간에천문학적비용과군사력을쏟아붓는동안

중국은국제사회에서영향력을확대하는등어부지리를얻어왔다. 

이런맥락에서볼때미국과중국이‘포스트아프간’전략에

본격적으로시동을걸면서치열한패권다툼이벌어질것이분명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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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같이했다. 양국의의지투합은미군철수와탈

레반의 아프간 재장악에 따른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힘의공백을이용해이지역에서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탈레반을적극지원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 중

국의의도는신장위구르의분리독립을위해무

장투쟁을 벌여온‘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ETIM)’이아프간을근거지삼아세력을확대하

려는것을탈레반을통해막으려는것이다. 중국

의 또 다른 속셈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

상실크로드) 프로젝트를통해아프간에적극진

출해 1~3조달러로추정되는희토류등각종광

물자원을확보하려는것이다. 

중국은일대일로프로젝트일환으로대표적인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에서부터 신장

위구르 카스(카슈가르)까지 620억 달러를 투자

해총길이3000㎞의경제회랑(CPEC)을만들고

있다. 이 경제회랑에는고속도로, 철도, 송유관,

광케이블 등이 건설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된

다. 중국의 해외 단일 국가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은이사업의대가로과다르항에대

한 43년간의 운영권을 따냈다. 호르무즈해협에

서 동쪽으로 400㎞ 떨어진 과다르항은 물류의

요충지일뿐만아니라군사기지로활용될수있

다. 중국이과다르항에함정을배치할경우미국

과 인도 해군의 인도양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파키스탄에 차관과 코로나19

백신을제공하는등결속을다지고있다. 

미중대결과한국의진로

중국은 이란과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

정’을 체결하고 향후 25년간 금융·에너지·항

만·철도·5G 등에 4000억 달러(약 452조 원)

를 투자하기로했다. 양국의협정에는합동군사

훈련과군사기술및무기류공동연구·개발, 군

사정보공유등도포함돼있다. 일각에선중국이

앞으로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이란에 자국

군의 주둔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전화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문제

와양국의우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특

히시주석은“중국은이란의국가주권과국가

존엄성 수호를 지지한다”면서“핵 합의에 대한

이란의합리적인요구를지지한다”고밝혔다. 중

국은앞으로러시아-이란-파키스탄으로이어지

는 4각 체제를 구축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맞서려는전략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이‘포스트

아프간’전략에본격적으로시동을걸면서치열

한패권다툼이벌어질것이분명하다. 미·중의

이런대결구도에한반도도예외는아닐것이다.

한국의지혜로운선택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

다고말해도과언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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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판단때문이었다. 2001년9.11 테러이

후 20년을주둔하며2조달러이상의재정을투

입한미국역사상가장긴전쟁이었지만, 민주주

의 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

제적희생과부담만늘어나고있어포기할수밖

에없었던것이다. 특히최근중국및러시아등

과의강대국경쟁과갈등이심화되고있는상황

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아프간에 미국

이계속해서발이묶여있는것은글로벌전략에

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이 아프간에 20년

동안묶여있으면서엄청난제약을받았다는점

을고려할때향후지속적인주둔은미국의입지

를 더욱 약화시키고 경쟁국들에게만 유리한 것

이라는판단이강했다.

미국우선주의와

한반도

黃智煥

서울시립대국제관계학부교수

특집Ⅰ 아프간패망의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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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철군은미국국익우선시각

이러한 아프간 철군결정은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국익우선주의’라고할만하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바이든도 근

본적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바이든은 그

동안 자신의 정책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회복및다자주의적협력을통한국익추구라고

설명해 왔다. 예를 들면, 중국 견제, 미국 산업

보호 등 정책의 큰 틀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

하더라도 그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자주

의적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회복, 동맹관계의

강화등을통한차원이다른대응이라는주장이

다. 동맹국들과의관계에서도해외주둔미군및

방위비문제등에있어서긴장관계가발생할수

도 있지만, 다만 이는 해당국들과의 사전 조율

및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었다. 하지만, 바이든행정부역시미국국익을

우선하지않는것은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이

슈에 따라 그런 원칙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아프간 철군은 해당국과의 사전

조율과국제협력이부족했던미국국익우선사

례로기록될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아프간 철군을통해국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글로벌 역량 감소와

무관치않다. 2001년 9.11 테러이후미국의아

프간 정책은 반테러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후아프간내부에민주주의국가를건설하는것

으로 전후 목표가 변경되었다. 사실 당시의 정

책은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유

일 패권을 구가하던 미국의 국력에 기인한 바

컸다. 부시행정부의네오콘들은부시독트린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자유주의성전을지향하고있었다. 미

국의 월등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전쟁도

불사하는 전략을 보였는데, 이는 아프간 전쟁

중에이라크를침공하는모습에서잘나타났다.

당시 네오콘들은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야 세계

질서가평화로워진다는소위‘민주평화론’을맹

신하고있었는데이는미국의패권적능력에기

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반테러 전쟁에

서는 승리했으나 아프간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

설하는데는실패하면서회의감이증폭되었다.

바이든의글로벌리더십전략의양면

이런면에서 아프간철군은 바이든의철군임

과 동시에 미국의 철군이었다. 사실 21세기 들

어미국이국력을소진하고다른강대국들에비

해상대적으로쇠퇴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논

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세계질서에서

미국의리더십에대한논쟁이기도했는데, 1980

년대에제기된 '강대국흥망성쇠' 논쟁이재현된

것이었다. 미국내에서는글로벌리더십강화를

위해해외군사적투사를지속해야한다는주장

과미국의과대팽창및국내문제에집중해야한

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미국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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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사를 축소하는 글로벌 전략을 펼치면서

도여전히개입주의적모습을견지하곤했는데,

이는 상대적인 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리더십을유지하기위한노력이었다. 바이든행

정부의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강조는 국제협력

을강조하는접근임과동시에미국의글로벌영

향력을유지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기도했다.

바이든행정부가동맹국들의반대에도불구하

고 전격적으로 아프간 철수를 단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그동안추구해온가치외교에대한타

격이불가피해질것으로보인다. 아프간민주주

의재건을포기한상황에서오는12월‘민주주의

를위한정상회담’을개최하려고하는모습에국

제사회의 우려와 실망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탈레반의아프간재집권은향후난민문제등인

도주의적위기를발생시키고테러, 마약등인간

안보 위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의

가치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군 철수가

완료되기까지카불공항에서발생한혼란은아프

간난민문제가앞으로얼마나심각해질수있을

지명확히보여주었다. 과거아프간이중심이되

었던 테러와 마약은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지역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바이든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

조할 때마다 아프간 사례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와인간안보위협이거론될때마

다바이든철군이비판받을것이다.

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가능성낮아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한 이후 서남아시아와

중동등다른지역에대한파급효과에국제사회

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 이는아프간이국

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난민문제는서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의

주변국들에게직접적인위협이될수있으며, 아

프간이다시테러와마약의거점이된다면중동

과 유럽 지역에까지 혼란이 옮겨올 수 있다. 특

히아프간난민과테러위협이높아지면서아프

간이제2의시리아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

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승리하면서 중동에서

사멸해 가고 있던 이슬람국가(IS)가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미국의반테러전쟁이새로운국

면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중동정세는 이스라

엘-아랍국간 갈등, 이란-사우디 갈등, 종족분

쟁, 석유문제등여러가지변수에의해좌우되

기때문에아프간사태로인해중동의지형과미

국의 대 중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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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사태에대한바이든행정부의대처방

식이미국의우방국경시및주둔미군철군사례

로 기록되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미칠부정적영향성도많이지적되었다. 아프간

사태는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않으면동맹

도버릴수있다는사례로인식될수있기때문

이다. 이에따라한미동맹과주한미군에대한바

이든행정부의정책에도상당한영향이있을것

이라는주장이제기되었으나, 이는현재한반도

정세와미국의대외전략을고려할때적절치못

하다. 바이든이직접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프간사이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바이든

은이들국가들이내전상태가아니라통합된정

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

고있다고언급했다. 실제미국국익의관점에서

보더라도 아프간과 여타 동맹국들의 전략적 지

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시대의동맹흔들기정책과는달리바이든행정

부가 취임 이후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협정

을원만하게해결하고, 주둔미군철수가능성을

부정한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의강대국경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이들동맹

국들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연쇄적

인동맹방기와주둔미군철수주장은근거가부

족하다. 바이든행정부는미국의상대적국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동맹국들과의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영향력과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전

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바이든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근본적차이를가지고있다.

한반도는한미관계가중요한변수

아프간 사태가 전작권 전환이나 북핵 문제에

미치는영향역시미미할것으로보인다. 전작권

전환문제는우리정부의요청으로시작되었고,

미국역시글로벌전략변화의관점에서접근하

고있기때문에아프간사태에의해특별히변화

될가능성은낮다. 전작권에대한미국의기본적

입장은한국정부의요청에호응하면서도전환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모습으로보인다. 아프간상황변화보다

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관계가 중요한 변수

가될것이다. 북핵문제와관련해서도아프간은

한반도와가깝지않고아프간사태는비확산문

제와연계되어있지도않아영향이거의없을것

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북한과 아프간이 핵 및

미사일부문에서협력하고있지도않고그럴가

능성도매우낮다. 만약과거의파키스탄이나시

리아처럼 아프간 탈레반이 북한과 군사기술 협

력을시도한다면심각한문제가될수있지만단

기간내에그런모습이나타날가능성은거의없

다. 현재 탈레반 정부의 역량이나 네트워크, 아

프간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상황이아니어서탈레반정부는정권안정

과국내재건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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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미국이9.11 사태를일으킨알카에

다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세력을 몰아내고 하미드 카

르자이(Hamid Karzai)를 대통령으로 하는

아프간과도정부가출범하던2003년3월한

민족 복지재단의 공동대표로서 의료지원단

을 이끌고 전쟁피해가 격심했던 아프간 북

부마자리샤리프지역을방문했다. 그다음

해인 2004년에는한국·아프가니스탄친선

협회 회장으로 카불을 방문, 과도정부 대통

령을 비롯한 각료들과 NGO 협력문제를 협

의 하 였 다 . 그 후 미 국 NGO인

NEI(Nutrition, Education International)

와한국·아프간친선협회가제휴, 영양실조

동아시아와한국에

주는함의

쐥榮一

초대한국·아프가니스탄친선협회회장

11·12·15대의원

前국회문교공보위원장

특집Ⅰ 아프간패망의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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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죽어가는아프간의어린이와산모들에게그

곳에서 한국의 콩을 재배, 단백질 부족에서 오

는 영양실조를 막아보자는 일에 착수했다. 한

국출생으로미국시민이된권순영(Dr.Steven

Kwon) 박사는 14년동안아프간각주를순방,

콩 재배를 시험한 결과각지역에서콩이자랄

수있음을확인하고한국산콩을재배, 생산하

여 콩을 소재로 영양식품을 만들어 보급하면

서콩농사를지을요원훈련과콩농사계몽활

동을 펼쳐나갔다.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성과

를중시, 국제협력단을통해카불에멸균두유

공장을세워콩사업활성화를지원했다. 콩이

단백질 부족에서 오는 영양결핍을 가장 빨리

치유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

당국에서도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내 아프간 역사에 콩이 아프간인들의 식품이

된 최초의 역사를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아프간이 미군의

철수로 다시 탈레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

다는소식에남다른고뇌와아픔을느낀다. 특히

미군철수소식을듣고카불로무작정몰려오는

난민들을 돕기에 앞장섰던 NEI의 열성일꾼

Zemari Ahmadi씨가미국의드론폭격으로가족

과함께목숨을잃었다는끔찍한뉴스를읽으면

서더욱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없었다.1)

필자는이런경험을토대로오늘날아프간사

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살피고

앞으로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에미칠영향을검토해보기로한다. 

통합도, 통치도어려운나라

필자는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으로 약칭)

을직접방문하기전까지만해도아프간을중앙

아시아 대륙에 파묻힌 가난한 내륙국가로만 알

았다. 그러나아프간은부족연맹의형태로얽혀

있는 다민족국가였다. 내역을 살펴보면 파슈툰

족(42%), 타지크족(27%), 하자라족(9%), 우즈벡

족(9%), 아이막족(4%), 투르크맨족(3%)으로구

성되었으며 이란과 연결된 하자라족만 시아파

이고나머지는모두수니파이슬람계였다. 이들

간에는 언어적 공통성도 부족해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다른통역원을불러야했다. 또자기자

신을‘아프간 국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정도

의 국민적 정체성도 없었다. 부족 간의 갈등도

격심했고 이 갈등을 업고 몇 명의 군벌들이 지

역을점거하면서양귀비를재배, 아편무역으로

돈벌이를했다. 미국이과도정부대통령으로세

운하미드카르자이도미국유학을마친아프간

의엘리트였지만그역시칸다하르의군벌출신

이었다. 

미국은 9.11에 대한 보복으로 2011년 아프간

을 침공, 집권 5년 차인 탈레반정권

(1996~2001)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세우려고시도했다. 헌법을만들고의회와대통

령을헌법에따라선출하는한편아프간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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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할국가보안군(National Security Army)을

육성하는작업에착수했다. 그러나문맹이 90%

를상회하는데다역사적으로영국, 러시아등의

외세지배와 군벌들의 약탈 통치에 강한 저항의

식을가지고살아온무슬림들이기때문에이교도

인미국이들어와서새로운민주주의정치제도를

만들고대통령을세운다고해서그것을목숨걸

고지킬가치가있는것으로인식할이유는애초

부터없었다. 국회의어떤결정도아프간내부에

병립한부족회의에서통과되어야유효한데국회

와부족회의를동시에만족시킬합의가나오기는

쉽지않았다. 또아프간의각부족들역시인접한

동족국가들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파키스

탄,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중국 등 6개국인데 이중 중국은 양국국경

이맞닿는길이가 56km로가장짧고중국화교

도 적어, 아프간에 미칠 중국의 영향은 결코 큰

편이 아니었다. 이런 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이슬람의율

법만을통치의규범으로내세우는탈레반식통

치가오히려잘먹힐것이다. 탈레반은이슬람신

학을연구하는신학생(神學生)을뜻하는말로회

교근본주의의율법통치에충성한다. 여자들에게

부르카입기를강요하면서여성을비하하고보편

적인권보다는무슬림의인간정책을밀고나간

다. 여기서서방적가치관과충돌한다. 앞으로아

프간에서국민통합이이루어지고국민적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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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립되어 국가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출현,

통치하지않는한내우외환으로부터자유로운아

프가니스탄은당분간상상하기힘들것같다.

미국은왜실패했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9.11테러 20

주년이 되는 2021년 9월 11일 이전에 아프간에

서철군할것임을천명했다. 바이든의철군발표

는 흔히‘제국의 무덤’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

탄에서미국도영국, 러시아처럼전략적목표달

성을 못하고 철수한다는 것이며 이는 한마디로

미국의실패를의미한다. 그러나70% 이상의미

국인들은바이든의철군안에지지를보냈고심

지어 아프간 철수계획의 집행과정에 나타난 준

비 부족과 혼선, 여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참

상--베트남의 사이공과 이라크의 모술을 연상

시키는--에도불구하고철군계획자체에대해

서만은아직도 63%의미국인들이지지한다. 유

라시아재단 이사장 Ian Bremmer는 철수계획

자체는전략적으로올바른결정이었지만철수의

집행(Execution)과정에 대한 치밀한 준비의 결

여로엄청난실패를가져왔다고지적했다.2)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연설에서 20

년간의긴전쟁이끝났다고선언하면서미국은

아프간 철군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게 되었

다면서“우리가 10년 더 아프간에 눌러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미국의 졸속한 아프간 철수는 어떤

수사(修辭)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미국의 수치

였다. 부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대륙에“항구

적인 자유”를 심겠다는 공약도 무위로 끝났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

는중앙아시아대륙에미국의든든한지역발판

을 만들겠다는 내심의 꿈도 깨졌다. 이러한 실

패에는두가지큰요인이작용했다. 하나는아

프간상황에대한깊이있는연구가미약했으면

서도 미국은‘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미국

의 오만(Hubris)이고 다른 하나는 돈과 무기만

대주면 탈레반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아프

간에엄청난전비를쏟아넣고막대한인명피해

를 입었음에도 결국 목표를 달성치 못함으로써

세계 정치 지도국가로서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당초미국은알카에다의오사마빈라덴을사

살한 2011년 5월에바로내려야할철군결정을

뒤로 미룬 채 이라크에 새로운 전선(戰線)을 벌

임으로써 탈레반에게 재기(再起)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큰 실책이었다.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미국이 800억 달러를 쏟아 부어 양성한 아프간

보안군이탈레반과전혀싸울수없는허깨비군

대였다는사실이다. 아프간대통령을비롯한상

층 지도부와 군 지휘관들이 부정부패에 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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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원조자금을사복채우는데탕진하고군

부대원들에게는제때에봉급은물론식량도, 병

참지원도제대로해주지않았다. 아프간보안군

에게는 자유나 민주주의가 목숨 걸고 수호해야

할가치가아니었고무능, 부패한대통령이나정

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칠 사람도 없었다. 더

욱이 이슬람교를 공유하는 탈레반과 싸울 명분

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훈교육도 제대로 이

루어지지않았다.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카불이 점령

되자외국으로도주하면서아프간보안군들에게

탈레반과싸우지말라고지시했다고한다. 미국

이탈레반과철군협상을하면서아프간정부대

표의참여를배제했기때문이었다.3)

부정부패와 정치교육의 부재가 아프간군을

싸울수없는군대로만든다는사실조차

미군지도부는파악하지못했던것이다.

미국 학계에서는 한국군(1948년부터

1952년까지)을 공산세력과 ”싸울 수 있

는군대“로만드는데성공했던주한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경

험에서아무런교훈도얻지못했다는평

가도나왔다.4) 

동아시아와한국에미칠영향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바이든이 말한 것

처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역량 배분이었다

는점에서앞으로미국과중국공산당간에펼쳐

지고있는패권싸움에미국의역량이중국제압

쪽으로가일층강화될전망이다. 미국전략의중

점이중동이나중앙아시아에서아시아, 인도태

평양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한

국에배치된미군은앞으로모든면에서한층더

강화될 추세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경제 전망치(IMF)에 의하

면1인당GDP는592달러로세계240위다. 중국

은독립을추구하는신장위구르지역이아프간

과 국경이 접해있고 러시아 역시 아프간이 탈

(脫)러시아를 꿈꾸는 체첸지역으로 연결되어지

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새로운 지배세력으

로 등장한 탈레반을 상대로 정치협상에 나서야

할것이다. 중국은아프간에매장된구리, 리듐,

2003년아프간의료봉사때정영숙권사와함께아무다리아강을건너는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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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등 희토류를 탐내면서 일대일로(一帶一

섉)를통한협력을미끼로던지지만아프간이반

중(反中) 독립세력들의 테러기지로 변하는 것을

막는것이더중요한과제일것이다.5)

한편 국내에서는 아프간의 미군 철수가 주한

미군에어떤영향을미치지않을까하는우려의

소리도들렸다. 그간문재인정권이미국과중국

사이에서 보인 외교적 불투명성으로 한미동맹

의기초가흔들릴수도있을지모른다는기우때

문이리라. 그러나 한국은 아프간과는 근본적으

로 다르다. 우선 한국은 이미 세계랭킹 10위의

경제력을갖는선진국으로서한미동맹은 2∼30

년전과는달리일방적대미의존동맹이아니라

호혜적협력동맹으로발전해왔다. 한국은비대

칭적인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현실에비추어미국과의동맹을맺는것은필수

불가결한선택이다. 한미동맹은지난70년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

받고있다. 

물론한국에도부패의문제가있다. 그러나민

주화의 결과로 부정부패에 대한 대중통제

(Popular control)는 부단히 발전해왔다. 각급

의회, 매스컴, SNS의 활성화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소지가사라지고있어부패는더이상크게

우려할일이못된다. 

따라서한국에대한미국의정책은아프간사

태와무관하며오히려동맹의중요성이강조될

것이다. 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돌연 반미

(反美)·친중(親中)·종북(從北)세력이집권, 대

미협력을거부하는사태가발생하지않는한미

군의철수문제로안보를걱정할일은없을것이

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

에 안보자강(自强)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국력에상응한안보태세를굳게다지는길

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방도가 될 것

이다. 

1) “killed in Kabul drone strike; U.S. is investigating”by Nabih Bulos( Los Angeles Times, Aug. 30, 2021) 

2) Ian Bremmer, “Afghanistan Collapse a Failure of Execution, not Strategy,”Nikkei Asia,(Aug.19. 2021)

3) Vanda Felbab-Brown, “Why the Taliban Won And What Washington Can Do About It Now”, Foreign Affairs(August

17, 2021)

4) Rachel Tacott, “Why America can’t Build Allied armies”(Foreign Affairs, Augst 29, 2021)

5) Jane Perez, “The real winner of the Afghan war? It’s not who you think”,NYT(Aug.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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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무대에서는 영원한 적(敵)도 영원한

동지(同志)도없다. 지난 8월15일미국의지

원으로 지탱하고 있던 아프간 정부가 무너

지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우리정부는그간적대관계에있던탈

레반과또다시수교를해야하는냉혹한국

제관계의현실을마주하게되었다.

탈레반의실체

탈레반(Taliban)은 1992년 4월아프간나

지블라공산정권이붕괴되면서물라무함마

드오마르가1994년8월민생안정을명분으

로 하여 이슬람 종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

로 결성하였다. 탈레반은 점차 세력을 키워

1996년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민생 악화로 인해 도시의 중산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탈레반정부

등장과우리외교

김만복

대한행정사회회장

前국정원장

특집Ⅰ 아프간패망의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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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발생이후그해 10월 7일개

시된미국의군사작전과미군의지원을받은반

탈레반 북부동맹군의 공격으로 11월 13일 수도

카불이함락되면서결국몰락했다. 

탈레반은 파슈툰어로‘학생’을 뜻한다. 이들

은 아프간 내 미국을 포함한 외세를 축출하고

파슈툰족(전국민의 45%)이중심이되어타지크

족(27%), 하자라족(9%), 우즈벡족(8%), 아이막

족(4%), 투르크멘족(3%), 발루치족(2%) 및기타

종족(2%)과 연합하여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립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수니파로서 이슬람

율법을철저하게따르고있다. 

탈레반의규모는 6만여명이고, 알카에다, 東

투르키스탄운동(ETIM), 파키스탄 탈레반(TTP)

및 ISIS와연계되어있다. 그러나 2015년경설

립된 아프간내 ISIS-K(ISIS 호라산)와는 경쟁

관계에 있어 향후 탈레반 정부수립과 안정적인

통치기반구축에장애요소로대두되고있다. 최

근언론보도에의하면, 미국이탈레반으로하여

금아프간내 ISIS-K를물리치고중국신장위

구르족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도록 미군이 아프

간에서철수하면서일부러군사무기를남겨두

었다고한다.

미국과탈레반관계

미국은영국및UN과함께탈레반을테러단체

로지정하지않고있기때문에테러단체와협상

하지않는다는국제기준을위반한다는부담없이

협상에임할수있었다. 미국은2013년부터카타

르도하에서탈레반과비밀협상을추진해오다가

2018년7월부터는탈레반의아프간내여타테러

단체와의연계단절과테러활동금지및아프간

내 미군철수 문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결과, 2020년 2월 29일카타르도

하에서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전쟁

상태를종식하는평화협정을체결했다.

평화협정 내용을 보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14개월 내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탈레반은 여타 테러단체와 관계를 단절하고 테

러활동을 금지하며, 아프간 정부와 평화회담을

개최한다고돼있다. 언론보도에의하면, 미국은

이면적으로탈레반에게중국내신장위구르족과

연합하여중국에대항할것을요청했다고한다. 

한편, 올해1월출범한바이든정부는보다안

전한민간인들의대피와철군을위해 8월 31일

까지로돼있던철수완료시한을연장하려고윌

리엄번스CIA국장을통해탈레반과협상을했

지만결렬됐다. 탈레반이2021년8월15일아프

간수도카불을점령한후미군은예정대로8월

31일공식철수했다.

탈레반의외교관계

미국은 탈레반이 테러단체와 관계를 단절하

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자

유제한 등 인권문제를 보아가면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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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등EU는탈레반과관계정상화를하기전

에테러활동기지제공을금지할것과언론자유와

여성인권보장을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탈레반에 대해 합법정

부로승인할의사를표명했다.

지난1973년 12월26일아프간과수교한북한

은아프간사태에대해미국을맹비난했다. 앞으

로 중국이 탈레반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북한도외교관계수립을추구할것이명확하다.

우리정부의외교적대응방향

우리정부는탈레반이카불까지점령하고새로

운정권을수립하게됨에따라그간우리를위해

일했던아프간인들에대해인도주의적차원에서

공군수송기를투입한소위‘미라클작전’을통해

아프간인390여명을국내로안전하게이송했다.  

또한, 우리국회는2021년8월20일국회의원

75명 공동발의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와탈레반의정권인수상황아래서벌어지고있

는비극적상황에우려를표하며,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기반을국제사회가신속히마련해야할것

과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

탄의평화정착과난민보호를위한외교적노력

에적극나서는등책임있는역할을다해줄것

을 촉구하는“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

호촉구결의안”을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법무부발표에의하면, 지난7월31일기준국

내아프간인은총417명이고, 그중금년말까지체

류기간이만료되는사람은120여명이라한다.

이와관련, 우리국민들의행정민원관련서비

스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법인 대한행정사회는

인도적차원에서금년말비자가만료되는국내

체류 아프간인의 비자연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

다.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아프간인들은

전국각지에서쉽게찾을수있는행정사사무소

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대한

행정사회 홈페이지(www.daaa.or.kr)를 통해서

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개업

중인 일선 행정사들은 아프간인에 대해 무료봉

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리정부는미군의아프간철수가중장기적으

로미·중갈등상황에서국제적힘의균형에변화

를줄수있으며, 한국의대외전략에도변화를초

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상황변화를지속

모니터링하면서새로운전략을모색해야한다. 

아울러, 탈레반정권이우리와인적, 경제교류

활성화와함께양국간협력관계강화를적극희

망하고있다는점을십분활용하여탈레반과협

력을통해우리기업에게꼭필요한천연자원의

안정적인공급처로활용하면서도정국불안상황

에서집권주체변화가능성도항시염두에둔고

도의실리외교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머지않아 외교관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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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탈레반의 희망에 호응하여 탈

레반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모색하게

될것이다. 정부는국익우선차원에서탈

레반 정부와 수교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

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첫째, 2007년 7월 분당샘물교회 선교

단 23명이 피랍되었을 때, 아국인 2명을

살해한데대해사과를받아야한다.

또한, 선교단가족대표가우리정부도

움으로인질가족21명을구출하면서지불

한몸값을반환받아야한다. 당시분당샘물교회

측은다급한인질몸값을정부가대납해주면추

후 교회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해주겠다고약속했다.

필자는 당시 정부의 대테러대책위원회(위원

장:국무총리) 상임위원장으로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인질석방 교섭을 현

지에서지휘했다. 당시필자는국민의생명을구

출하기위하여목숨을걸고탈레반지배전쟁지

역에들어가탈레반대표와협상에성공한소위

‘선글라스 맨’을 언론에 노출시켜 세간의 혹독

한 비판을 받았다. 그 당시 필자까지 나서 그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상황은 지금도

말할수없다. 앞으로국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

때가되면소상하게밝힐계획이다. 

둘째, 미국과영국및UN의입장을고려하고,

OECD 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있다.

셋째, 탈레반은종교, 민족, 지형, 역사적으로

테러단체와 관계를 단절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벌써

ISIS-K의테러활동이세계를놀라게했다. 또한

아프간내에는이미알카에다와동투르키스탄운

동(ETIM) 등테러세력이잠입해있고, 탈레반은

아프간내판지시르지역저항군공격시알카에

다의지원을받았다.

넷째, 마약문제도심각한고려대상이다. 아프

간은그간마약재배와밀매를통해재정의상당부

분을충당해왔다. 탈레반과외교관계를수립하면

우리나라가마약중간기착지가되거나마약류의

국내밀매가늘어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

다섯째, 탈레반과 북한과의 관계도 주시해야

한다. 미군이아프간을철수하면서남겨둔탱크

와헬기등무기를처리하는과정에서미국의최

신 무기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야한다. 

아프간봉사활동피랍후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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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5일TV뉴스에나타난장면에세계

가기절초풍했다. 20년전아프가니스탄에서쫓겨

난공개처형과여성박해를했던이슬람원리주의

정치세력 탈레반이 대통령궁 집무실을 점령하고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20년전의탈레반이아

니라 새로운 탈레반이다”는 선언에 다시 놀랐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잔인한 이슬람 테러세력으

로악명을떨쳤던탈레반이미군이패주한그날대

통령궁을점령하고제1인자물라아쿤드자다가승

리의축제를선포하고이렇게말했다.

중국한반도태평양전선이동

주섭일

언론인

前중앙일보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특집Ⅰ 아프간패망의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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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완전히변했다. 이슬람공화국은상호

존중과 선의를 기초로 화해하며 진심으로 우호

관계를 이웃나라들, 지역의 국가들, 세계의 모

든 나라들과 함께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에게 12세부터 학교수업을 허용할 것이

며, 공화국의 모든 여성들, 엔지니어들, 여의사

들의권리의수호자가될것이다. 이슬람공화국

은여성교육의권리를수호하게될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정치인들 특유의 모자와 더부

룩한 수염의 얼굴에서 과연 진심어린 말인가,

의문이 가득 찬 표정들이 지구촌을 지배했다.

20년 전탈레반이과연민주적정치로변할것

인가?

20년간 아프간 전쟁에서 일패도지로 추방당

한 미군과 피난민의 탈출 소동을 보면서 세계

헌병 미국의 세계전략이 파괴되고 있음을 절감

한다는 탄식이 세계를 진동했다. “이럴 수가!”

탄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세계전략과

자유민주주의 패배라고 이구동성이었다. 그러

나바이든대통령은“변화하는세계에서아프간

전쟁에서 철수가 정답”이란 연설을 했다. 바이

든 대통령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전략을 대폭

수정한다는 연설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이

되었다. 제2의한국전흥남철수, 제3의 1975 사

이공의굴욕적패배다음카불의대패라는국제

언론의 비판이었다. 탈레반에게 승리를 선사하

고 카불공항 탈출로 미국의 세계지배의 끝이라

는여론이비등하다. 

그러나 바이든의 연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에적응하려는새로운외교와군사전략수립노

력의 결과로 읽힌다는 해석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미래를보기시작하기때문이다. 20

년 전 부시 대통령이 뉴욕 쌍둥이빌딩에 대한

이슬람국가(IS)의무자비한항공테러에대한보

복으로불시에시작한아프간전쟁은애당초승

산이없는반테러전쟁이었다.  

미국은 뉴욕의 쌍둥이빌딩 테러의 주범 오사

마빈라덴의은신처를찾아내미국의특공대를

파견해일거에처단한것이약간의위안이될수

도있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다음의 4번째대

통령 바이든이 모두 패배의 굴욕을 덮어썼지만

탈레반과의전쟁수렁에서나온것만은불가피한

선택으로볼수도있다. 이제G2로부상해남지

나해 해상항해를 방해하는 등 중국공산당 시진

핑의 독주와 북한 김정은의 핵문제해결에 따라

바이든의전략적선택은재평가받게될것이다. 

20년간아프간정부군6만6천, 미군2448명희생

아프간전쟁 20년은미국이아프간을조속히

민주국가로만들어자립시킨후, 퇴장한다는계

획이었다. 미국이 키운 아프간 정부 아슈라프

가니대통령이미군철수직전도주해버려무정

부상태가 됨으로써 탈레반이 무혈점령해버린

것이다. 여기서주민탈출의아수라장으로카불

공항은 난장판이 되었다. 즉 미군 수송기를 타

려는 시민이 몰려들어 아비규환의 도가니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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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말았다. 탈레반군이 아프간을 접수함으로

써 수송 만기일인 8월 31일까지 누구도 통제할

수없는탈출난민의아수라장이되었다. 

아프간전쟁희생자는정부군 6만6천, 탈레반

군5만1191명, 미군 2448명, 미군직원3846명,

나토동맹군 1144명, 유엔등국제기구요원444

명, 언론인72명, 아프간민간인4만7천245명으

로집계되었다. 양측이너무나많은희생자를냈

다. 20년전탈레반시대는특히여성에대한무

자비한인권탄압과공개처형으로국제적비난을

받았다. 그래서탈레반이카불을접수하자여성

들이모두숨어버리는기현상을보인것이다. 탈

레반은특히여성을인간취급을하지않고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여성지옥으로 만들어 세계를

격분시켰다. 

탈레반 간부의 첫 기자회견에서“여성에게도

모든권리와교육기회를준다”고선언하는기현

상이그래서벌어졌다. 탈레반은인권문제를존

중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 터지자 톨로

뉴스의여성앵커아르간드는탈레반간부와가

진인터뷰내용을8월 2일로이터통신에게설명

했다. “탈레반이 방송경영진에게‘모든 여성 직

원에게히잡을쓰게하라, 여성앵커는그만두게

하라”고명령하고“모든언론사에게탈레반통치

에관한보도를중단하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

그는“탈레반이언론자유를주고여성이교육을

받고 노동할 수 있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지

만, 이를믿는사람은거의없었다고말했다. 아

르간드는 탈레반측 언론담당 간부 압둘하크 헤

마드와대면회견을가졌다. 5미터도안되는가

 01-112(10월)수  2021.9.17 13:30  페이지26   MAC-4       



2021. 10 27

까운 자리에서 마주하고 인터뷰했는데, 여성인

권탄압의 대명사로 불리는 탈레반 정권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는 탈레반이“과거와 달

라졌다”는인식을주기위한계획된이미지쇼라

는것이다. 

그럼에도 탈레반이 오는 것을 보고 자제력을

잃었다고 앵커는 고백하고“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고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질문을시작했다”고말했다. 20년전과는다

른탈레반의모습들이나타나고있지만, 아프간

국민누구도믿지않는다는것이다. 앵커는파키

스탄의여성운동가이며최연소노벨상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도움을 받아 아프간을 탈

출하여카타르의도하에피신하고있다. 아프간

국민은탈레반의탄압과투옥, 처형의지옥을경

험했기때문에모두공포에떠는것은확실하다. 

그러나 오늘 탈레반은 살인자의 이미지를 벗

기위해상당히완화된모습을보이려고애쓰고

있다. 그래서인권을존중하라는탈레반의독재

반대시위가도처에서벌어지고있다. 최근에는

수도와지방도시에서여성의인권과직업을보

장하라는여성시위도펼쳐지고있다. 이러한아

프간국민의행동은결국탈레반이과거암흑의

지배방식을완화하려고애쓰는모습을보여주는

것 같다. 미국과 종전협상을 통한 합의에 따라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무혈입성의 배경을 이

해하는국민의모습이과거와다른점이약간안

도감을준다는것이다.

유엔안보리, 피난민위한안전통로와

안전지대설치실패

지난8월3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소집되

어아프간탈출시민출국보장을위한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월 28일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이슬람국가(IS)의 아프

간지부 호라산의 카불공항 테러의 후속조치와

난민출국을위한정상회담에참석한다음, 탈레

반과비밀회의를가졌다. 마크롱은탈레반과협

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의 도하와 카불공항

과의공중통로를여는데성공했다. 

특히 마크롱은 카불공항을 안전지대로 설정

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영국과 공동

으로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아프간을 탈출

하려는 사람들의 안전출국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8월30일 채택했다. 미국-탈레반 탈출 시한

이지난후에도아프간인의탈출을허용하라는

조항도 채택되었다. 특히“인도주의적 구호의

접근을허용하고여성과어린이를포함한인권

을준수하라”는조항도들어갔다. 그러나유엔

이통제하는안전지대의카불공항설치는빠져

마크롱의 탈레반과 회담결과는 절반의 성공이

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에 대한 거부감

을표하며안보리결의안을기권했기때문이다. 

프랑스는나토차원에서아프간전쟁초기동

맹군을 파견했으나, 5년 전 주둔군을 축소시켰

다. 8월 17일 2834명(프랑스인 142명, 유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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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아프간인2700명)을 15대의민간항공기로

일찍피난시켰다. 

8월 26일한국에도 377명의아프간난민이 3

대의군수송기로아프간을탈출해입국했다. 이

들은아프간주재한국대사관종사자, 한국국제

협력단(KOICA) 등에서근무한현지인으로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중 230

명이미성년자이다. 이들은진천시민의따뜻한

환영을받았다. 이들은안전하고도위험을피해

탈출성공한 행운의 난민이다. 카불공항에서 비

행기에어린아이를내보내기위해공항담장밖

에서젖먹이들을철망위로미군에게던져받으

면엄마아빠가안도의한숨을쉬는비극적장면

이날마다계속되었다. 탈출이하늘의별따기라

는 것으로, 한국 탈출 아프간인은 검문 한번 받

지않고무사탈출에성공했으니, 현지한국외교

의노력의결과였다.  

바이든의지상군폐지드론전략전환, 

주한미군은안전할까

국제 언론은 아프간 다음 차례는 대만, 한국,

유럽이라고보도했다. 국제언론이‘미국의철수

가능성을 제기하자 미 국무부가 한국과 유럽에

서철수는없다’고성명을냈다. 바이든은8월31

일 17일간12만명의미군철수완료를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고 폭탄선언을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미국의

전략도바뀌어야한다. 군사기술덕분에병력주

둔 없이 테러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지상전이

필요없다. 오버더호라이즌(드론등무인기) 공

격으로 지상군 없이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은 지상군 대신 드론을 보내 폭

격만으로테러문제를해결한다는것이다. 카불

공항의이슬람국가(IS)의 폭탄테러의주범들을

드론공격으로 2명을사살해미국의드론전쟁

실험은 일단 성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전략변화는 한국 등의 미군 철수를 재촉할 수

도 있어 한반도에 군사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

다. 아프간전쟁 종식으로 미국의 군사개입이

유로-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지역방어중심으

로 변해 세계 헌병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아프간을 접수한 탈레반의 국가 경영

경험부족과이슬람원리주의구태통치우려로

주민의저항운동이일어나고있으며, 기존정부

군의저항으로내전이표출되어탈레반의미래

도 불안정하다. 특히“변했다”는 탈레반이 선

언과 달리 20년 전의 반인권적 여성 탄압 등

반인도적지배를재현한다면아프간문제는국

제사회의 두통거리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프간 문제는 미군 철수가 문제 해결이 아니

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

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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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사건을계기로국가보안법존폐문

제가 새삼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주간첩단

은 충북 지역 노동계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

아‘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결성하고북한의지령

에따라스텔스전투기도입반대등의활동을하

다가적발된사건이다.

이들의활동내용은매우다양하다. 2017년북경

에서북한공작원과접촉해지령과공작금2만달

러를수령한후 F-35A 스텔스전투기도입반대

시위, 대북밤묘목100만그루지원, 김정은위인

만들기, DMZ 평화인간띠운동, 曺國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와 황교안 죽이

기, 윤석열탄핵운동등을해왔다.

청주간첩단사건과국가보안법

염돈재

前국정원 1차장

前성균관대국가전략대학원장

특집Ⅱ 국정원이간첩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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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이들은 2017년 대선시문재인후보선

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 외

통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에

대해논의하고북한에보고했다. 2018년지방선

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고 이

들 중 한 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으로 활동했

다. 이들은간호사, 보육교사등여성층과조직

원의친구, 친척, 자녀를포섭해풀뿌리지하당

을구축한후지지세력확산, 여론조작및보수

타도등의활동을추진할계획이었다.

본격적으로추진될북한의‘영향력공작’

과거 북한 간첩은 정보수집과 지하당 구축에

중점을 둔 반면, 청주간첩단은‘영향력 공작’

(influence oper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첩보기관의 4대임무인정보의수집,

분석, 비밀공작(covert action), 방첩(counter-

intelligence) 가운데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

드가가장중요시하는업무는비밀공작이다. 외

교로는해결할수없고전쟁을할수도없을때

활용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대외정책수단이

기때문이다. 

비밀공작에는외국선거개입, 쿠데타

지원 , 요인 암살 , 준군사작전

(paramilitary operation)등이 있으나

상대국의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영향력 공작’은‘첩보활동의

꽃’이라불린다. 적은비용(cost)으로적

(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간첩단

사건은북한대남공작기관이최근중점을두고

있는‘영향력공작’의실체가드러난사례라할

수있다. 북한은문재인정부출범후국정원대

공수사권폐지로대공수사력약화와한국상층

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자기

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도이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소동, 세월호사건, 박근혜 7시간괴담등을통

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보안담당이

던 국가보위성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선전·선동을강화하기위한조치이다. 

청주간첩단사건은빙산의일각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

각된다. 황장엽선생은북한간첩이5만명은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분단 시 서독 보안기관은

동독간첩이 4,500명정도될것으로판단했으

나통일후동독비밀경찰슈타지(Stasi) 문서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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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훨씬많은3만명정도로추정됐다. 포르스

트내독부(통일부) 장관, 기민당(CDU) 원내대표

와 좌파 사민당(SPD) 원내대표 등 10명의 하원

의원이동독간첩이었는데까마득히몰랐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영접했던 뤼브케 대

통령이‘나치부역자’프레임에걸려 1968년조

기사임했는데통일후슈타지공작임이밝혀졌

다. 1972년 브란트 총리의 불신임 결의가

249:247로 부결됐는데 슈타지로부터 5만 마르

크를받은기민당슈타이너의원이결정적역할

을 했다. 슈타지 공작으로 서독은 학생시위 격

화, 사회 혼란 등 큰 비용(cost)을 치렀다. 소련

이미국을의식하지않았다면서독적화가가능

했을지도모른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과거사건 진

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발표한북한간첩

검거현황에의하면 1950년대이후 1996년까지

검거된간첩이4,495명이다. 더욱이지난4년은

북한 대남공작의 다시 없는 호기(好機)였다. 문

재인 정부가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주적(主敵)에서‘평화의 동반자’가

돼버렸다. 거기다문재인정부는국정원대공수

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검찰, 국군안보지원사령

부(舊 기무사)를 축소해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 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모두박근혜정부때적발됐거나내사가시작된

사건들이다. 북한이이런호기를놓칠리없고 1

만 5천명에달하는북한대남공작요원들이손

놓고 있었을 리가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북한

지하조직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것이 분

명하다. 

허술하기짝이없는국민안보의식

사정이이런데도우리보안체제와안보의식은

허술하기짝이없다. 안철수대표처럼“지금세상

에간첩이어디있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너

무많다. 간첩리철진등인기영화에묘사된북한

간첩은늘바보스럽거나꽃미남들이다. 이젠간첩

을두려워하는사람은바보되기십상이다.   

북한간첩침투및활동여건도대폭호전됐다.

이젠 강압수사는 엄두도 낼 수 없다. 탈북자로

위장한북한공작기관요원도하나원심사만통

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自生)이

가능하다. 간첩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

면자유인이된다. 광화문에서김정은만세를불

러도 경찰은 본 척도 안 한다. 정치인에게 국보

법 위반 전력(前싮)은 훈장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해도 재선

에전혀지장이없다.

이젠간첩과대공수사관이칼자루를바꿔잡

고있다. 청주간첩단사건피의자에대한압수·

수색 및 구속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됐다. 그중

한명은아직도불구속상태이며불법감시혐의

로수사관을고발했다. 청주지검이간첩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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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검사 1명증원을요청하자대검은“여력이

없다”며거절했다. 지난해적폐청산수사검사를

대폭증원했던검찰이그렇다.

국가보안법폐기시간첩천국될것

사정이이런데여당과진보단체들은국가보안

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

월에는정의당강은미의원등이국보법폐지법

안을제출했다. 금년3월에는민주노총, 민변등

진보단체들이‘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결성해5

월 1주일만에 10만명동원해국회청원을제출

했고20만명을새로교육하는등국보법폐지에

전력을경주하고있다. 

국보법이 없으면 통일혁명당 같은 북한 지하

당조직을구성해도처벌할근거가없다. 형법상

내란죄와외환죄는폭동이나전쟁을일으키거나

예비모의를해야처벌되기때문이다. 북한지령

에따라소요, 폭발, 방화를해도일반형사범으

로경미한처벌만받는다. 북한을다녀오거나북

한 대남공작 요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주고받아

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가벼운처벌밖에할수없다. 

종북세력이나 진보 인사들은 이제 우리 국민

의 수준이 높아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는 폐

지해도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세상에체제

전복의자유까지허용하는나라는없다. 미국은

테러 찬양·선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독일은

나치 문장이나 구호 사용도 처벌한다.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가 공산당을 허용하는 것은 이

들이폭력혁명을추구하지않기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자서전『운명』에서참여정부

당시국보법을폐지하지못한것이무척아쉽다

고 썼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북한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라고 연설했다.

몇해전육사합격생의30%가미국을주적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8년 광우병 파

동시어느여배우는“광우병걸린쇠고기를먹

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겠다”고

흥분했다. 북한과좌파의선전·선동기술이매

우교묘해특히젊은층은취약하다. 초중고교사

가이승만·박정희는친일매국노이고김일성은

항일투쟁한민족영웅이라고칭송하고군지휘관

이남북대결보다는주체사상으로통일을이루자

고교육한다면이나라가부지할수있겠는가?

청주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본격적인 대남선

전·선동활동의서막에불과하다. 광우병파동,

세월호·박근혜괴담, 최근탈레반의아프간접

수등을목격하고서도남북간의체제경쟁은끝

났고우리국민의식이성숙해아무걱정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

이되는걸막을길이없다. 이제국민들이깨어

나야한다. 우리 아들딸손자들이김정은밑에

서굶주리고벌벌떨며살도록할수는없지않

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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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말부터밀려온정보화(informationization)

의물결은현실의공간과는다른, ‘사이버’(cyber) 영

역이라는또다른생활공간을만들어내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누구를 만나지 않고도 그와 소통하는

데어려움을겪지않고, 한번도가보지않은지역에

대해서도 그리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 ‘코로나19’

등감염병이확산되면서‘언택트’(untact)가일상화

되었지만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것

도인터넷과모바일에이미세계가익숙해졌기때문

이다.

사이버안보, 새로운위협의영역

그러나사이버시대의도래가우리에게편리함만

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제

기되는 위협을 관리·대응하는 일은 이제 테러, 감

사이버공격과북한, 그리고대응전략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특집Ⅱ 국정원이간첩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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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등과 함께 대표적인‘新안보’(emerging

security) 쟁점이 되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이 미래의 안보 과제를 선정하는 데에도‘사이

버안보’가항상상위권을차지할정도이다. 사

이버공격은이를가하려고하는공격자의입장

에서는다른물리적공격과는달리쉽게노출되

지않고, 노출된다고하더라도“누가”공격했는

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며, 또한 그로 인해 직접

적인보복을당할가능성이작다는점에서매우

매력적인대상이다.

사이비공격은더이상몇몇‘해커’들의치기

(稚氣) 어린자기과시수단이아니다. 대규모사

이버 공격을 벌이려면 갈수록 정교해지는 방패

(방어기제)를 뚫기 위한‘창’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에많은시간과자금을요구한다. 또한, 사

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匿名)화된 개인의 결집

을손쉽게한다. 이로인해오늘날의사이버공

격은 ①국가급 행위자가 직접 이를 시도하거나

②국가급행위자의사주혹은지원을받는조직

화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③범죄조직과

결탁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공격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우선 여전

히가장대중적인것이정보를도둑질하고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바이러스·악성코

드·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금융·언론·공공기관 등 사회나 국가

의 기간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디도스

(DDos,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국가 기간망에 대한 공격은 유

사시 군의 전산체계에 대한 공격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 내 공황(恐慌)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때문에 대부분 국가급

행위자나그와결탁한조직적세력에의해이루

어지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세번째는‘가짜

정보’의양산이다.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을활용한가짜영상이나사실관계를왜곡한정

보를 확산시키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얼핏 직접적인 위험은 작은 것 같지만,

사회 여론 혹은 선거(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의러시아개입설이이에속한다)의조작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오히

려가장클수있다.

진화하는북한의사이버공격위협

북한역시이러한사이버공격의효용을이미

잘간파하고있으며, 1990년대말부터정찰총국

예하의 다양한 조직(직할 연구소 및 해외 해커

조직)을활용하여우리에게꾸준히사이버공격

을가해오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09

년 5월, 한국의국가및주요민간전산망에대

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 북한

의사이버공격에대한경각심이재부각된이후

2012년『중앙일보』해킹, 2014년 한국수력원자

력해킹사건등이발생하였다. 2021년 5월과6

월, 국내주요방산업체및연구기관인한국원자

력연구원(KAERI)·한국항공우주산업(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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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내부망이북한추정세력에의해

해킹되어원전및KF-21 설계도면등기밀일부

자료가절취된정황이밝혀진적도있었다. 

2021년 11월의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우리국가공공분야에대한사이

버공격시도는하루평균 162만건으로 2016년

41만건과비교해약4배가급증했으며, 전체사

이버공격의90∼95%는북한소행으로추정된다

고 한다. 사이버 공격의 결과 역시 결코 가벼이

볼수없는수준이다. 2014년한국수력원자력해

킹에서는원전설계도면과부품도및1만여명임

직원의 개인정보가 탈취되었고, 2016년 대우조

선해양해킹에서는잠수함관련핵심기술등4만

여건의내부자료가유출되었다. 2016년의국방

정보통합센터(DIDC) 해킹에서는 작전계획

5015·3100 등기밀 295건을비롯한 235GB 분

량의자료가탈취된것으로파악되기도하였다.

북한의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한국뿐만아

니라세계여러국가의경제와안보를저해하는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

화·지능화·광역화되고있어대비책마련이시

급해지고있다. 북한의지도자인김정은자신이

2013년사이버전을“만능의보검”이라고언급한

이후, 북한은사이버공격역량을핵·미사일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적극

육성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핵심부서는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

는 대남·해외 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 예하

기술정찰국(사이버지도국)으로, 그 산하에는

‘110연구소’(해킹 그룹 운영), ‘31소’(해킹 프로

그램개발), ‘32소’(군관련프로그램개발), ‘56

소’(지휘통신프로그램개발)를두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은 또한‘라자루스’(Lazarus),

‘김수키’(Kimsuky) 등의 국제적 해커 조직의

사실상배후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북한은사

이버공격을위한인력양성에도열심이다. 북한

의기술국요원들은사이버공작전문양성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 지휘자동화대학, 모란봉대학

등을졸업하고사이버전사로활동중이다. 美보

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해커 양성에서부터 공격 지원까

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는 초기의 정보절취

및 정보망 교란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는 외

화벌이의수단으로까지진화하였다. 2021년4월

1일대북제재위산하전문가패널(POI)의보고서

에따르면, 2019년 1월에서2020년 11월까지북

한은 제재 회피 및 외화벌이 목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3억

1640만달러(약 3,570억원) 상당의가상화폐를

절취한것으로추정된다. 사이버공격을통해제

재를 회피하고 통치자금을 확보하며, 대량살상

무기의 추가적인 개발·생산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것이다. 현재에는그윤곽이드러나고있지

않지만, ‘가짜정보’의양산역시북한이미래에

활용할사이버공격유형이될수있다. 이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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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내에서인터넷과SNS를통한정보의유

통과공유가일상화된만큼, 북한이가짜정보를

양산함으로써 국내의 여론을 왜곡하고, 유사시

에는사회적공포를유발하며, 더나아가선거와

같은민주적제도를오도하려는시도를할가능

성도충분한것이다.

더큰경각심이필요한사이버대응

북한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체제 특성 때문이다. 북

한은고도의정보통제를특징으로하는체제이

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언

제든 필터링(여과)할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 전산망(광명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놓은상태로, 자신들이사이버보복에

노출될위험성은상대적으로적다. 더욱이북한

은또하나의사이버공격수단을발전시키기시

작했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최근보고서에의하

면 북한은 이미 재래방식의 전자기파(Electro

Magnetic Power, EMP) 공격수단을확보했으

며, 추후에는핵폭발을이용한EMP 공격까지도

시도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P

공격자체는순수한사이버공격으로보기는힘

들지만, 물리적공격과사이버공격을혼합한일

종의 하이브리드 공격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앞으로도사이버공격을주요한위협수

단으로활용하려할것이며, 이는유사시북한이

보유한대량살상무기나재래전력이상으로심각

한 피해를 우리에게 입힐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정착되면 북한의 사이

버공격가능성도줄어들수있지않냐고반문하

겠지만, 사이버공격은우방국끼리도필요에따

라서는시행하는것이국제사회의현실이다.

우리도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대수롭

지않은일상의문제로다루는자세에서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개인 및

기관차원의보안의식강화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태세의 강화는 일정한 수준의 불편함

을초래한다. 감염병을막기위해서는방역체계

가확고해야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사이버공

격대응을위한사이버보안의불편함에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관련 인력의 양성 및 민·관·

군의역량결집역시중요하다. 사이버공격은여

타의공격과는달리대상이달리정해져있는것

이아니라불특정다수에게피해를입힐수있으

며, 우리의생활영역곳곳에서발생할수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도 기업, 국방

분야, 그리고정부유관부처의역량을유기적으

로결합할네트워크망이확립되어야한다. 이와

함께시급한것이사이버공격과관련되어주요

한 정책결정을 하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할

인력들의 사이버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즉, 사이버공격에익숙하고그본질을잘

파악할수있는인물들의정책결정및집행에있

어서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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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한국가의생명줄과도같다. 특히악

의를가진적이노리고있는국가는언제나공

격을당할위험성이높다. 일찍이이러한악의

를 통찰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쟁에 휘말려 왔

다. 일례로진주만공습에앞서일본은자국정

보원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지원받은 인원까지

투입하여미해군의전력을속속들이파악하여

공격했다. 반면 미국은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

고서도 일본의 침공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주만공습을허용함으로써태평양의주요수

상함전력을상실하고말았다. 

이렇듯국가의안보나이익에치명적인영향

양욱

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겸임교수

특집Ⅱ 국정원이간첩잡았다

벼랑끝에서있는대한민국의정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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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는상황을예측하거나판단하지못하여국

가에큰손실을입게되는결과를우리는‘정보

실패(intelligence failure)’라고부른다. 정보실

패의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보실패는

기습을 적시에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므로, 이러한 기습이 경제과학적이거나 정치적

인것을넘어서안보와군사에관한것일때가

장참혹한피해가발생한다. 정보실패로국가가

입을수있는피해중에서가장큰것은바로전

쟁을 허용하는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보실패의 뼈아픈 사례들이 많다. 우선 6.25

전쟁에서기습적인남침을허용하게된것도정

보실패의탓으로볼수있다. 

정보가가져온성공과실패

사실 대부분 적에게 기습을 당하거나 심지어

전쟁이일어나는것자체가정보실패에의한것

이며, 그반대편의입장에서는성공적인정보수

집활동으로볼수있다. 적을알고나를알면백

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역사

속에서다른나라를침공하고자하는군대는반

드시간첩을보내어공격하고자하는대상의군

세와 지형, 민심이나 정치상황 등 다양한 상황

을살펴왔다. 

이러한 정보수집의역사는 국가의등장과 궤

를 같이한다. 기원전 4세기 춘추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심지어

는 간첩의 활용을 다룬 용간(用間)편에서 향간

(鄕間, 적주민을활용한간첩), 내간(內間, 적공

무원간첩), 반간(反間, 이중간첩), 사간(死間, 역

정보), 생간(生間, 침투 정찰)이라는 다섯 가지

간첩의운용방법을자세히설명하고있다. 특히

전쟁의피해를생각할때정보수집에예산과노

력을게을리해선안된다는저자손무(孫武)의

경고는오늘날에도유효하다. 

따라서 강성한 국가라면 반드시 뛰어난 정보

력이 뒷받침되기 마련이었다. 상인과 정보원의

네트워크가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몽골의 세

계정복은불가능했으며, 영국이엘리자베스1세

시기 치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프랜시스 월

싱엄 경(Sir Francis Walsingham)이 만든 비

밀정보부(Secret Service)가교황과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 마드리드에서 모스크바에 이르기

까지 구축한 방대한 비밀첩보망의 덕분이었다.

특히월싱엄경은촘촘한첩보망으로스페인무

적함대의 침공을 사전에 감지하고 칼레 해전에

서화공을통한승리를거두는데크게기여하였

다. 월싱엄경의비밀정보부는현대적첩보기관

의기원이되었다. 

한편 정보전이가속되기시작한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 급증과 식민

지경쟁이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이에따라현

대적인 정보기관들이 각국에 만들어졌으며, 첩

보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에걸쳐남진하려는러시아와인도의침략을우

려한영국사이에벌어진‘그레이트게임(Grea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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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으로 인하여 양국 간의 첩보

전은연일계속되었다. 정보활동

에관한대중의인식도높아져

서19세기말에는스파이소설

들이쏟아져나오기도했다. 

현대화로고도화된정보전

20세기에 접어들어 1·2차

세계대전이벌어지면서정보수집

이체계화되었고각국간의첩보전쟁

은이제무르익었다. 무선통신이전쟁에서활용

되면서통신감청과암호해독이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암호체계인‘에니그

마(Enigma)’를무력화하기위하여영국은앨런

튜링(Alan Mathison Turing, OBE)과 같은 과

학자를 불러들여 컴퓨터의 전신인 튜링머신을

만들어서결국은암호해독에성공했다. 정보수

집은 적진 후방에 투입된 스파이의 인간정보

(HUMINT)에 그치지 않고 정찰기의 촬영을 통

한 영상정보나 신호수집 항공기가 감청하는 신

호정보(SIGINT)까지 2차대전을거치면서현대

적정보체계가완성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평화 대신 냉전이 찾아

오자정보전은더욱가속되었다. 특히공산주의

에경도된자발적스파이들로인한피해는심각

했다. 특히소련정보부는미국의원자폭탄개발

사업인 맨해튼 계획에 클라우스 푹스(Klaus

Fuchs)라는 포섭한 물리학자를 잠입시켜 소련

은최초의원자폭탄도면을확보했고,

결국 미·소의 핵무기 경쟁이 시

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2차대전 직전부터 소련에 포

섭되었던영국의명문케임브

리지대 출신의 5명이 영국의

정보기관에 잠입하여 활약하

면서 서구 첩보망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던 케임브리지 5인방

사건도벌어졌다. 이들은냉전초기소

련이 대미첩보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도와준 것

은물론, 한국전쟁에서미국의제한전의도를전

달하여 중공이 과감하게 전쟁에 직접 개입하도

록판단을돕기도했다. 

냉전 시기의 정보전은 미국 CIA(중앙정보국)

와소련KGB(국가보안위원회)의대결로묘사되

기도한다. 이외에도영국의MI6(현비밀정보부)

나 동독의 슈타지(STASI) 등도 냉전의 치열한

정보전선에서 적 정부핵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정보원을 포섭하고 핵심정보를 탈취했다. 그러

나 정보전은 스파이의 활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더욱과학화되었다. 적의핵무기를살피

기위하여U-2 고고도정찰기나SR-71 초음속

정찰기가 등장했고, 우주공간에서 밤낮없이 적

진을들여다보기위해정보수집위성들이개발되

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성정찰만으로도

특정차량이나 인물의 이동까지 탐지해낼 수도

있었다. 

모사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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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첨단과학기술의발전과함께이를탈취

하기위한국가간의정보전까지벌어지면서, 미

국은소련을경제적으로타격하기위해정보전을

활용하기도 했다. 소련은 미국의 천연가스관 자

동제어 소프트웨어기술에 눈독을들여이를 훔

치고자했다. 한편소련의의도를파악한미국은

이 프로그램에 버그를 삽입하여 캐나다 회사를

통하여소련의손에쥐어주었고, 소련은이를시

베리아의 가스관 수송관에 활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 1982년 6월말시베리아에서는최악의폭발

사고가발생하면서국가의핵심수출사업인천연

가스판매는붕괴하고말았다. 이는이미만신창

이가된소련경제에악영향을미쳐결국 1991년

소련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즉

정보전이냉전을종결시켰다고할수있다. 

국익과생존을위한치열한전투

이러한 현대 정보전의 흐름 속에서 정보력으

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국력으로 승화시킨 국

가로는이스라엘을들수있다. 이스라엘의정보

기관으로는 해외첩보에 특화된 모사드, 방첩임

무를맡은신베트와경찰의라하브 433, 그리고

군사정보를담당하는아만이있다. 이중에서단

연돋보이는존재는모사드이다. 모사드는이스

라엘건국직전외무부산하의정치국으로시작

하여 1차중동전쟁직후정보조정연구소를거쳐

현재 중앙공안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애초에

모사드( )란단어자체가히브리어로‘기

관’이라는뜻이다. 

애초에모사드는홀로코스트의생존자들을팔

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키는 임무가 주였지만,

1950년대 초부터 해외 첩보수집과 비밀공작으

로주임무를전환했다. 국가의호전적성격만큼

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사드는 영화 속의

첩보 조직처럼 납치와 암살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다. 1960년, 유대인 학살범 아이히만을 납치

했고, 1973년부터는뮌헨올림픽테러범들을암

살하는‘신의 분노’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도했다. 

무엇보다도모사드는납치와암살을주저하지

않는 비밀공작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적은그누구라도용서하지않아PLO,

하마스, 헤즈볼라 등 팔레스타인의 주요 간부들

을차례로제거해온것은물론, 최근에는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의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제3국

은 물론적국내에서까지암살을 주저하지않았

다. 암살의방법도기발하여2012년이란의핵과

학자연쇄암살에서는오토바이로차량에접근하

여폭탄을설치했고, 2020년12월는이란핵과학

자모센파크리자데의암살에서는주차된차량에

원격조종기관총을설치하여암살에성공했다. 

모사드는이스라엘의창이자검으로서정보전

쟁의가장끝에서국익을위한과감한행동을주

저하지않고있다. 특히모사드는‘적의뇌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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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라는취임사를국장이남길정도로국익을

위해적의힘의근원에접근하는데주저하지않

는다. 이는단순히안보이슈에만국한되지않아,

모사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관련기

술을확보하기위해전방위로활약하고있다. 

민군융합의정보력이절실한시기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역량은 그 실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은2017년부터추진된소위‘국정원개혁’

으로인하여국내 정보및대공수사권을경찰에

이전하였다. 물론민주주의국가의정보기관이라

면간첩과방첩기능을분리하는것은충분히가

능한 일이지만,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첩

업무를경찰에만두는것은 국가안보의핵심기

능을방기하는행위와다를바없다. 심지어는군

에서조차방첩업무는군사경찰이아니라국가안

보지원사령부라는전문방첩기구가수행한다. 

또한 정보능력의 다변화도 커다란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집중적인 사이버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

전센터에충분한예산과권한이모이지않고있

다. 특히현대전쟁에서사이버와전자기파공간

이중요해지면서신호정보수집과사이버공격/방

어가핵심적안보역량으로등장하고있기에, 미

국의 NSA처럼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제기된다. 참고로미국은NSA 국장이

미국사이버사령부사령관을겸하며4성장군을

임명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역량의 융합이

다. 미국은 9.11테러를 막을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있었지만해외첩보를담당하는CIA와국

내방첩을담당하는FBI의기관간협력실패로결

국 알카에다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 정보실패를

겪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은 정보공동

체를만들어군과정부각부처가보유하고있는

18개의 정보기관을 통합하고 국가정보국장이라

는직위를신설했다. 과거 CIA 국장이주도하던

체계에서벗어나국가정보국장이모든정보를종

합하여대통령에게직보함으로써더욱큰그림을

보고국가정책을결정할수있도록한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정원이 정보판단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국정원 개혁을 거쳐 방첩기능이

분리된이상과거와같은역할을기대하기어렵

다. 북핵의 위협이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의 압

박까지 높아진 지금, 우리 정부는 전문방첩기

관과신호정보및사이버전문정보기관을신설

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의민간기업이갖춘

해외의민간정보네트워크까지도활용해서위협

과 기회를 파악하고 국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민군융합의 정보력으로 21세기를 진정으로 준

비해야만북핵위협과미중패권경쟁의위기속

에서대한민국은안보를지키고번영을계속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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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도지사와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

각축을벌여왔던민주당의대선경선은이지사의안정

적우세를바탕으로이재명대세론이굳어지고있다. 이

지사는2017년 19대대선당시당내에서문재인후보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유로 비주류 후보로 인식되

어왔으나경선의윤곽이드러나면서오히려여권의새

로운세력의구심점이되고있다. 

‘박근혜사면론’과어대낙구도지지율상승

올해초이전대표가제기한‘박근혜사면론’은이전

까지어대낙(어차피대통령은이낙연) 구도를일거에무

너뜨리는기폭제역할을했고이지사의지지율상승으

로이어졌다. 민주당권리당원과대의원들의전략적투

20대대선과여당의후보경선

최창렬

용인대교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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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이 지사의 압도적 우위 구도 형성의 원인

이라고볼수있다. 이지사의대세론으로민주

당경선은역동성을찾기어렵게될수있다. 

이낙연이라는 페이스 메이커(유력한 경쟁자)

의사실상의조기퇴장은경선의컨벤션효과의

감소로 이어지고 유권자의 주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후보 상호간 검증과

비판보다는정책과공약등에집중할수있다는

면에서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

면과 경선 결과에 대한 불가측성이 사라지면서

관심도가 낮아지는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이 존

재한다.

선거승패의요인으로서는인물과정당, 정책

등의변수가있다. 그러나결정적요인으로는선

거를관통하는프레임이다. 선거구도가선거전

반을 좌우하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형성된다면

여타의 요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다. 선거론에서는총선거는정권평가성격의회

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e)로, 대통령 선거

는 과거회귀적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의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e)로분류하지만두성향은

정권의성격과이슈등정치환경에따라달라질

수있다. 그러나이둘중어느관점이보다우세

한 프레임으로 작동하는가는 이번 대선의 승부

를가르는중요한지점이아닐수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산 불평등과

사회적 원심력을 강화시키는 최악의 정책 실패

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상승이문제로지적되어왔으나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보호법 추진 등 정책적

선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작용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주택 가격의 지역적 양극화가

불평등을 강화했고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줬

다면 대선의 전망적 투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이작동할수있다. 정권교체론이압

도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정권교체론과 정권유

지론은현재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그만큼선거초반의야권우세의정치지형은의

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결국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강력한무기였던회고적투표프레임의소

멸은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담아낼만한 역량과

능력의부족을의미한다. 따라서집권당의우세

는야당무능력에기반한반사이익의측면도무

시할수없다. 

중도정치의필요성과수요

물론 양대 거대정당의 카르텔 정치가 주권자

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중도정치의

필요성과수요는상존한다. 그러나이번대선에

서도‘제3지대’의중도정치를상징하는유력주

자는부상하지못하고있다. 지난 4월의서울시

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도

정치를 표방하고 도전했지만 그역시 보수진영

의후보일뿐이었다. 

실리와 명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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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가존재하는것이정치다. 그러나정치를움

직이는 동력은 인간의 권력욕구이다. 진영에

갇힌정치는정치적이익을노리는기능적정

치인들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 세력의 갈등이

냉전상황과맞물리고운동에의한정치에의

해강하게추동됐던‘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는 실질적 민주주의(substantial democracy)

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최소정의적 의미의

민주주의가절차적정당성을담보한다고해도

거대한불평등과공정, 상식, 원칙이부재한반

쪽자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세력이 현 정권의 원동

력이었으나 조국 사태와 강고한 진영논리는

태극기 세력의수구냉전적사고와는다른방

향의또다른극단주의이다. 강성극우세력과

강성 친문세력의 대치는 맹목에 가까운 대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정당정치는

적대적공생을토대로하는양대기득권정당

세력이 역설적이게도‘적대와 혐오’를 숙주

로 각자도생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다.

지난 2016년도의 촛불세력의 궐기는 단순하

게박근혜권력의퇴장만을요구했던게아니

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립 속에서 사회적

부정의 모순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전반의

개조를요구했던‘혁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이상의의미를가져오지못했다. 지

난 4월의 민주당의 참패는 새로운 정권교체

를바라는민심의발현이었다. 그럼에도민주

당 경선에서 정권의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

다. 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이40%를유지하

는 견조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여권 주자들

이정권에대해각을세우거나차별화를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과 여권 주자가 대통령을 비판

함으로써 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전략을 구

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왔다. 그러나 문 정

권은친인척과측근비리로인한임기말지지

율의급전직하는나타나지않았다.  

여권주자들의정권차별화의미없다

따라서 여당 주자들의 정권과의 차별화 전

략은의미가없다. 문제는여당에서이지사가

독주체제를형성하고있다고하지만미세하나

마 정권교체론이 높은 상황에서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보수야당 주자들이 정권교체론을 담

아낼만한역량에서한계를노정하고있고, 대

안수권세력으로서중도층에게우려와불안을

안기고 있다는 점이 여당에게 득표 요인이지

만, 본선에가면어차피양대진영의싸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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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진영이 격돌하는 선거국면에서는 어

느 한 쪽이든 분열하면 필패다. 보수진영의

안철수대표와김동연전부총리의향배도대

선의 주요변수로 남아 있지만 지난한 단일화

과정을거치고보수와진보의양대진영의대

표 선수가 결정된다면 정권교체론이 다시 강

력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대선에서는 정

당보다 인물이 보다 강한 규정력을 나타내지

만 인물론 역시 선거 프레임, 즉‘바람’을 이

길수없다. ‘바람’이정권교체론으로기울것

인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 쪽으로

기울것인가를예단하는것은시기상조다. 

최근돌발한‘고발사주의혹사건’도변수

가될것이다. 본선 국면에서양대진영의대

표선수에대한검증과네거티브또한무시할

수없는변수다. 이지사로의정권창출이실질

적인정권교체라는선거프레임을효과적으로

중도층에게 인식시키는 게 이 지사로서는 최

상의전략이다. 친문과의불화의강을무사히

건너고진영내에서의비토세력을잠재운것

은이지사에겐크나큰우군이다. 

그러나이역시‘양날의칼’일수있다. 친

문의 추인하에 집권당의 후보로 등극했지만

본선에서 다시 문재인 세력의 정책과 일정

부분의차별화는불가피하다. 선거전략의차

원을 넘어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부재한여당후보들에게중도층이표

를줄지도의문이다. 

중도층확장성여부가승패좌우

양대거대정당이중심이된진영대결의결

정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

서중도층도결국어느한쪽으로수렴될수밖

에없을것이다. 그렇다면중도로의확장성여

부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다. 야당에서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지만 추석

이후의호남대전의결과를봐야한다. 호남은

어느 지역보다 본선 경쟁력을 의식하는 전략

적 투표로 무장된 지역이긴 하지만 선거에서

예상치못한변수의출현가능성은항상열려

있기때문이다. 정세균전국무총리의후보사

퇴후 이 전 대표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1차투표에서이지사의과반획득을저

지할수있는가능성은조금높아지겠지만흔

히 밴드웨건(승자로의 표 쏠림)효과가 발동된

다면이마저의미가없을수있다. 

여당으로의 집권 연장이냐, 진영에 갇힌

세력에 대한 심판이냐의 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가는 측이나 추격하는 측

모두에게 지뢰와 뇌관은 도처에 널려 있다.

역대 대선은 무수한 변수와 고도의 정치공

학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쪽이이겼다. 이를결정하는것은오로지주

권자인유권자의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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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남긴 지금은 경

선의 계절이다. 중반을 향해 가는 여권에 비해

야권의경선은이글을쓰는시점에막시작하는

단계여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최재형 등 정치권 외부의 인사들도 있

고, 이들을 둘러싼 여권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

경선과정에서돌발변수가많은것이더욱결과

예측을힘들게한다.

경선을 막 시작한 9월 초, 조성은이라는 전

국민의힘당직자에의한윤석열후보고발사주

폭로 사건은 그 진위와 관계없이 야권의 1위를

다투는윤후보에게큰위기가되고있고, 나아

가이사건의전개가어떻게이루어지느냐에따

라 여야 모두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글에서는야권경선과정의전개와위

협 및 기회요인, 그리고 유권자의 입장에서의

야권, 정권교체의

대의살려야

홍성걸

국민대행정학과교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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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포인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예상밖고발사주사건의풍향

우선 지금까지 야권,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

정을돌이켜보자. 국민의관심을끈가장큰사

건은단연국민의힘이준석의대표체제의수립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선거에

서 완패한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패배에도 여전

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늘이 준

기회처럼박원순, 오거돈의성추행사건을계기

로치러진서울, 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승리하

면서여당과의경쟁이가능한수준의지지를받

기 시작했다. 이후 치러진 지도부 개편에서 30

대 젊은 대표가 선출된 것은 철저히 바꾸고 변

하라는국민의명령이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가장 큰 임무는 대선 경

선을잘관리하여보수우파단일후보를선출하

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초기 이준석 대

표와 일부 후보들 간의 갈등과 이 대표의 잦은

SNS 활동, 방송 인터뷰에서의 거침없는 주장,

그리고경선위원회의월권시비등이런저런파

열음도 있었지만, 정홍원 선관위의 출범 이후

경선이본격화되고있었다.

이때갑자기조성은에의한고발사주의혹사

건이 터졌고, 대검과 법무부의 재빠른 움직임

속에급기야공수처가 3일 만에윤석열후보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

반, 공직선거법위반등4가지혐의로전격입건

했다. 여당은 일제히‘만일 고발사주가 사실이

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도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여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과후보사퇴를요구하고있다.

공수처는이사건과관련된손준성검사와김

웅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특히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서는 관련 없는 보좌관의 PC도 압수하여‘조

국’, ‘오수’, ‘경심’등의키워드검색을시도했

다고 한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계없는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한 것으로 미루어 공수처의 관심

이어디에있는지미루어짐작할수있다. 공수

처의 전격 수사가 시작되자 윤 후보에 대한 유

죄의근거가있기때문일것이라고판단한기자

들이질문을했더니, 공수처의답변은‘죄가있

고없고는다음문제다’, ‘언론이수사하라고해

서입건했다’는식이어서공수처의행위자체가

불법이아니냐는비판도거세지고있다.

이 사건이 경선에 미칠 영향은 이중적이다.

만일윤석열후보의관련이입증될증거가나타

난다면윤후보의미래는없다. 반면최재형, 유

승민 등 여타 후보에게는 부상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여권의 조작이나 개입 가능

성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윤 후보에게 적벽대전

의 동남풍이 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닌 경

우, 결국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에 따

라그영향이달라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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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논란속홍준표후보의약진

야권경선의또다른변수는홍준표후보의부

상이다. 대다수여론조사에서윤석열후보에크

게뒤진 2위였던홍후보가약 2주전부터급격

히부상하더니최근에는윤후보를앞서는조사

도 많아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여야 모든 후

보들을대상으로한적합도조사에서는홍후보

의지지가두드러지지않는데, 보수우파후보들

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홍후보의돌풍이거

세다는점이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움

직이기 시작한 것은 경선위의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가참석을거부하고경선룰과관련한논쟁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윤 후보는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경선위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는다고주장한반면, 홍후보는유승민후

보와더불어‘준비되지않은윤후보가토론회조

차나서지못한다’, ‘토론자체를두려워하는후

보다’라며 비난했다. 이 여론전에서 윤 후보가

밀리면서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이어진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한 윤

후보측의어정쩡한태도에2030 세대의비판적

시각이 겹쳤다. 여기에 특유의 시원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홍준표후보는윤후보와더불어야

권의2강구도를형성하는데성공했다.

윤석열후보, 무엇이문제인가

윤석열 후보는 여권에 의해 정치판에 밀려들

어간 사람이다.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은자신들이서열을무시하고서울중앙지

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한 인사가 등을 돌리리

라고생각하지는못했을것이다. 하지만검사로

서의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을분명히밝힌바있다. 조국사건에눈감지않

고이를파헤친그의판단이옳았느냐에대하여

는이념과진영에따라판단이다르겠지만, 분명

한것은검찰총장의자리에서윤석열은법과정

의를 지켰고, 그래서 문재인, 조국과 집권 여당

으로부터배신자로몰렸다는점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서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언론에 나타난

그의행보에서그리매끈하지못한태도와말실

수, 장모의재판과부인에대한소문들에대한아

마추어적대응과경쟁상대인홍준표후보의사이

다같은시원한언변에비해뭔가답답한모습등

이겹쳤다. 그러나보다근본적원인은국민의힘

입당이후윤석열이라는사람이보여준것이무

엇이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윤 후보가 주장

한공정과상식이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날것

인지 명확히 이해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유권자

들은윤석열을뽑으면무엇이어떻게달라질것

인지알지못한다. 그런가운데경선룰싸움을하

는모습을보니윤석열도기성정치인과다를바

없네하는생각이들기시작한것이다. 

윤 후보의 입장에서 이것은 고발사주 의혹보

다 더 심각한 위기다. 고발사주 의혹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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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에서공수처와검찰, 법무부, 민주당의

과도한 압박이 드러나거나 조작된 흔적이 나타

나면오히려전화위복이될가능성도있다. 선거

를 6개월 앞두고 나타난 고발사주 의혹은 유권

자들에게 제2의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인식될

가능성도크다. 그러나윤석열정부가들어서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시급히 인식시

키지못하면윤후보에대한지지율은마치수증

기처럼증발될수있다.

그래서지금무엇보다시급한것은윤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변화를이룰수있는후보는자신뿐이라는공감

대를확산시키는일이다. 문재인정부의실패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과 빚더미에 짓눌릴 미래세

대의모습을분명히인식시키고, 이재명정부의

대한민국과윤석열정부의대한민국이구체적으

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한다.

경선은본선을위한

예비단계임을잊지말아야

야당의 경선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컷오프를거쳐 11월 8일, 최종적으

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 이후 당외

의 안철수, 김동연 등 대선출마를 선언했

거나가능성이있는후보들과의단일화과

정도있을수있다. 

경선에서승리해야만본선에진출할수

있는것은자명하다. 그래서경선과정에서극심

한 네거티브 공방전이 오갈 수 있고, 각종 인신

공격과마타도어가난무할가능성도있다. 치열

하지만 적절한 경쟁은 본선에서 나타날 소재들

을먼저파악하여예방주사를맞는효과라는장

점도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정도(正道)를넘는정치권의구태에실망한유권

자들이갈곳은민주당후보뿐이라는사실이다.

경선이아무리치열해도정권교체를통해대

한민국의미래를바꾸려는국민의열망을꺾어

서는 안된다. 경선 과정에서 누적된 유권자의

실망이야권후보에대한지지철회로나타난다

면후보들모두역사의죄인이될것이다. 정권

교체의 실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의 종식을 의미한다.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

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닮지 않게 하

려면 각 후보가 개인적 이익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할 때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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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첫해를맞아그어느해보다희망

과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란예기치못한사태를맞은지 1년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터널을헤매고있다.

코로나사태는모든분야에서커다란변화를

몰고 오고 있지만 세계 경제면에서는 기존의

이론과시스템을무력화시키면서한순간에‘원

시형구조’로바꿔놓았다. 원시형경제는앞날

을전혀예측할수없는‘절벽형’, 선점여부가

중요한‘화전인식’, 하늘만 쳐다보는‘천우신

조형’, ‘K자형계층적양극화구조’라는네가

지특징을갖고있다.

원시형경제의특징을코로나이후지금까지

코로나와방역

그리고지원금

韓相春

한국경제TV 해설위원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前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

前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부사장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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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적용해보면사이먼쿠츠네츠가국

민소득통계를개발했던 1937년 이후지난 1년

반 동안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리는 적이

없다.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나

이키형’, ‘V’자형, 심지어는‘로켓 반등형’에

이르기까지모든형태의예측시각이나왔다.

경기 순환에 있어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콘택트산업이부상하면서진폭이더커

지는‘순응성’이뚜렷해졌다. 미국경제의경우

지난해 2분기성장률이 -33.4%로추락한이후

3분기성장률이33.4%로급등한것은통계방식

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충격에

대한완충능력이취약하다는점도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코로나사태는성장률과실업률, 그리고물가

상승률 간에 종전에 알려진‘정형화된 사실’까

지도 흔들어 놓고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는코로나사태이후직장에서완전히쫓

겨나가는 영구 실업자가 급증해 성장률이 높아

지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더 거친 경기

회복’구조로바뀌면서약화되는추세다.

기업의횡재효과와상흔효과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던 필립스 곡

선의 평준화 현상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심해져‘물가안정’과‘고용창출’을놓고헤매

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

다. 코로나사태를맞아돈을무제한푼다면‘굳

이미국중앙은행(Fed)이아니더라도누구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을정도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정관계도 흐트러

지고있다. 코로나사태를맞아수확체증의법

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의 범세계화

로경기가개선된다하더라도물가가오르지않

는구조가더심화됐다. 일종의착시현상에빠

진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더 풀고 출구전략을

지연시켜각종불균형을심화시키고있다.

‘코로나 대책의 후유증’이라 일컫는 수많은

불균형 과제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계 경기

부진속에크게오른주가등자산거품이다. 지

난해 3월중순이후코스피지수는2배이상급

등했다. 글로벌평균주가도비슷한폭으로올랐

다. 주가수익비율(PER) 등 전통적인 주가평가

지표로는도저히설명되지않는수준이다.

또 하나의 불균형 문제는‘잘되는 기업과 잘

사는계층’은더잘되고‘안되는기업과못사는

계층’은더어려워지는‘K’자형양극화구조가

뚜렷한 점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잘되는

기업과 잘사는 계층은‘횡재 효과(bonanza

effect)’를 누리는 대신 안 되는 기업과 못사는

계층은‘상흔 효과(scaring effect)’로 불균형

정도가더심화되고있다.

횡재효과란코로나사태로능력과노력이상

으로 이윤과 소득을 얻는데 반해 상흔 효과는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로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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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득이떨어지는현상을말한다. 자연스럽게

능력과노력이상으로벌인이윤과소득을세금

으로 걷어서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손해와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주자는 정책을 추

진할수밖에없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듯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프로보노 퍼블릭코

(probono publico·공공선)’차원에서 지원금

지급이 긴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력을 소모시

키는한국경제의고질병은국가채무, 외환위기,

화폐개혁등3대논쟁이다.

국민소득대비국가채무비율

코로나사태를맞아지원금을전국민에게지

원하는문제와관련해가장뜨거운것이‘국가채

무 논쟁’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가뜩이

나많은상황에서국민모두에게지원금을지급

하면 국가가 부도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세계

어느나라보다우리나라가가장높게가장오랫

동안지속되고있다.

국가채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사항부터명확히할필요가있다. 가장먼저

전제돼야할것은‘재정수지도민간처럼흑자를

내야 건전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민간은 먼저

들어올것을감안해나중에지출하는‘양입제출

(싙入制出)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는 흑자를

내는것이건전하다. 

하지만 재정은 먼저 쓸 것을 확정하고 나중에

거둬들이는‘양출제입(싙出制入)의 원칙’을 취한

다. 이원칙에서흑자를내는것은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거나,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환원의원칙에따라국민에게제대로되돌려

주지않는것으로두경우모두바람직하지않다.

재정적자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로잡힌다. 적자국채발행은현세대가

후손세대에게빚을지는것이기때문에현세대

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적자국채로 조달한

재원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상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전제조건이따른다. 이 조건이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적자국채가 소화되지 않

으면서국가부도로연결된다.

특정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국민소득 대비 국

가채무비율로판정한다. 그예로선진국은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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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다대외신용이높기때문에선진국은100%,

신흥국은 70%를넘지않으면재정이건전한국

가로분류된다. 하지만최근들어서같은등급의

선진국과 신흥국에 속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차별화가 심해 판정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켜야

한다는논의가일고있다.

국가채무는 소속기관과 부채의 성격에 따라

협의개념과광의개념그리고최광의개념으로

나뉜다. 협의 개념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현시적 채무이고, 광의 개념은 협의

개념에다공기업이갖고있는현시적채무가더

해진다. 최광의개념은광의개념에다준정부기

관까지 포함되고 모든 기관의 현시적 채무뿐만

아니라 묵시적 채무까지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 분류기준은‘협의 개념’으

로삼는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따져보면 협의 개념

으로는 44%, 광의 개념으로는 75%, 최광의 개

념으로는 145% 내외로 추정된다. 세 가지 개념

별로국가채무비율이크게차이가나는것은선

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 지나치게 많고 국가채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의미이다.

국가부도우려국의고민

한국이속해있는신흥국의위험수준이70%인

점을감안할때한국의국가채무비율은협의개

념을 적용할 때‘재정 건전국’, 광의 개념 적용

때‘위험경고국’, 최광위개념으로는‘국가부도

우려국’으로분류된다. 하지만한국의대외위상

이선진국과신흥국의중간에놓여있는점을감

안하면 다른 신흥국처럼‘국가채무 위험수준

70%’를적용받아야하느냐에대한논란도있다.

우리 내부적으로 국가채무 논쟁이 일 때마다

협의 개념에 따라‘한국은 재정이 건전하다’는

국제평가로논쟁이수면아래로잠복됐던것도

이때문이다. 코로나사태가진행되는과정에서

연례심사 때마다 세계 3대 평가사가 한국의 신

용등급과전망을하향조정하지않고종전과같

은수준을유지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

결국코로나사태를맞아전국민에게지원금

을준다하더라도그자체만으로일부에서우려

하는 국가 부도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이런 논

쟁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

만가중시키고경제가더어려워진다. 간과하지

말아야할것은국가관리체계망에서벗어나있

는신용불량자, 노숙자와같은사회적보호망밖

의사람들을위한지원방안이다. 

국가채무는 평상시에는 협의 개념이 적용되

다가 안 좋을 때에는 최광의 개념이 적용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세가지개념별로크게차이가

나는점이개선될수있도록공기업과준정부기

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사안이 워낙 급한

만큼이번에는여야국회의원이힘을모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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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예산의특징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대다수재정전문가들은지난5년간문재인정부

예산의 특징을 적자예산, 팽창예산, 방만예산으

로특징짓는데, 이번에발표된마지막예산도그

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무릇

정부예산이라함은차년도국가경제운영의방

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재정능력 내에서 그것을

달성하기위한재정적수단을나타내는것이다.

그런데문재인정부는전반기엔소득주도성장으

로경제성장률을저하시킴으로써실업을증가시

키고세수능력을저하시켰고, 후반기엔엎친데

덮친격으로코로나팬데믹사태로말미암아극

심한경기침체에직면하였다. 더욱이집권초부

터재정능력을감안하지않은채복지지출을방

만하게늘렸고실업이증가하다보니단기일자리

창출에막대한재정을쏟아부었다. 그런와중에

코로나팬데믹사태로자영업을포함한기업들이

대량부도사태를맞게되고 일자리는더욱줄어

들다보니각종지원금과단기일자리만들기로

인해더많은재정지출이필요하게되었다. 그결

과지속적인적자재정과국가채무의급증이초래

되었고, 국가의성장잠재력은저하되었다.

시사이슈

羅城쐸

한양대경제금융대명예교수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부의장

18·19대의원

빚잔치2022년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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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604.9조원이다. 이는우리나라역

사상가장큰규모이며그증가율은경상성장률

(4.2%)을훌쩍넘어선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증가율

을 항상 실질 경제성장률보다도 낮게 유지하려

고노력했던데반해, 5년내내경상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해왔

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

증가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쓰인다면 다행

이지만, 대부분의예산증가가내년예산에서보

듯이 소모성 지출인 보건·복지·단기일자리

(8.5%), 환경(12.4%), 일반·지방행정(14.3%)에

집중되고, 생산성지출인R&D(8.8%), 산업·중

소기업·에너지(6.0%), SOC(3.8%)는 낮은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우려되는 것은 관리재

정수지 적자(94.7조원)가 매우 크고 과거 정부

에서 항상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마저

55.6조원의 적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역사상처음으로 GDP 대비50%를

넘어선1,068.3조원에이른다.

방만한포퓰리즘예산의급증

문재인정부5년의예산편성현황을보면, 지

속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

보다소모적지출의증가율이훨씬더높았음을

알수있다. 예산안을기준으로볼때, 5년동안

총지출의 평균증가율이 8.58%인데, 보건·복

지·고용의 평균증가율은 11.16%이고, 단기 알

바중심의일자리예산은 17.3%, 일반·지방행

정비는 10.14%에 이르렀다. 반면에 R&D는

7.04%, SOC는2.41%에불과하였다.

우리국민은현정부가선심성지출을급증시키

고 있어도 당장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심각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오히려개인의

입장에따라선지지하고일부정치인들과지자체

장들은우리국가채무수준은전혀걱정할필요가

없고오히려선심성지출을더늘려야한다는무

책임한주장을하고있기까지하다. 그러나앞으

로잠재성장률의저하로세수는줄어들수밖에없

고인구구조상세금을낼인구는급감하고있고,

반면에정부지출을요하는노령인구와사회복지

비의지출은급증할수밖에없기에재정적자와국

가채무규모는늘어날수밖에없는것이다.

경제운용의실패와기록적인추경예산편성

문재인정부는대한민국역사상가장많은추

경예산을편성한정부이다, 세계경제위기가지

속되는동안의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가통

틀어 5차례추경에 73조원의추경을편성한데

반해, 문재인정부는4년반동안무려9차례의

추경에 137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어느 정

부든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있다. 그러나그것이정부의잘못된 정책으

로인해불필요하게편성되거나, 편성의필요가

있더라도 정치적 선심성 목적으로 지나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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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성된다면바람직하지않은것이다. 추경을

너무 자주 편성하면 정부재정이 부실하게 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향후 경제위

기발생시위기극복의중요한정책수단을잃게

되기때문이다.

물론 지난 2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

해불가피하게추경이편성될필요가있었지만,

정부가 집권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

성장에역행하는정책대신경제살리기에전념

했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도 자연적으로

늘어나 이렇게 무책임한 추경편성을 충분히 면

할수있었을것이다. 추경재원은일부초과세수

로 충당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하므로다음에서보여주듯이국가채무

가늘어날수밖에없다. 

지속적인재정적자와기록적인국가채무

지난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였고, 그 결

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것으로평가되어왔다. 특히관리재정수지는적

자를기록하더라도사회보장기금을포함한통합

재정수지는 항상 흑자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표>에서보듯이문재인정부들어와방만한예

산편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연도별재정건전성지표로사용되는관리

대상수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크게 악화되었

고,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

고이러한적자규모는계속악화될전망이다. 

재정적자가 악화된다는 것은 그 누적치인 국

가채무가악화된다는것이고, 이것은매년국가

<표>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의재정지표추이

<<이이명명박박정정부부>> 22000088 22000099 22001100 22001111 22001122

통합재정수지 11.9(1.2%) -17.6(-1.7%) 16.7(1.4%) 18.6(1.5%) 18.5(1.3%)

관리대상수지 -15.6(-1.5%) -43.2(-4.1%) -13.0(-1.1%) -13.5(-1.1%) -17.4(-1.3%)

국가채무 309.0(30.1%) 359.6(33.8%) 392.2(33.4%) 420.5(34.0%) 425.1(30.9%)

<<박박근근혜혜정정부부>> 22001133 22001144 22001155 22001166 22001177

통합재정수지 14.2(1.0%) 8.5(0.6%) -0.2(-0.01%) 16.9(1.0%) 24.0(1.4%)

관리대상수지 -21.1(-1.5%) -29.5(-2.0%) -38.0(-2.4%) -22.7(-1.4%) -18.5(-1.1%)

국가채무 464.0(32.5%) 503.0(32.2%) 556.5(33.6%) 591.9(34.0%) 627.4(34.2%)

<<문문재재인인정정부부>> 22001188 22001199 22002200 22002211 22002222

통합재정수지 31.2(1.7%) -12.0(-0.6%) -71.2(-3.7%) -90.3(-4.4%) -55.6(-2.6%)

관리대상수지 -10.6(-0.6%) -54.4(-2.8%) -112.0(-5.8%) -126.6(-6.2%) -94.7(-4.4%)

국가채무 651.8(34.4%) 723.2(37.7%) 846.9(44.0%) 965.3(47.3%) 1,068.3(50.2%)

(주) ( )는 GDP대비비율

(단위: 조원)  

 01-112(10월)수  2021.9.17 13:30  페이지56   MAC-4       



2021. 10 57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되

어경제활성화등을위해필요한재정지출이줄

어든다는것이고, 가장우려스러운것은경제위

기 발생 시 그 주요한 극복 수단인 재정확대가

불가능해진다는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재

정학자들이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수준으로제

시하는 GDP 대비 40%선을 2020년부터 훌쩍

넘어섰고, 2022년부터는50%를넘어설것이다.

이정부가두고두고책임을면치못할것은정부

수립이후 73년동안누적된국가채무가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내년에 1068조 3000억 원에

이를전망인데, 문재인정부 5년동안그41%인

441조원을늘려놓았다는것이다.

더 심각한문제는위의통계에서보여주는국

가채무의규모는가장협소한국가채무의정의에

의한것이므로그 기준을선진국과같이현실적

으로 확대하면 국가채무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육박하게되고, 향후그증가속도는거의

재정파탄을걱정할정도로커질가능성이높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저축을 감소시켜 국민저축을 감소

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이자율을상승시켜민간투자를감소시키고국제

경쟁력을약화시킨다. 더 중요한문제는미래세

대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의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는 소위 세대도둑질이 발생할

수있다는것이다. 

차기정부의재정운용과제

이번 예산과 동시에 발표한 중기재정총량 전

망에서 기재부는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

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해 2025년에는경상성장률수준으로조정할것

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이것은자신들은실컷

방만하게 쓰고 차기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라고

요구하고있는것으로무책임하기짝이없는행

태이다. 차기정부는문재인정부의방만한재정

운영의피해를고스란히떠안을전망이다. 한번

늘어난 선심성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치적으

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어쨌든차기정

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급증을 막

기 위해 정부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노력을해야만할것이다. 

정부수입을늘리기위해선경제성장과세율인

상이필요한데, 문재인정부가이미세율을지나

치게높여놓았기에이것은불가능하고, 경제성

장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수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차기 정부는 반시장적, 친

노조, 규제위주의경제정책을지양하고기업투

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는친시장적친기업적경제정책을도입

해야할것이다. 그리고정부지출을줄이기위해

선선심성지출을최소화하고, 예산편성시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등의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엄격한 한도를 부과하는 재정준칙을 도입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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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민주주의와 자

유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해악이다. 정

치인들이본래목적보다대중의인기를얻기

위해과도하게내거는정책으로서재정상태

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다. 그 폐해는

세대를넘어전가된다. 

내년예산도돈풀기로짜여져

다음세대의‘짐’국가부채경고음이크게

울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안도

결국‘돈풀기’로짜여졌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

억원으로편성했다. 코로나19 대책과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한다

는방침이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훨씬많다. 문재인정부출범이후계

속나라살림적자다. 현정부첫해인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

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

이내년604조4000억원으로4년만에200

조원가까이늘어난다.

2022년 예산이‘초 슈퍼 예산’으로 짜인

데의혹의눈길이가고있다. 내년선거를의

식한여권의‘선심성’예산아니냐는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자산 형성 지원

다음세대

물려줄

국가부채

黃鐘澤

녹명문화연구원장

세계로칼타임즈주필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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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청년예산에23조원넘게편성된게눈길을

끈다. 진정한 확장재정이라면 선진국처럼 코로

나19에대한손실보상이나내수진작등에재정

투입을하는게합리적이라는것이다.  

문제는 거듭된 팽창 재정으로 내년 국가채무

가 1068조3000억 원으로 치솟는다는 사실이

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

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

위다. 현정부출범때인2017년만해도36% 수

준이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초과

세수가많아걱정할게없다고한다. 하지만경

기회복결과가아니라부동산과주식등자산시

장과열로인한세수증대였다는점에서전망은

불투명하다. 재정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가운데상대적으로낮다는의미를

마치 저축해 놓은 자금인양 마구 써도 된다는

것으로인식하고있어놀랍다.

임기내내팽창재정으로나랏빚만늘린정부

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2021∼

2025년연평균재정지출증가율을5.5%로대폭

낮춰 제시했다. 무책임이 따로 없다. 끝없는 퍼

주기로씀씀이만키운8%대예산증가로나랏빚

을눈덩이처럼불려놓고, 그부담을차기정부에

떠넘기겠다는부도덕한태도를보이고있다.

올해국가채무만600조원

정부가9월5일국회에제출한장기재정계획

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

에는 900조원을뚫을전망이다. 이자비용은올

해 14조원,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

로나타났다.

온전히청년들과미래세대가갚아야할빚이

다. 한국경제연구원은나라빚이지금속도로늘

어나면, 현재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채가 2600만원, 올해태어난신생아가고교

를졸업하는18세에안아야할빚이1억원이넘

는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계속 세

금으로 땜질하고 빚만 키운 악순환을 반복해온

탓이다. 재정부실을다음정부에, 또 국민에게

떠넘기고있다.

코로나19 사태로인한경제의먹구름은언제

걷힐지모른다. 어떤유형의부채든지경제주체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한‘재정준칙’을마련해

야 한다. 예컨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하로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적자

는GDP 대비 3% 이하로묶어재정건전화마지

노선을유지하는것이다. 오늘대한민국의경제

토대를 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정담당자에

게“내가 무리하게 요구해도 절대로 국가 부채

가 GDP의 40%를못넘게하라”고지시했다고

한다. 정치적공과를넘어교훈삼을일이다.  

포퓰리즘에 빠진 다수 국민은 경제적으로 궁

핍해져야포퓰리즘폐해를인식하게된다. 이미

짜인사회시스템을바꿀수없다. 빵한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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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더던져주는정치가에게자신의영혼을팔

게된다. 포퓰리즘으로경제가거덜난나라가적

지않지만남미 2개국을보자. 산유국인베네수

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석유산업을국영화하고여기서나온

돈을무상복지에돌렸다. 경제성장을위한투자

가 아닌 퍼주기 식 복지에 국가 자원을 무제한

투입한셈이다. 그 결과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

10%를 기록해 생필품은 바닥났고, 국민은 국외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 붕괴 직전 상

황이다.

아르헨티나는또어떠한가. 1930년대세계6위

경제대국이었으나, 지금은25위로추락했다. 넓은

국토(한국의 12배)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나

라였지만, 1946년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한 후안

도밍고페론이집권하면서나라운명은급전직하

했다. 아르헨티나는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국가

가어떻게추락하는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내년대선도메가톤급복지공약

아무려면우리가이런국가를원할까.

한데내년20대대선을앞두고정치권은

포퓰리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집

권여당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명경기

도지사가 지핀‘기본소득’은 상징적이

다.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월 8만3000원)

씩지급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한

해약 60조원의예산이들어가는메가톤급복지

공약이다. 

이지사가구체적액수까지들먹이며기본소득

공약을들고 나옴에따라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돈뿌리기’공약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있다.

이미이낙연 전민주당 대표는제대 군인들에게

3000만원씩의사회출발자금을, 정세균전총리

는사회초년생을위해미래씨앗통장으로1억원

씩을지급하는공약을제시한바있다. 이들은아

직정확한재원마련방안을내놓지않고있다. 

무엇보다이재명식기본소득의가장큰문제

는동일한소득을전체국민에게나눠준다는점

이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

해 7월기본소득도입에반대하며제시한‘삼불

가(三不可)론’의핵심근거다. 180조원에이르는

복지예산 조정 방안이 없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더욱 효과적이며, 기본소득

도입에성공한국가가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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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4차산업혁명에따른양극화를해소

하는게시급한데, 국가재정에서지나치게많은

부분이 기본소득에 쏠리면서 빈곤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은 생계급여

지급대상이소득하위 2.5%로하위 5% 이하인

절대빈곤층, 17% 이하인 상대빈곤층에 대한 복

지가 미비하다. 월 8만여원의 기본소득은 빈곤

층에도움이되지못한다.

제1야당국민의힘대선주자윤석열전검찰총

장은 부동산 정책을‘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윤전총장은무주택2030세대를위한‘청

년원가주택’30만호공급과역세권에살고싶

어하는무주택가구를위한‘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공급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 대선주

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어렵고자칫국가부채로남는다고비판하고있

다. 윤전총장측의발표된내용을토대로추계

해본결과, 총비용이 2000조원에가까운재원

이든다고밝혔다. 

후세에재정폭탄떠넘기는무책임없어야

여야를떠나이처럼지속가능하지않은사업

에 재정을 밑도 끝도 없이 쏟아 부으면 민생만

힘들고, 국가부채는고스란히다음세대에게물

려주게 된다. 우리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혼란스러운정국, 한반도주변격랑의국제정세

와여전히경색된남북관계, 경제현실은위기감

이 고조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1800조원, 공공부채는 1000조원, 기업부채는

2212조원 등 총 부채 5000조원을 기록하고 있

다. 포스트코로나금리인상시기에그야말로시

한폭탄의뇌관이언제터질지모르는국면이다.

외화내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

라가처한현주소다. 

문재인 정부는‘코로나19 퇴치’명분으로 과

도한재정확대를자제하길바란다. 미국의역사

가인앤애플바움은저서‘꺼져가는민주주의유

혹하는 권위주의’에서 역사적으로 대 유행병이

국가권력의팽창과권위주의로이어졌음을지적

한다. 죽음의공포에직면하면사람들은옳고그

름을떠나목숨을구할수있다고생각하는조치

들에동조하게된다는것이다. 

모름지기 국민 세금의 소중함을 무겁게 여겨

야 한다. 청백리의 사표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경책을되새길때다. “검소하고절약해사치함이

없고관청에있을때도내집에있는것처럼아

껴야한다(儉約無華處官如家).”

여하튼대선예비후보들과정부정책당국자들

의역사의식이요청된다. 국가재정상지속가능

하지않고후세에‘재정폭탄’을떠넘기는무책

임한일은없어야한다. 누구보다국정을맡겠다

고 나선 대선주자들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포

퓰리즘 공약을 해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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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지능사회도래

2016년 WEF(세계경제포럼)는 IT 및 전자

기술 등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

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

학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

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특성은 첫째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초연

결사회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네

트워크(인터넷)로 서로 연결되며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둘째 초지능(super-

intelligence) 사회가된다는것이다. 초지능

사회란옥스퍼드대닉보스트롬교수의지적

4차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미래

쐥君賢

前 KAIST 인문사회과학대교수

前한국교총회장

17·18·19·20대의원

前국회예산결산위원장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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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과학기술 창조,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인

능력등을포함한전영역에서제일총명한지

능이등장하는시대를말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 기술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Big

data/Cloud computing), 로봇(Robotics)과

드론(Drone), 3D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Autonomous vehicle) 등을들수있다. 드론

도 이제는 초음속 전투드론(Supersonic

combat drone)이 나오므로 군인도 드론을 조

정하는기술을배워서활용할수있어야하고,

경찰차도 머지않아서 1차당 1드론 시대가 된

다. 경찰들도드론을띄워조정할수있는기술

을습득해야한다. 

또한과거에사람이하던많은일들이로봇이

하거나(예,미국 아마존기업) 로봇과 드론이 함

께 기술융합이 이루어져서 협업을 통해 실천되

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대도시 주변의 고속도

로 주변에 물류는 물론 모든 수송의 시간을 단

축하기위해각종드론이수직이착륙할수있

는 장소 즉 verti-port 내지는 heli-port가 많

은곳에건설될것이다. 건축을비롯한각분야

에서3D 기술은이미보편화되고있다. 빅데이

터기술도마찬가지이다. 취직할데가어렵지만

실제 첨단 일류 기업들은 기업이 필요한 코딩

능력뿐만아니라, 보다고급수준의소프트웨어

능력기술소유자인력구인난을호소하고있는

현실이다.

창의성키워주는교육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4차산업혁명시

대는수많은변화들이급속하게전개된다. 우선

속도면에서선형적이아니라기하급수적인속도

의 기술진보가 이루어진다. 버크민스터 풀러가

‘지식두배곡선(knowledge doubling curve)’

이론에서예견하였듯이100년마다2배씩증가하

던인류지식의총량속도가2030년에는단3일

만에이루어질것이다. 그러므로미래의교육방

향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을키워주어야한다. 또한동시에남을

배려하고존중하며공감소통할줄아는능력과

가치를 함양시켜주는 인성 교육을 더욱더 강화

해야할것이다. 교육방식도주입식지식습득교

육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토론하고 의사소

통해서문제의해결방안을찾아가는체험적, 참

여적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을

키워주는교육방식이필요하다. 

그런데한국교육의실상은학생들의창의성을

키워주기에는많은문제가있다. 창의성을키워

주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

르기까지모든학교에정부의규제와간섭을최

소화하고최대한의자율성과다양성을장려해주

어야한다. 창의성은다양성과자율성이존중되

는풍토에서만꽃피울수있다. 그러나한국교육

의현실은정부의많은간섭과미래를내다보지

못하는정책속에가두어져있다. 지면관계상대

표적인몇가지문제점들만지적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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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자율권억압법

첫째, 사립학교법은사학의자율성을존중하고

건학이념을 실현시키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무한

한상상력을마음껏키워줄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여러 가지

많은문제점들을안고있다. 이번사학법의대표

적인문제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이번

사학법의문제는크게절차적문제와내용의문제

로구분할수있다. 절차적문제는이해관계가첨

예한 법안 제정 시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해야하고, 또한여야의

충분한협의가있어야하는데, 그러지못했다. 사

립학교법개정은 8월18일 국회교육위원회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안건조정위원회(8.19), 법사위원회(8.25)

을 거쳐 8월 31일 본회의 통과까지 15일 정도의

짧은기간에졸속처리되었다. 내용의문제는우

선교육청이사립학교교원채용을강제로가져가

는것은전세계어디에도없으며사학의자율권

보장을강화하는시대적조류를역행하는조치이

다. 일부사학의비리를전체로매도하면서궁극

적으로사학의경영권을침탈할우려의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난8월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사립학교법개정안중교원신규채용에관한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호)은다음과같다.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따른교원의임용

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

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교

육감의승인을받은경우필기시험을다른시험

으로대체하거나, 위탁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전의사립학교법은사립학교의신규교원

채용과관련해서“공개전형으로하며, 이의실시

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만명

시하였고(법제53조의2 제10항), 시행령제21조

제1항은“공개전형은교원의임용권자가실시하

며교육감에게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고규정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

서‘공개전형’이라고만한것에‘필기시험’을반

드시 포함하도록 강화하면서 시행령의“교육감

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으로 끌고 와“해야 한

다”로강제화한것이다.

“국가가재정적으로어려울때사재를출연해

설립한사립학교들은지금까지학교마다건학이

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며,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사학들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공립학교

가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함으

로써국공립교육의보완적역할을크게해왔다.

정부는 사학의 비리와 일탈은 일벌백계로 다스

리되 사학 경영자의 자부심과 자율권은 최대한

발휘할수있도록격려하고지원하여야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

여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찾아내어 특

별지도를하여학력격차를줄여주어서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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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당당한한시민의일원으로살아갈수있도

록특별한관심과세심한배려와지도가이루어

져야한다. 현재는일부만표집으로하여평가를

하기때문에국가전체적으로모든학생들의과

목별학년별학업성취도를정확히측정할수없

다.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상승되고있는지저하되고있는지, 어떤과목이

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어야 우리의 교

육정책이개선점이무엇인지대책을세울수있

는것이다. 교육했으면당연히평가를하는것이

교육의기본원리이며또한국가의책무이다. 

자립형사립고일괄폐지의위헌성

셋째, 자립형사립고의일괄폐지결정은위헌

적 정책적 문제 소지가 있다. 교육부가 내린 자

립형사립고일괄폐지정책역시헌법상보장된

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침해하고, 법률이아니

라 시행령으로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은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위반된다. 또한정부

(김대중 정부 때 3개교 지정, 노무현 정부 3개

등)가 국민에게인허가한제도도입을일방적으

로약속을파기하는것은헌법상신뢰보호의원

칙에반하며, 규제과잉금지의원칙에도위반되

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정부가 내린 자사고 폐

지정책은 잘못 이해된 평등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수월성과 창의성 함양의 중요성을 간과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다만서울지역에과도하게많은

자율형 자사고는 엄격한 재평가를 통하여 적정

숫자를조정할필요가있다.

넷째, 고사 상태 직전의 대학 재정 확대 정책

이 시급하다. OECD 교육통계자료(Education

at a glance 2019)에따르면, 우리나라의대학생

1인당공교육비는8,385달러(R&D 제외)로초등

학교 1만 1,000달러의 76%에 불과하고 중고등

학교 1인당공교육비보다 4,000달러 (약 480만

원)가 적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고등교육의 경우는 OECD 국가 평균의 76%에

불과하다. 또한 GDP 대비학생 1인당고등교육

공교육비수준은OECD 평균의64.6%에불과하

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 국가35개국중29위로거의최하위권이

다. 2009년부터대학등록금이 12년째동결되어

오고있고, 대학입학금마저없어진지금대학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OECD 국가들에

비해역부족이다. 매년내국세의20.89%(내국세

의약5분의1)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따라

초중등교육을 위해서 지원된다. 그러나 대학도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안정적재정지원대책을세워야만대학이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평가를 해서 대학

의질이수준에미달하는대학에까지지원할필

요는당연히없다. 또한대학을정리하고자희망

하는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고 적정수준의 재정

적보상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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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1948년8월15일대한민국건국을통한진정한독립

이라는두가지의미가담겨있다. 그런데올광복절

에는 홍범도 유해 송환과 김원웅 광복회장의“대한

민국 역대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라는 망언 논란으

로범벅이되어버렸다.

이번광복절에문재인대통령은카자흐스탄크즐

오르다에 안장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을

위해공군특별기를파견했고, 유해를맞기위해공

군최신예전투기편대가호위비행까지했다. 또홍

범도에게애국심고취및민족정체성함양등의공

로를 인정해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그렇다면 진짜 홍범도는 누구인가? 사

료를통해홍범도의실체를추적해본다.

머슴의아들로평양에서태어난홍범도는15세되

던 1883년, 평양감영 나팔수로 군대와 인연을 맺는

다. 평양에서 4년여병졸생활을하던중같은부대

소속의 부패한 장교와 시비 끝에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한다. 황해도 수안군의 종이 제조소에 숨어 일

하던 중 주인을 때려눕히고 도주, 금강산 신계사에

서출가했다. 승려생활중비구니와정분이통해넘

어서는안될선을넘는다. 

홍범도장군의빛과그림자

김용삼

펜앤드마이크대기자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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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과장된봉오동·청산리전투

두사람은 1892년비구니의고향인북청에서

농사지으며조용히살기위해잠적했다. 홍범도

는개마고원에서병졸시절배운사격솜씨로직

업 포수로 성공한다. 그는 산포수 의병대를 조

직하여 함경도 일대에서 게릴라전으로 일본군

을 연파했다(장세윤,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홍범도』, 역사공간, 2017, 10쪽).

연해주로 망명한 홍범도는 러시아 볼셰비키

당의 지원으로 조직된 이동휘의 한인사회당과

깊은 연계를 맺는다. 이때부터 공산주의 붉은

사조의세례를받았다는뜻이다. 3·1운동직후

홍범도는 연해주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 국경

을넘어함경남도혜산진의일본군수비대를습

격했다. 9월에는 함남 갑산군의 금정 주재소와

일본관공서를습격했다. 10월에는평북만포진

에 진입하여 일본군 70여 명을 살상하여 국내

침공 작전 중 최대의 전과를 기록했다(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275쪽).

홍범도는연해주에서모집한대한독립군 106

명을 인솔하여 간도로 이동, 1920년 5월 최진

동·안무 부대와 대한북로군독군부(大韓北路軍

督軍部)를 조직하고 화룡현 봉오동에 근거지를

설치했다. 6월 7일, 봉오동 골짜기에서 홍범도

가지휘하는독립군이일본군과전투를벌여대

승을거두었다. 그로부터4개월후인10월 21일

부터 26일까지 홍범도·김좌진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청산리일대에서일본군1,200여명을

섬멸하는청산리대첩신화를기록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전과가 너무 심하게 과장되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우리 독립군이 기록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전투가‘대승’혹은‘대첩’이었을 가능성을 부

인한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장세윤은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 100여 명 살상, 청산리전투에선 일본군

400~500여 명이 살상되었으며, 우리 독립군도

그에못지않은피해를본것으로봐야한다고주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레닌에게 혁명정권에게 협조해준 대

가로받은군복과권총을착용하고촬영한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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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장세윤, 『중국동북지역민족운동과한국현

대사』, 명지사, 2005, 156쪽). 우리독립군도일본

군못지않은피해를보았다는연구결과가사실이

라면봉오동·청산리전투는‘대첩’이아니라‘무

승부’로정정하는것이올바른역사인식아닐까? 

홍범도·김좌진을비롯한한국독립군은청산

리전투이후각자도생하기위해일본군포위망을

뚫고뿔뿔이흩어졌다. 이때한인사회당대표이

동휘가“한인 무장부대를 단일대오로 통합하면

레닌정부가도와주기로했다”면서“한국독립군

은자유시로모여라”라고선전을했다. 

코민테른자금받고독립군자유시로유인

여기에는무시무시한흉계가숨어있었다. 이

동휘의한인사회당은모스크바에서소비에트정

부와‘대일한로공수동맹(對日韓露攻守同盟)’을

체결했다. 조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산주

의를수용하며, 만주와연해주에서활동중인한

인 무장부대를 소비에트 적군 산하로 편입시킨

다는것이었다(신효승, 「20세기초국제정세변

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 박사학위 논

문, 2018, 188쪽). 그 대가로 레닌은 몇 차례에

걸쳐 100만 루블의 거액을 이동휘 측에 제공했

다. 이것이이른바‘코민테른자금사건’이다. 

코민테른자금을수령한이동휘와한인사회당

은이후일관되고집요하게임시정부공산화작

업을진행했다. 이동휘는이승만의친미외교독

립노선을비판하면서소비에트러시아와손잡고

임정을한인사회당계열이장악하려고시도했다

(박종효,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 역사』, 도서출

판선인, 2018, 290~291쪽).

이런급진적시도는임정내민족주의세력인

이동녕·신규식·이시영·안창호 등에게 거부

당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개혁안을 국무회의

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하려 했으나 부결되자

1921년 1월24일국무총리직을사임하고임정에

서이탈했다. 이후이동휘는간도·연해주의한

인 무장부대를 시베리아 영내로 끌어들이는 작

업을진행했다.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부대를 이동시킬

수는없는일이므로“간도와연해주의한인무장

부대를통합하여단일지도부를구성하자”는슬

로건을 내세웠다. 독립군 집결지는‘자유시’로

선포된 아무르주의 스보보드니로 정해졌다. 소

비에트정부가한국독립군을적군산하로편입

시키기로한것은일본과의밀약때문이다. 7만

대군을 시베리아에 파병한 일본은 러시아 적백

내전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백군을 지원했

다. 일본은시베리아철군을위해소비에트정부

와다롄(大썴)·창춘(長春)회담에서철군조건으

로만주·연해주일대의한국독립군에대한‘처

리’를 요구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 요구를 수

용했다.

홍범도를 비롯하여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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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대는 4,500여 명이었다. 이 무렵 시베리아

의 한인 공산주의 세력은 이르쿠츠크파(자유대

대)와 한인사회당파(사할린부대)로 분열 반목했

다. 이와중에한인무장부대가자유시에집결하

자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

들이기위해치열한권력다툼을벌였다. 

사할린부대편에섰던홍범도는이르쿠츠크파

의배후에소비에트정부가있다는사실이밝혀

지자 6월 2일 안무·최진동·지청천 등과 함께

이르쿠츠크파로돌아섰다. 이르쿠츠크파는적군

산하로의편입을찬성한반면, 사할린부대는적

군산하로의편입을거부했다. 이렇게되자소비

에트정부는 6월 28일새벽, 수라세프카에주둔

중이던 사할린부대를 포위했다. 오후 2시, 적군

제29연대와이르쿠츠크파자유대대가사할린부

대를공격했다. 

독립군몰살하는편에가담한홍범도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를 앞세운 이르쿠츠크

파는적군편입을거부한사할린부대 700~800

명을무차별학살했다. 자유시에서가장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전투에 참가했던 의

군부대원들이었다. 이것이한국독립운동의흑

역사로기록된‘자유시참변’이다. 

소비에트 적군 세력에 동조하여 동료를 몰살

시키는 데 앞장섰던 홍범도를 비롯한 생존자

2,000여 명은 1921년 7월 5일코민테른의지시

에의해이르쿠츠크로이동했다. 이르쿠츠크도

착즉시코민테른은한국독립군전원을소비에

트적군산하로예속시켜버렸다. 1921년 9월, 코

민테른은 소비에트 적군 산하에 강제 편입되었

던한국독립군을“한인부대의임무는완수되었

다”면서해산시켰다. 이로써이동휘의감언이설

에 속아 자유시에 집결했던 한국 무장독립군은

깨끗하게일소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22년 1월 모스크바에

서제1회극동제(諸)민족대회(극동인민대표대회)

가열렸다. 홍범도는제1회극동제민족대회에참

여하는한인대표56명중일원으로선출되어모

스크바를 방문했다. 대회가 끝난 2월 초 홍범도

는레닌·트로츠키와면담했다. 레닌은홍범도에

게혁명정권에협조해준감사의표시로금화100

루블, 군복한벌, 홍범도이름이새겨진권총을

선물로 주었다(장세윤,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홍범도』, 역사공간, 2017, 221~223쪽).

군에서제대한홍범도는이만, 항카호주변에

서농사를짓다가1937년9월초, 스탈린의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된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조선극장수위장에임명된홍범도

는 1943년 10월 25일 그곳에서 사망했다. 홍범

도가과연대한민국건국을위해어떤노력을했

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최고의 예우로 보

답”하려는 것이며,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

민국장을추서하려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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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영웅이나오는법이다. 같은이유로나

라가 어지러우면 역사의 영웅들이 자주 소환된

다. 근자에가장많이호출되는인물중한분이

영웅안중근이다.

그분의애국혼은언제나우리의가슴을먹먹

하게만든다. 서른남짓한짧은생애를살았지만

삶의 족적과 여운은 누구보다 길다. 그런 분의

영웅적발자취를엉뚱한곳에새겨넣다혼쭐이

나는경우도왕왕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황제

휴가’의혹으로곤욕을치를때의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나라를위해몸을

바치는것이군인의본분’이라는안중근의사의

말을몸소실천한것”이라며추전장관아들을

감쌌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뤼순감옥에서‘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

身軍人本分)’이라는 글씨를 남겼다. 여당

대변인은이일을거론하며추전장관모

자를 구출하려 했으나 도리어 여론의 뭇

매를맞는처지가되고말았다.

적국까지감화시킨애국혼

원래이유묵은안의사가자신의재판

정왕래경호를맡은일본헌병지바도시치에게

써준것이었다. 지바는일본으로귀국한후미야

기현의사찰에안의사의위패를모시고죽을때

까지명복을빌었다. 지금도이사찰앞에는안

의사의휘호와추모비가서있고매년추도식이

열린다고한다. 지바뿐이아니다. 구리하라사다

키치뤼순형무소장은재판장에게안의사의선

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안 의사가 흰

한복차림으로죽음을맞고싶다고하자그는자

기아내에게한복을짓게한뒤안의사에게입

혔다. 적국의 사람까지 안 의사에 감화된 것은

그분에게누구도범접할수없는의로움이있었

기때문일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여당 대변인의 비유는 견강부

회에가깝다. 추 전장관의아들이대한의군참

안중근의사는춤추고계실까

시사이슈

裵然國

세계일보논설위원·前논설실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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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중장인안의사와닮은점은군인신분이라는

공통점외에는아무것도없다. 추전장관아들

과 안 의사의 삶은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르다.

전자가자신의이익을위해행동하다물의를일

으켰다면후자는이익을버리고의를택한인물

이다. 안중근의이름뒤에반드시‘의로운지사’

라는뜻을지닌의사(義士)가붙는이유이다.

안의사는사형을며칠앞둔시기에도오로지

의로움을 생각했다. 시베리아의 한기가 속살을

파고드는 늦겨울에 안 의사는 홀로 붓을 들었

다. 한지에‘견리사의 견위수명(븏쐡思義 븏危

授命)’이라고쓰고는손바닥도장을찍었다. 이

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

면목숨을바친다는의미이다. 

조국독립위해평생술을끊다

안 의사는 자신의 유묵처럼 살다간 분이다.

그는나라를위해자신이좋아하던술까지끊었

다. 부친상을 당하자 아버지의 빈소 앞에서 이

런결심을했다. ‘나라가독립하는날까지절대

술을입에대지않으리라!’그러고는순국할때

까지술을한모금도마시지않았다고한다. 안

의사에게약지가하나없는것도독립운동의맹

세를 위해 끊은 것이었다. 안 의사는 붓글씨를

쓸때마다구국의일념으로그손바닥을화인처

럼꾹꾹눌러찍었다.

안의사모친의결기역시아들못지않았다.

어머니조마리아여사는 1907년일제에저항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패물들을 어디에 쓰겠느냐”면서

며느리들이시집올때가져온패물을모두내놓

았다. 또아들이하얼빈의거후에사형을언도

받았을 때“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刑)이니 비

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며 수의를 지어 보낸 일화

는너무도유명하다. 이모든일은이(利)보다의

(義)를앞세운것에서나온행동이었다.

요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의는 의

의또다른이름일뿐이다. 사람들은정의의반

대말을불의로생각하지만그렇지않다. 정의의

반대는이익이다. 모든불의와불공정은자신의

생전의안중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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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혼란도 이로

움을앞세우는욕심의결과물에불과하다.

이익앞에선누구나용자

물론우리삶에서이익을터부시할수는없다.

이익은인류문명의발전을이끄는동인이다. 중

국의고대사상가한비자는이런인간의심리를

정확히꿰뚫었다. 수레를만드는사람은남이부

유해지기를바라고관을만드는사람은남이일

찍죽기를바라는것은누가어질고악해서가아

니라사람이부유해져야수레를사고사람이죽

어야관이팔리기때문이라는게한비자의설명

이다. 그는후세에이런말도남겼다. “사람들은

뱀이나나비유충을보면질색한다. 그런데어부

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

는 아녀자는 나비유충을 닮은 누에를 맨손으로

잡는다. 이익앞에서는누구나용자가된다.”이

익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한 한비자의

통찰에무릎을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

미스도 한비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저

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욕구때문이다.”이로움이열심히일하게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동인이라

는얘기이다. 사람들이각자자신의이익을위해

자유롭게움직이면‘보이지않는손’에의해경

제활동이최적의균형을찾아가게된다는게그

가설파한자유시장이론의요체이다.

경제는철저히이익의기반위에서움직인다.

사람은누구나값싸고질좋은것을찾기마련

이다. 물건값이오르면사려는사람이줄고, 내

리면사는사람이늘어난다. 반면법치나도덕의

영역은다르다. 선악이나옳음의문제를이로움

의잣대로규율하면모든가치는뒤죽박죽이되

고만다. 요즘우리사회가혼란에빠진것도이

와무관치않을것이다.

욕심이義를이기면망한다

주나라의강태공은“의가욕심을이기면번창

안중근의사가순국직전에일본헌병간수에게써준유묵. ‘나라를

위해몸을바침은군인의본분이다’라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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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욕심이 의를 이기면 망한다”고 역설했다.

옳음은제쳐놓고나와내진영의이익만생각하

면 반칙과 불공정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자

기또는자기집단의이익을중시하면거짓말과

꼼수가횡행하기마련이다. 공정, 정의, 개혁등

도덕적가치도내로남불의희생물로전락한다.

이로움을앞세우면의로움은설땅이없다. 만

약재판관이자신의이익을먼저생각한다면법

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옳음보다는 누가

나와가깝고내편인지부터따질것이다. 법치가

붕괴되고강자의전횡이난무하게된다.

정의는 이익보다 옳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 그리스 신화속‘정의의여신’디케가자신

의두눈을붕대로친친감고심판을내린다. 어

떤신분과지위, 이념이개입되지않은상태에서

공정하게결정을내리기위함이다. 무엇이나에

게 이득이 되는지를 저울질하면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없다. 아무리화려한겉포장을두를지라

도내용물은정의가아니라불의이다.

의로움의한국순위는몇위일까

정의는이익과동행할수없다. 정의를사랑하

는 사람은 이로움을 멀리한다. 정의의 친구들이

있다면 의로움이나 양심이다. 그런 올곧은 정의

관을죽는날까지간직한분이안의사이다. 그런

데안의사를현실정치에소환하는사람들의행

태를 보면 이익만을 추구한다. 자신들의 이로움

을 위해 안 의사의 이름과 어록을 들먹인다. 안

의사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그분이멀리한이

익을좇는무리를어떻

게안의사의후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안중

근정신에대한모독일

뿐이다.

광복 이후 70여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

로부상했다. 안의사가

꿈꾸는 나라는 이보다

의를 앞세우는 나라였

다. 이로움에앞서의로

움을 먼저 떠올리는

‘나라다운 나라’였다.

이가아니라의의관점

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의순위는과연어느정

도일까? 세계 10위권이

라고자부할수있는국민은거의없을것이다.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찾아온 동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

히우리나라의회복을위해힘쓸것이다. 대한독

립의소리가천국에들려오면나는춤을추며만

세를부를것이다.”천국의안의사는지금어깨

춤을추고있을까? 이가의를누르는작금의대

한민국이던지는질문이다.  

안중근의사가뤼순감옥에서

일본인에게 써준 유묵. 보물

제569-6호로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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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만되면한글을칭송하고한글사랑을내

세우지만, 정작언어생활에서는한글과순우리말

을혼동할정도로그야말로‘한글’사용이미흡한

경우가많다. 진정한한글사랑은정확한한글사

용이따라야한다. 한글사랑이아니더라도올바른

언어생활은가리키는언어에대한정확한구별에

서출발한다. 그렇다면다음과같은말의모순이

무엇인지살펴보자. 누가가장제대로말했을까?

순이: 서클을한글로는동아리라고한대.

철이; 우리말은한자어가70%래.

영이: 한자어는우리의역사의전통을간직한

말이니까한자로정확히표현해야해.

별이: 한글은“ㄱ, ㄴ,ㅏ,ㅑ”와같은낱글자를

가리키는명칭이야.

솔이: 우리나라의자음과모음은40자이지.

동이: 말하듯이글을쓰면돼.

달이: 한글은한국어가아니래.

결론부터말하면여섯사람의말은모두잘못

된말이거나올바르지않은표현들이다. 순이는

한글과토박이말을혼동하고있고, 철이는잘못

된, 엉터리정보를말하고있으며, 영이는한자

어를아끼는듯하면서도무시하고있고, 별이는

문자명칭과그문자로이루어진글말을가리키

는명칭문제를보여주고있고, 슬이는말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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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주년한글날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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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동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이는

의도는 좋으나 실제로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고, 달이는반은맞고반은틀린얘기를하고

있다. 

문제는이러한우리말과글에대한오해와혼

동을 초등학생부터 지식인들까지 두루 저지르

고 있다는 점이다. 순이는 한글과 순우리말을

혼동하고 있으므로“로터리를 순우리말로는 네

거리래.”라고 말해야 한다. 철이는 이응백

(1980)에서 비롯된,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미

모(美毛)’와같은한자어를의도적으로많이실

은이희승편≪국어대사전≫(민중서림)의특정

통계를일반화하고있다. 

별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한글’은 낱글자

명칭일뿐아니라, ‘한글전용’처럼그런낱글자

로 적은 글말도 가리킨다. 슬이는 소리 단위의

명칭인‘자음’과‘모음’을 쓰고 있으므로 문자

단위의명칭인‘자음자’와‘모음자’를써서“우

리나라의 자음자와 모음자는 모두 40자이지.”

라고말해야한다. 동이는언문일치의중요성을

말한것이지만, 실제로는입말과글말의차이도

있으므로, 글말은 글말답게 써야 하는 영역도

있다. 이를테면‘-다’로 끝나는 표준 문어체는

글말에만있는것이다. 달이말에서는‘한글’과

‘한국어’가동의어가아닌것은맞지만, 한글이

한국어가아닌것은아니다. 한국어는한국인들

이쓰는입말과글말을모두가리키므로한글은

한국어일부다.

한글과토박이말의혼동

‘한글’은 표기에 따른 명칭이고 토박이말은

어원에따른명칭이므로사실혼동할이유는없

다. 토박이말이든 한자어이든 서양 외래어이든

한글로적을수있다. 그러므로‘로터리’든‘네

거리’든‘사거리’든 표기로는 모두 한글이다.

그러므로 순이는“서클을 토박이말로는 동아리

라고한대”라는말은잘못말한것이다. 

한글전용론은우리말을적을때한자나영문

을쓰지않고한글만쓰자는주장이다. 한문혼

용론과 더불어 논쟁의 역사는 길고, 싸움 나기

좋은 주제다. 한글 전용론(專用論)이라는 단어

자체가“한글”+“전용론”으로, 한글전용이불가

능함을 보여준다._정희진(2020). [정희진의 융

합] 오리지널돈가스는없다. 2020.9.3. 한겨례

(www.hani.co.kr/arti/opinion/column/)

이칼럼역시한글과한국어, 순우리말을혼동

하고 있다. ‘한글’은 순우리말이든 한자어이든

외국어이든다적을수있는표기문자나글말을

가리킨다. ‘한글전용론’에서한자어의한자라는

어원정보는한글전용과아무상관이없다. 순우

리말이든 한자어이든 그냥 한글로 적으면 한글

전용이기때문이다. 한글로적은한자어는우리

말이라는사실을잊어서이런혼동을한것이다.

순우리말과한글을혼동하게하는용어로‘한

글이름’이라는 용어가 있다. 표기 방식으로 보

면 한자식 이름도 한글로만 적으면 한글이름인

데, 실제‘한글이름’은순우리말로만지은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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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필자가 한글이름이란 용

어를사용하는것은한자로 짓되한글로만표기

하는이름도한글이름으로보자는취지에서였다. 

그러니까한글이름으로크게두가지로나눌

수있다. 첫째는좁은의미에서토박이말이름만

을 가리킨다. “한샘, 한별,예솔”과 같은 이름들

이다. 여기서토박이말이란외국글자로는적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말을 뜻한다. 또한‘붓’이

나‘가라말’의‘가라’처럼중국과몽골에서왔지

만그나라말로는적을수없는말까지포함하

는개념이다. 

둘째는 넓은 의미에서 한글로 표기된 한자식

이름까지를 포괄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용감

할 용(勇), 성품 성(性)을 쓴‘勇性’이란 이름은

당연히 한자식 이름이지만 그것을 한글로 표기

한‘용성’이란 이름은 한

글이름이라는뜻이다. 우

리는주로좁은의미의한

글 이름을 추구했지만 넓

은의미의한글이름도싸

안기로한다. 

이를테면‘학교’라는말

은 토박이말은 아니지만,

우리 토박이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든 우리말이

다. 이런발상대로라면토

박이말인가한자어인가하

는 이분법적인 구분도 극

복하면서한자어를한자로표기하는모순도극복

할수있고한글이름의범위도넓힐수있다. 따

라서‘지혜롭다’의 지(智)와‘소나무’의 솔을 합

쳐지은이름‘지솔’도당연히한글이름이다. 그

리고실제우리이름가운데는토박이말과 한자

어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 꽤 많다.

‘다채운다’는뜻의‘다찬’이란이름에서‘다’는

토박이말이지만그것을‘많을다(多)’라는한자어

로도생각할수있다. 그러니까토박이말이냐아

니냐를배타적으로 나누는 것이이제는큰 의미

가없다는것이다. ‘지솔’과같은이름은이러한

이분법을극복한한보기가될것이다. 

한글과우리말의혼동

가끔듣는질문중에세종대왕이한글을발명

[표] ≪훈민정음≫(1446) 해례본에나오는낱말과현대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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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전에는우리는 어떤말을썼느냐는질문이

있다. 국립국어원장을지낸어떤분은“대학교수

도이런질문을하는사람이있다.”라고혀를찬

적이있다. 참으로해괴한질문이지만, 종종이런

질문을만나곤한다. 세종이발명한건우리말이

아니라우리글이라고해야겨우이해를한다.

물론세종대왕이우리말을잘적을수있는글

자를 처음 만든 것이라 이렇게 혼동할 수는 있

다. 그렇다면질문을이렇게바꿔볼수는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의 우리말과

지금의우리말은어느정도다른가요?”

최근삼국시대의우리말이마치외국어처럼지

금과많이달랐다는동영상이인기를끈적이있

다. 많이변한건사실이지만지나치게과장됐다.

쉽게말하면변한것도있고변하지않은것도있

다. 문장짜임새로보면영어나중국어어순이아

닌지금어순인것은변하지않은것이고어휘로

보더라도의식주관련기본어휘는그렇다. 

1446년에나온훈민정음해례본에그당시생

생한낱말 124개(조사‘의, ㅣ’뺌)를 실어놓았

는데이를비교해보면쉽게알수있다. 편의상

지금과 같은 낱말(방언 포함), 조금 달라진 말,

아주다른말또는지금안쓰는말로나눠보자.

거의같은꼴까지하면무려78%가같은셈이

다. 물론 어휘들은 기본 생활 어휘가 많아서 그

럴것이다. 15세기기본28자가운데지금안쓰

이는네글자(ㆍ ㆆㅿㆁ)의 변화등은아주많

이바뀐상황에해당한다.

한자와한자어의혼동

한자는 중국에서 빌려온 중국 문자이고 한자

어는 한자에서 온 낱말을 말한다. 물론 한자는

중국 문자이면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보편 문

자로서의특수성도있다. 또한한국식한자도있

고, 우리도 오래 빌려 사용해 오다 보니 무조건

외국문자로보기어려운점도있다. 그러나빌려

와 내것을 만들었을지언정 빌려온 것은 빌려온

것이다. 이점은15세기한자를목숨처럼여겼던

사대부들이직접다음과같이증언하고있다. 

［정음해례26ㄴ:8-27ㄱ:3_정인지서] 대개 중국

이외의다른나라말은그말소리에맞는글자가

없다. 그래서중국글자를빌려소통하도록쓰고

있는데, 이것은마치모난자루를둥근구멍에끼

우는것과같으니, 어찌제대로소통할때막힘이

없겠는가? -≪훈민정음≫해례본정인지서

한자어는한자로표기할수도있고한글로표

기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표기하면 우리글이요

한자로표기하면우리글은아니다. 한글로표기

한 한자어는 당연히 우리말이니 소통하기 어려

운한자어가아닌이상은우리말로품어야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자는

사람들이있다. 한자어를우리공용문자가아닌

원어문자로적어따돌리겠다는것이다.

먼저 한자어가 외국어인가라는 점에 대해 생

각해보자. 한글전용론자들은한자가중국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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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고, 한자를 사용하면 다시 모

화사상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한자는수천년동안사용되

면서우리말속에뿌리를내려우

리말의근간을이루어왔다. 

이 글도 한자와 한자어를 혼동

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한자어는

외국어가 아니며 한자어에 녹아든 한자의 가치

는존중해야한다. 한글전용론자일수록한자어

를 오히려 우리글로 표기하여 우리말로 받아들

이자고하는것이다. 

우리말에서한자어가 70%라는오해

우리말에서한자어가70%라는얘기는전문가

부터 일반인까지 관습적으로 인용하고 있을 정

도로일반화됐다. 그러나이는한자어를특별히

더많이실은특정사전통계가잘못전해진우

리말에 대한 오해이다. 이 통계는 이응백(1980)

의“국어辭典어휘의쐔別構成比로본漢字語의

重要쇐와 敎育問題 . 語文硏究. 25, 26호 합본.

一朝閣. 236-141쪽”이라는 글에서 비롯된 것으

로 이희승 편(1961) ≪국어대사전≫에서 어원별

통계인, 고유어(24.4%), 한자어(69.32%), 외래

어(6.28%)에 따른것이다. 이 사전은우리일상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 이를테면“미모

(美毛): 아름다운털”과같은일본사전에서넘어

온한자어가많이포함되어한자어비중이높다.

정호성(2000)의“≪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

보의통계적분석. ≪새국어생활≫10권 1호, 55-

72”에서의한자어통계는57.12%였다. 모든어휘

수 440,262(100%) 가 운 데 고 유 어 가

111,299(25.28%), 한자어가251,478(57.12%), 외래

어가 23,196(5.26%), ‘한자어+고유어’가

36,461(8.28%), ‘외래어+고유어’는 1,331(0.30%),

‘한자어+외래어’는 15,548(3.53%), ‘한자어+외래

어+고유어’는751(0.17%)였다.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말은 빈도수가 중요하

므로빈도수를따지면오히려“우리, 하다”등의

고유어통계가최소50%는될것이다. 

중요한것은우리생활속에녹아든한자어는

우리말이라는 것이다. ‘학교’, ‘지혜’등과 같은

한자어의한자어원을따지는것이무슨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한자어를 한자로 적자는 것은

한자어를무시하는것이다. 당연히한자어는우

리말이니 한글로 표기하여 우리말로 품어야 한

다. ‘미모(美毛)’처럼 한글로 적어서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필요한 한자어는 버리거나 쉬운말로

바꾸면된다. ‘만유인력법칙, 치매’등을한자로

적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는가? 

[표] 세 사전에서의어원별구성어휘수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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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회장 김일윤)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 기획물은 2018년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이

저출산 발전을 위해 헌정회에 기부해 주신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출산 해법 모색에

관한의견이나정책적인개발에관한관심이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저출산해법모색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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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심각성

우리나라는2001년이후지난20년동안현재세계

200여개국가중에서가장아이를낳지않는나라다.

2020년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합계출산율이 0.84

였다. 일본이 1.43명, 스페인 1.23명, OECD평균 1.61

명, 미국1.8명이다.

우리나라는2001년부터20년동안 1.3 이하를기록

하고있다. 최근 20년 간출생아수의집계를보면지

난 2000년 63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47을 기록,

2002년 49만명으로50만명대가무너지고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오다가 2007년 49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이후이명박, 박근혜정부때에는그나마꾸준

히 40만명후반대를유지해오다가문재인정부출범

시기인 2017년 35만명을시작으로 2018년 32만명,

2019년 30만명, 2020년27만명, 2021년25만명으

로 지난 5년간 극도의 저출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30세대의연애, 결혼, 출산포기현상이상상을초월

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의

표현이아니겠는가! 2021년에는 25만명출생이예상

되고있어합계출산율0.7명대로추락할것이다.

앞으로계속 25만명이하로출생아수가줄어든다면

엄청난인구절벽의부정적인효과에시달릴것이다.

80년 후인 2100년의 인구가 1800만∼2000만 명,

암울한미래가기다리고있다

吳濟世

17·18·19·20대의원

前국회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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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후인2120년인구가1500만명으로예상

되고있다. 우리나라의100년전1920년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였다니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는것이다.

영국옥스퍼드대학인구문제연구소에서“한국

은지구상에서가정먼저소멸하는국가가될것

이다”라고한것이과장이나허언이아닌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출산이 세계적인 보

편현상이라고하지만일본의1.3∼1.4, 유럽 1.6

∼1.8, 미국의 17∼1.8과 비교할때우리나라의

0.7∼0.9는 초저출산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저출산이라는진단을내리지않을수없다.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허지만

유럽이나일본은합계출산율 1.3을극복하기위

한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데반해서,

우리는 초저출산 기준인 1.3에서 더 추락해서

0.7로급추락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있

는것이다. 

위기를위기로인식하지못하는것이진짜위

기라는말이있듯이우리는진짜위기를위기로

인식하지못하고있는우를범하고있는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온 국민이 국가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것이국가존립의문제가되고있는저

출산대책의출발점이되어야할것이다. 

주요 유럽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보자. 먼저

프랑스의 출산지원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여출산과양육을개인과가족의문제를넘

어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수당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1.9라는비교적안정적인출산율을유지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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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에는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경제안정을 위하여 출산지원, 공공탁아소,

취학전아동의무교육및대학교까지무상교육

유지등국가가부모의경제적부담을지속적으

로줄여주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영국은 비혼율이 높아지며 단기간 출산율이

1.6 수준으로낮아졌으나지속적으로자녀양육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나 동거자녀 가족 등 혼

외출산자에 대한 정책을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

한혜택을지원하는등파격적인정책개선을통

해1.8대를유지하고있다.

일본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펴고 예산의 99%

를보육서비스를중점으로하여자녀양육가구

에 집중한 결과 2005년을 기점으로 1.4대로 완

만한속도로출산율이상승하고있다. 독일은가

족을위한사회기반정비와효과적인금전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휴직제도와 노동시간

단축을통하여남성의육아참여를촉진하고출

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에

서벗어나가족전체의역할로확대하는등지속

적인정책변화를꾀하는등종합적인가족정책

으로전환한후출산율1.6을기록하고있다. 

이스라엘은 선진국이면서도 2019년의 합계

출산율은 3.01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를 만들

기까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각 가족에 다수의

자녀를둘경제적여유가생겼다는점. 또하나

는 유대인이 본질적으로 낙관적이고, 보다 나

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자녀의 행복을 믿

을 수 있고 자녀를 많이 갖게 되는 동기가 된

다. 마지막 하나는 민족적인 요인이다. 유대인

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 등 항상 안보

위협을 받아 왔다. 민족을 유지한다는 이유가

아이를낳는동기중의하나로보고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로‘국가와 민족

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잠재의식

속에유대인의역사가그러한인식을뿌리내렸

을가능성이있다.

고령화문제와연관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850만 명으

로 고령화율 16.6%이다. 가장 고령국가인 일본

이28.4%이고유럽은평균21%∼23%의고령화

율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고령화

율속도는 1년에 0.9%∼1.0%씩늘어나서 1년에

65세이상50만명씩지속적으로증가한다.

2045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1832만명으로

고령화율 37%,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1900만명으로고령화율39.8%가되어고령화율

1위인 일본과 2위인 스페인을 제치고 우리나라

가고령화율1위의초고령국가가된다.

2021년현재40세∼69세의인구가2480만명

인데비해서0세에서29세인구는1516만명으로

960만명이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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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2480만명이 우리 사

회를 이끌어오며 노동력을 공급했다면 향후 30

년은 지난 30년보다 960만명이 적은 1516명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말이다. 960만명이

줄어든노동력과소비력은경제사회적으로엄청

난축소효과로나타날것이다. 과연대한민국의

향후 10년, 20년, 30년후의미래가지속가능한

성장이가능할까?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되는 2045년∼

2050년이되면국민연금이고갈되게된다. 국민

연금은 2021년적립금이 800조원대이고 2040

년까지 1700조로늘어났다가그후매년 150조

씩 지급하다가 불과 10년 후인 2050∼55년경

고갈되게된다. 

고갈된 후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매년 30%의

연금보험료를걷지않으면안되게되는것이다.

이때쯤에는 1800만명대의 노년인구를 위한

진료비도 증가하며 건강보험료도 25%, 노인요

양보험료5% 등30%의건보료를걷어야한다.  

불과30년후에우리가당면하게될이러한정

해진미래에대해서우리는지금바로이에대한

철저한준비를해야하는것이다.

‘행복한나라’‘복지민주국가’기적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치닫고있는현실을우리는직시하지않

고방관하고있는엄청난어리석음을범하고있

다. 심해도너무심한초저출산초고령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설립과 전국민적

고민과토론이필요하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는 2019년 5월에 발간한

책다시태어난다면, 『한국에서살겠습니까』에서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으로 변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잃어버린사회의품격으로진단했다.  

인간의 삶이란 돈과 권력에 몰두하고 승자독

식의사회로가는것이아니라인간다운삶을위

한 인간 존중, 사람 중시의 가치관으로 함께 살

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만 우리는 지속가능한

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어갈수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경제 기적을 이뤘다면

향후 70년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향후 70년은‘행복한 나라’‘복지민주국가’의

기적을만들어야한다.

그것은 집값 안정,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국가부채, 가계부채의축소로건전

한재정, 건강한가정경제를이룩하기위하여고

부가 가치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급 인재

양성을통해고도의지식사회를선도해나가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건

설. 그 길이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지옥이 아닌

행복한국가를만들어내는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수립되어져야할것이다. 이는여야를

떠나초당적으로국가존립의문제인만큼국가

차원의방안들이모색되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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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초저출산과청년의비혼

한국사회가초저출산으로가고있

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2002년1.17명을기

록한 후, 초저출산 상태는 변하지

않고있다. 지난5년(2016∼2020)

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17

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

명, 2019년0.92명, 2020년0.84

명(통계청, 2020)으로, 2020년기준한국은OECD 국

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이다

(OECD, 2021).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청년의 결혼

연기와출산기피로인해초래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2020)에 따르면, 한국의전체출생아중혼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한국은 제도적·문화적으로

혼외출산이존중받지못하는곳이며, 이상황이쉽게

변할것같지도않다. 사회적합의를통해혼외출산에

대한제도적지원과사회적지지망을갖춘다고하더라

도이를위해서는많은시간이필요할것이므로, 현재

의저출산문제는우선결혼내출산을중심으로해법

을모색해야할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문제를보는또다른시선

김석호

서울대사회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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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비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의 결

혼과출산결정은과거의이력, 현재상황, 미래

전망, 그리고정치·사회적환경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해이루어진다. 결혼과출산은개인에게

주어진협소한기회와한정된자원을어떻게활

용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관계가 있으며,

본인과자녀를포함한가족전체의현재에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투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저출산 대책은 청년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선택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하

며, 이 행위가 가진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속성

을 이해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

는 다른, 변화된 삶을 마주하고 적응하는 과정

으로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기존 저

출산정책은결혼과출산을생애라는선에서발

생하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

혼-출산-양육-교육-노후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우르는연속적관점을탑재하지않고있다.

청년집단내사회경제적이질성과결혼기피

청년이 직면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출

산을초래하는중요한원인이라는것은잘알려

진사실이다. 기존청년담론은한국사회의저

출산현상을설명할때청년이직면한경제적인

문제에초점을둔다. 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

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해 소수만 그 수

혜를누리기때문에결혼과출산의포기가초래

된다는것이다. 이는결혼과출산에이르기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

은사람에게는감당하기어렵다는논리이다. 저

출산의 덫 가설은 미래에 불확실성이 심화할수

록청년은경제적합리성을발휘하여결국더적

은수의자녀를출산하거나출산시기를늦춘다

고주장한다. 청년은자신의기대소득과소비수

준을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발휘하는데 기

대소득이소비수준보다낮을때그사회는저출

산의덫에빠진것으로본다. 청년은장래의취업

가능성과 임금 수준을 전망하여 경제적 합리성

에근거해결혼과출산가능성을타진할것이다.

청년은 예상되는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기대하

는소비수준이더클것이라는비관적인예측을

하는경우결혼과출산을기피할것이다.

포기담론과관련해지적해야할지점하나는

포기 담론이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연

애, 결혼, 출산에대한바람이나기대는그들이

동원할수있는자원이나사회경제적조건에따

라 다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로청년을설명하기어렵고, 청년내부

에서도 연애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구별된 의

식이존재할수있다. 현재널리통용되는포기

담론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출신으로 상

위권대학에다니는혹은졸업한남학생을모델

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 담론은 20대나 30

대의세대동질성을과장한다는비판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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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담론의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은 상당하며 사회이동에 대한 인

식또한계층화되어있다. 즉부모의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청년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에 대

한예측은달라지고이는결

과적으로 청년이 그리는 미

래에 대한 상(象)과 전망을

결정한다. 결혼과출산을인

생경로의중요한선택지중

하나로 고려하는가 여부는

현재 청년세대의 집합적 심상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과 사회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동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청년

내부에서도다른양상으로나타난다. 부모의사

회경제적지위가낮고제도적으로지원해줄수

없을때결혼과출산을선택할가능성은떨어지

며, 그역도성립한다. 바꾸어말하면청년이삼

포 세대인 것이 아니라 청년 내부 삼포 현상이

계층화되어있다는게정확한설명이다. 사회경

제적지위에따라연애, 결혼, 출산에대한자신

감차이를보이는데, 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청

년은높은결혼비용과양육비부담으로인해결

혼과출산에대한자신감을잃게될가능성이크

다. 결혼과출산뿐아니라사회경제적지위가낮

은청년은데이트경험도그렇지않은사람에비

해 적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포기 담

론은청년내계층화와이질성을고려해더정교

하게다듬어질필요가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은 예측할 수 없는 미

래로인하여결혼과출산을자신의미래로받아

들이지않는다. 특히이태도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정서적 지

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서

더심하게나타난다. 가족의지

원이 미미한 청년은 결혼과 출

산 의사에서 뚜렷하게 더 부정

적인 태도를 표출한다. 가용한

자원이 없음을 인지하고 미래

에대한전망이불확실하다고여기기때문에결

혼과출산을미루거나포기하고그결과로저출

산이심화하는것이다. 현재의경제적인상황과

저출산을연관짓는연구들은일자리와소득문

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문제는

완화될수있다는점을전제한다. 그러나이러한

진단과해법제시는우리가현재경험하고있는

저출산현상의반쪽만다루는것일가능성이크

다. 청년은 사회구조변동과 경제구조변동이라

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에노출된취약한집단

이므로 단순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본인

의직업과소득수준과같은현재의객관적인지

표만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나 선택

여부등은미래의시점을담고있으므로앞으로

자신의지위가어떠한방향으로변할수있을지

에대한전망과같은요소가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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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미래에대한전망과저출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년은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 한국의

청년이 특별히 다른 나라 청년과 비교해 더 열

악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는 없다. 청년에게 주

어진자원과지위는생애주기의전개로보았을

때 언제나 부족하며, 그들이 현실적 조건을 바

탕으로결혼과출산을결정하는것도새로운현

상은아니다. 그렇다면왜유독현재한국사회

의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더 기피하게 된 것일

까? 사회경제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이

과거보다더취약한위치에처해있기때문일수

도있다. 

하지만이답변만으로는부족해보인다. 청년

들이단순히직업과소득수준과같은현재의주

어진조건만으로결혼과출산에대한태도를결

정하진 않을 것이다. 미래의 삶이 개선될 수 있

을것이란기대와예측도중요할것이다. 결혼과

출산에대한의사나선택은미래에발생할사건

과관계하므로앞으로자신의지위와조건이어

떠한방향으로변할수있을지에대한전망적요

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또는포기현상은개인의사회경제적조건

의반영이자이에대한합리적평가의결과이기

도하지만, 결혼과출산을바라보는청년의시각

변화, 이에 수반되는 다가올 삶에 대한 전망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심리학적 현

상이기도하다.

청년의 연애, 결혼, 출산을 회피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러한 회피의 양상과 유형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현상이 왜 출현했는가를 설명

하는연구는부족하다. 청년이결혼과출산을어

떻게생각하고, 그생각의연원을심층적으로밝

히는연구는소수에그친다. 한국사회의저출산

문제를정확히이해하기위해청년이가진결혼

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사회심리학적요인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

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청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객관적 자

원보다는주관적인식이청년들의결혼과출산에

대한꿈과가능성에영향을 미친다는사실을확

인할수있다. 특히주관적인식중에서도현재에

대한인식보다는미래에 대한전망과 불안이결

혼과출산에대한태도를 결정하는중요한 요인

으로드러난다. 미래에예상하는계층위치와사

회이동가능성의비혼과 출산기피에 대한영향

력이 객관적 조건의 영향력을 압도한다. 현재를

토대로미래를판단하는청년들은미래를예측하

기어려워출산과결혼을선택지에서치워버리는

것이다. 기존연구가청년의현재사회경제적조

건에초점을두고결혼포기와출산기피를설명

해왔음을생각하면, 이결과는한국사회저출산

논의와정책에함의하는바가크다. 

 01-112(10월)수  2021.9.17 13:31  페이지87   MAC-4       



88

최고령주일대사

청와대에서걸려온전화

2004년 스스로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한후나는모든것을내려놓고현실정치에대해서

도거리를두려고노력했다.

현역시절 쌓아 온 인연으로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이

사장과 몸 담았던 정당의 상임고문으로 이름만 올리고

주로건강관리와여행등으로그동안하지못했던취미

생활을즐기고있었다.

전화가걸려온것은2014년 7월 2일오후4시쯤이다.

그날도이른골프를마치고마침집에서쉬고있을때이

다. 청와대김기춘비서실장이었다. 다음날아침조찬이

나하자는것이다.

그무렵무척골치아픈일들도많았고바쁠터인데갑자

기무슨일일까- 혹돌아가는여론이나들어보려하나여

겨간단히머릿속에할이야기를정리하고 궁금증을가지

면서약속장소인프라자호텔식당에서마주앉았다.

쐍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10월호부터 6회에 걸쳐 유흥수(4선) 前 주일대사가 일본에서 대사로 공직생활

을하면서느낀소회를담은글을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최고령주일대사’편이다. <편집자>

나의주일대사시절

남기고싶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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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과나는대학동기로가까운사이다.

김 실장은 뜻밖에 일본 대사 이야기를 꺼냈

다.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때인데 일본을 알

고일본에인맥을가진사람을보내야겠는데아

무리 생각해도 나말고는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직업외교관을

대사로보낼경우당면한여러현안을실무적으

로풀기어려우므로언어소통도원활하고일본

정치인과인맥도많은내가가장적임자라는것

이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톤으로 덧붙였다.

“이건절대친구라고해서말하는것이아니다.”

그 당시 주일 대사직이 공석이었다. 김 실장

은분명한말은없었지만이미임명권자와는어

느정도교감을마친것처럼느껴졌다.

나는갑작스런제의에놀라고어안이벙벙했

다. 이미은퇴한지10년이나되고나이도70대

후반인나에게대사라니 - 그것도가장첨예한

한일외교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주일대사’

라니.

그자리에서는대답을못하고헤어졌다. 그러

나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나는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이나이에나라가불러준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냐고 주저하는

아내를 설득하며 아무 개인적 부담 없이 한번

소신껏마지막국가에봉사해보자고결심했다.

사실외교관은젊은한때나의꿈이었기도하

고주일대사는한번해보고싶었던자리였다.

대통령의당부

승낙을 하고나니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

었다. 아그레망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야기

가나온지한달남짓된2014년8월21일청와

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서의 신

임장을 받았다. 대사는 신임장을 받는 것이 임

명행위다. 아내와동행이다.

나에게주어진정식명칭은‘주일본국대한민

국전권대사’였다. 그때내나이 78세(만77)로서

역대최고령대사였다. 은퇴한지꼭 10년되는

해이다. 아마도 임명직으로서는 그때나 지금이

나최고령공직자일것이다.

수여식을 마치고 잠깐 대통령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엔 윤병세 외

교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주

철기외교안보수석등이배석했다.

대통령은 나에게“일본을 잘 아시지 않느냐”

며운을띄우곤어려운한일관계를잘풀어달라

고당부했다.

위안부 문제는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인점

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임명장수여식후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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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말했고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일관

계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

는교류가활발했으면좋겠다는뜻도말했다.

또한내년 2015년은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이니까새로운한일관계의원년이될수있도록

노력해달라는당부도있었다.

나역시대통령께서도일본사람자주많이만

나주었으면좋겠다고건의하고일본가서천황

과 아베(安倍) 총리에게 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안부와겸해서구두메시지로전하는것에대해

양해를받았다. 

박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일본에알리고싶었던것이다. 그당시로는

한일관계개선의뜻이전혀없는것으로일본에

서는생각하는분위기였다.

대통령과나는국회외무위원회에서오래같이

있었고국회본회의장에서는박근혜의원의좌석

이바로내뒤편이고그옆이박관용의원(나중에

국회의장)이어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으며 농을

주고받기까지할정도로잘아는사이이다.

신문에서는올드보이의귀환이니하면서잠시

꼬집기도했으나긍정하는분위기도적지않았다.

또하나재미있는일은우연한일이었지만대

사로가기바로 2년전에조선통신사재현행사

에 내가 정사(正使)로 참여하여 동경 거리를 가

마를타고활보한일이있었는데그리고나서 2

년후에정식으로일본대사가되어부임하게되

니우연치고는좀묘한생각이들었다.

나와일본과의인연

나는어릴때일본교토(京都)에서자랐다. 소

학교 5학년까지일본에있은것이다. 우리가족

이일본에서귀국한것은해방이되고도한참후

인 1949년 10월이다. 그러니까 6.25 직전 부산

에서소학교6학년으로편입했다.   

나의유년시절은거의일본에서보낸셈이다.

또국회의원선거에한번낙선한일이있었는데

그때일본교토대학에서 1년간연수한일도있어

언어소통에는별어려움이없을뿐아니라일본인

의정서와생활을잘이해하는편이라할수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처음부터 끝날 때

까지 16년 동안 내내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했

으며간사장부회장까지역임했다.

내가 간사장일 때 파트너였던 누카가와(額賀)

의원은 그때 아직 의원 신분이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맡고있었으며지금까지하고있다.

정계은퇴후에도김수한전국회의장이회장

으로있는한일친선협회중앙회에서부회장이사

장등의직함을가지며일본과의인연을이어오

고 있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본을 공사 간

에자주갔으며일본의정계인사들과공식비공

식적으로끈은이어오고있었던것이다.

또 일본은 내각책임제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인대사가일하기는좋은여건이다. 이렇게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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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

폭을넓히고대화의물꼬를트는일에집중하기

로마음먹었다.

욕먹을각오를다지며

나는 주일대사직을 수락하면서 내심 욕먹을

각오를했다. 악화일로에있던한일관계를풀기

위해서는누군가는총대를메야하는데내가그

역할을자임하기로결심한것이다.

사실현직정치인이나정치적야심을가진사

람이 이런 역할을 선뜻 맡기란 쉬운 일이 아니

다. 한일관계는미묘한데가있어서잘못부정적

인이미지가박히면정치생명을잃을수도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친일파라고 매

도되면도매금으로넘어가버리는사회분위기다.

하지만나는이미정계은퇴를했고다시무엇

을하겠다는생각같은것은추호도없었기때문

에 혹시 일부에서 친일파라는 악의적인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소신대로 한일외교의 징검다리

역할을하겠다는것이나의각오였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소신을갖고있다. 과거도그랬고현재

도 그렇고 미래도 일본을 빼고 우리만

갈수없다는것이다. 지리적으로너무

가깝기때문에역사문화인종생활 -

모든면에서얽히고설켰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이 숙명인

데 원수지고 다투고 싸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다. 일본을이기기위해서는일본보다

나아지는것이다. 근대에우리가일본에당했지

만고대엔우리가일본보다선진국이다. 우리가

문화나기술이나많은것을전수했다. 일본에가

면고대우리나라의흔적이수두룩하다. 그래서

다시우리가일본보다나아질때그것이일본을

이기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과거를넘어서

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일본을

극복하는길이라고나는믿고있다.

마주보고달리는전차

여기서 잠시 내가 부임할 당시의 양국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한국과일본의외교관계는어떤의미에서는긍정

적으로발전해왔으나그때그때고비가많았다.

1990년대까지만해도한국과일본은‘반공’이

라는목표를공유하고있었기때문에미국을매

개로 한미일의 협력관계는 상당기간 잘 유지되

한일의원연맹간사회의(2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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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양국간에시한폭탄처럼잠복되어있는

갈등의 요소들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중국의부상으로동북아의국제질서

는큰변화가생겼고한일간에도잠재된갈등요

소들이하나둘표출되기시작했다.

그런중에서도좀더최근의일들로국한해서

살펴보자면그갈등이구체적으로드러난계기는

이명박대통령임기말부터다. 2011년 12월교토

(京都)에서열린이명박대통령과노다요시히코

(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로 격론이벌어졌고결국회담은 합의에 이

르지못하고형식적인절차로만끝나고말았다.

이런판국에그다음해인2012년 8월이대통

령이 보란 듯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양국관계는

본격적으로갈등과대립국면으로접어들기시작

했다. 이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논쟁이 다시 불

붙기시작했다. 대통령의독도방문은독도영유

권을국제분쟁으로확대하고싶었던일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호재였다. 일본에게 좋은 구실과

명분을제공한셈이었다.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데 새삼스런 대통령의

독도방문은우리나라로보더라도별로좋은선

택은아니었다고나는생각한다.

이것으로끝이아니었다. 이대통령은또일본

천황을건드렸다. “일왕이한국을방문하고싶다

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서진심으로사죄하면된다.”

이 말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

만일본에서는천황이라면아직민감하다. 한일

정상회담결렬, 독도방문, 천황발언등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를 키우는

기폭제가되었다. 

이무렵일본은센카쿠열도를두고중국과갈

등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시기였으므로혐한여론은더욱크게확

산되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처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

에위안부소녀상이세워지고유엔등국제무대

에위안부문제를부각시키는등반일감정이더

욱뜨거워졌다.

즉이제외교적대립을넘어양국국민감정속

에서도반일과혐한의골이깊어만갔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2012년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의새정권이들어섰고일본에서는아베(安

倍) 내각이성립되었다. 그러나양국은새정권하

에서도좋아질기미는없이더욱나빠만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기관차가 충돌을 불

사하고마주보고달리고있는형국이라해도과

언이아닌상황이었다. 또한너무많은문제들이

널려있어마치지뢰밭을걷는심정이기도했다.

필자가대사로부임하였을때가바로이러한시

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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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제11대 경주 월성청도지역국회의원과경남대

학교북한대학원석좌교수를역임한김순규전의원의역작

이다.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북한의

개혁과개방의모델까지제시했다. 

책의본문에보면“우리사회에는북한을많이안다고착

각하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다. 76년이나

떨어져사는데다북한에가서제대로보고온사람이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당연하다. 이 사회의

북한지식은과연얼마나될까. 알고보면우리는북한을너

무모른다는것을깨닫게된다”고북한의인지에대해지적

하고있다. 북한에대해“해방후모든재산이국유화된북한

과최저임금논의가활발한남한의경제가어떤모양으로협

력이 가능한지 봉건주의적 여성관이 지배하는 북한과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남한의 남녀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현저하게다른저널리즘언어를구사하는언론이어떻게공

적 영역의 담론을 형성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저자는“북한을 가본 사람

은거의모든사람이평양을보고또거기서안내하여보여

주는 곳만 보고 맘대로 시내를 다닐 수 없었으니 차중에서

평양의 외관을봤을때모두가웅장하고깨끗하게보인다는

인상을받는다. 평양은모델시티다. 특별도시라는말이다. 지

방을두루살펴보지 않고평양을보고북한전체를말할수

없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 뒷쪽을 가보거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며

북한의가려놓은이면을지적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는“북한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줄곧하강곡선을그리고있다. 우리식대로산다는자

력갱생을고집하기때문이다. 북한이같은공산국가인베트

남과 중국을 롤 모델로 삼아서 변화를 모색하고 개혁과 개

방을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본 기술 등이 북한에 투

입될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가능한 물심양

면의지원을통하여그들을일으켜세워야한다. 북한의풍

부한 자원과 우리의 발전된 공업 부분이 공동협약 하면 우

리민족은공동번영의길이열릴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순규박사는올해 83세이지만학문에대한열정은식

지 않았다. 경주중·고를 나오고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에게 정

치학을 가르쳤다. 김 교수는 항상 남남북녀가 만나듯이 남

한의 과학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이 서로 결합하면

세계를선도하는통일국가가될수있다는신념을가지고

있다. 

『북한의어제와오늘』-북한의롤모델국가베트남과중국-

김순규경남대북한대학원석좌교수

회원책소개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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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와 문명의 발생지는 어디이며 어디로

이동해왔는가? 라는질문에과거과학기술이부족

했을 때의 세계 석학들은 역사문헌과 고고학 등으

로‘5,500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문명에서 시작되

어 6대 문명이형성되었다.’라는것을정설로 여기

고있었다. 또한인류문화의기원을일만년바이칼

지방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졌다는 설 혹은 카프

카스 지방설, 알타이 지방설, 몽골 지방설, 시베리

아 지방설, 중국북부(화북) 지방설, 古한반도 자생

설 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

한 문화와 문명의 공통된 의견은 신석기시대 농경

한국은세계문화의중심국이다

韓斅葉

헌정회운영위원회부의장

헌정회부산지회장

12대의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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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시작되면서인간이정착하였고, 정착하

면서씨족, 부족, 국가등으로인류문화가시작

되었다고한다. 

그러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따뜻

한태양이솟는동방으로이동하여古한반도즉

현재한국에종착하였다. 현재는과학기술과생

명공학의 발달로 연대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자연과학자와 인구사회학자들

은5만 3천년전지구에최후의대빙기가왔을

때태양열의 90%는차단되고 10%만땅에닿아

북위 40도 위에있는모든생물들이얼어죽거

나굶어죽었다고한다. 

빙하기생존자들의남쪽이동

그 당시 구석기시대 사람은 90%가 사망했고

10%의 사람들만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여 자

연 동굴에 숨은 사람만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살아남은사람들을바로동굴인이라고한다.

한국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갈라져 뻗은 충

북 차령산맥 근처 강원도 충북 경북 경계에는

천여개의석회암동굴이있었고평안도와황해

도부근에는석회암동굴이 100여개가있었다.

제주도 해안가에는 다수의 용암동굴이 있고 전

라북도 고창 일대에는 50여 개의 동굴이 있었

다. 그리고 중국 양자강 지역에 동굴이 많았다

고한다. 12,000년빙하가녹고태양열 100%가

땅에 닿자 기후가 오늘과 같아졌다. 사람들은

동굴에서나와해안가에서농사를짓고살았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사람들은 따뜻한 태양

이 있는 동으로 이동해 오다 유라시아 동쪽의

맨끝인한국동해까지도착하여동해의깊은바

다로 인하여 더 이상 태양을 따라 동쪽으로 갈

수없기에한국의남한강유역과금강상류, 낙

동강지역, 영산강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

은한국중부와남부지역이되었다. 

신석기시대의기후변화

빙하는12,000년전까지계속되어북위40도

즉 신의주와 북경 위에는 사람은 물론 아무런

생물이살수없었다. 따라서신의주와북경위

에서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학설은 허위

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낡은 학설이 되

어 버렸다. 12,000년 전이 되어서야 오늘날과

같은 기후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

가 열린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를

지은곳이12,000년전의한국과아나톨리아반

도(터키)이며 특히 한국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

서단립벼가발견되어세계에서가장오래된단

립벼로 최초의 농경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정

받았다. 이는옥천남곡리와수북리의신석기시

대 농경기념 선돌 유물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기후를 되찾은 12,000년 전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 중부지역의 사람들은

9,000년전부터더욱풍족한땅을찾기위해북

쪽지역 만주 요동, 시베리아, 바이칼, 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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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시작하였고, 7,000년 전 따뜻한 온도가

극에 달하자 풍족한 옥토의 요하동쪽과 서쪽으

로이동하게되었다. 그러나 6,000년∼5,000년

전부터비가오지않아기근등의기후변화로인

하여농사를지을수없게되자또다시남하하기

시작하여역사의고향한국과요동발해산동성

등지로이동하였다.

농사재배와농경문화

정리하자면, 자연과학과기후변화와인구이동

경로에 의하면 자연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12,000년 전에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었으며 신

석기시대와 농경사회가 시작된 곳은 한국 중부

남한강유역, 금강상류, 영산강, 낙동강지역이

고 여기서 농사재배와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형

성되었으며농사와관계되는태양숭배사상과새

토템이형성되었다. 이를밝족이라하고고조선

문명이 형성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9,000년

전부터북방으로인구이동이시작되어 7,000년

전홍산문화등각지역에문화가형성이되었다

가 6,000년~5,000년 전 사이에 가뭄과 대홍수

등의기후변화로인해다시한국중

부한강, 금강, 남부낙동강, 영산강

지역과 중국 양자강, 인도 인더스

강,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집트

나일강지역과아메리카잉카등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문화와 문명이

형성되었다고한다.

단군왕검과고조선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서울대학교 신용하 교수

가90살을바라보며평생동안연구한논문을발

표하였다. 세계가인정하는한민족의기원및형성

과고조선문명에대한저서 3권을자연과학과유

전공학등의최첨단과학적방법으로연구·발표

함으로써그이전의학설은낡은학설이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한국인의 문화와 문명은 바이

칼이나 수메르나 천산이나 시베리아에서 온 것

이아니라한국에서9,000년전에바이칼, 천산,

시베리아 등지로 간 것이다. 그 이후 6천 년 전

부터 기후변동으로 인해 역사의 본국인 한국으

로돌아와맥족인여족장과한족의군장이혼인

동맹을맺고아들을낳았다. 그아들을단군왕검

이라하였고그는고조선을건국하였다. 그러므

로 5,000년 전부터 한국 한국인의 문화인 동아

시아인류최초의독립문명인고조선문명이탄

생되어 우랄알타이 민족과 일본, 아메리카인디

안문명등이다른지역으로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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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명의종주국

9,000년전의한국과한국인의영역은바이칼,

시베리아, 유럽, 인도, 아메리카에걸친문화문명

의 종주국이었다. 이는 현재의 관점에서도 가장

과학적인언어한글문화나1377년에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찍어낸직지심체요절, 751년세계최

초의 목판 인쇄술로 찍어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과 세계최대의 기록본 팔만대장경,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지식과정보화기술을비롯하여전세계

를휩쓸고있는스마트폰등IT기술과방탄소년단

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세계

젊은이를열광하게하고있음에서동일하다. 한국

문화예술이빛나고있는것은옛조상들이이룩한

문화와 문명과 DNA와 자질과 능력이 한류라는

이름으로되살아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조상들이이룩한이러한역사문화전통

을 정치권력들과 사라사욕에 눈이 먼 매국사학

자와 지식인들과 지도층 지배층이 개인의 욕심

에의한횡포로망가뜨리고있다. 비판의대상은

그들만이 아니다. 사대사관 식민사관 매국사관

에젖어든이들을퇴출하지못하고배척하지못

하고한국의문화를지키지못하는못난국민되

어죽는줄도모르고망하는줄도모르고아군과

적군을구별하지못하는우리의모습역시비판

의대상이다. 분열과대립과갈등을조장하고휩

쓸려주체성없이한국한국인의정체성을말살

하고 자주적인 역사의식과 철학 없이 자존심과

자부심긍지를가지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열

등의식과외세를등에업고나라팔아먹는경쟁

으로자신과자녀들과자기네들끼리만자손만대

호의호식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해방76년동안반성의기회를주었으나더이상

그들의반성과성찰을기대하기어렵다.

자랑스러운한국인답게

국민이여 깨어나자! 국민이여 일어나자! 국민

이여함께하자! 우리는할수있다! 반드시해야

한다! 우리는세계에서유일한천손의민족인단

군의후손이다. 당당하게자랑스러운한국한국

인답게한마음한뜻으로더불어살다가한국한

국인은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세계문화와 문명

의 기원으로서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주인공

이라는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더이상권력과

돈과명예에연연하지말고휘둘리지말고매관

사관그들의감언이설에더이상속지말고인간

답게사람냄새맡으며의미있고보람있는자랑

스러운한국인답게, 주인공답게, 주인답게, 잃어

버린역사와문화를되찾기바란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살다가위대하고영광된대한민국과

한국 혼과 한국인의 위대한 한얼홍익인간 정신

과유구한역사와찬란한문화와전통을다음세

대에게물려주는것이이시대에살고있는한국

인의책임이고소명이라고강력히호소한다. 우

리다함께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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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17일제73회제헌절경축식장면

을텔레비전으로보다중간에꺼버렸다. 도저

히 창피하고 부끄러워 끝까지 볼 수가 없었

다. 어쩌다가대한민국헌정회를대표하는헌

정회장이예전의기념사대신제헌헌법전문

이나읽는낭독자로전락했단말인가. 의회민

주주의두기둥인국회와헌정회의전통은어

디로사라지고, 헌정회장이국회의장의엑스

트라가되어버렸다. 

헌정회장의기념사배제

누가제헌절전통을깨는가

金成鎬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정책실장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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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경축식때전직국회의원단체인헌정

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뒤이어 국회를 대표

하는국회의장이경축사를하는것은오랜전통

이었다. 8.15 광복절때광복회장이기념사를하

고, 뒤이어대통령이경축사를하는것과같다.

그러나 이런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지난해부

터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난해 72회 제헌절 경

축식 때부터 헌정회장이 해오던 기념사가 완전

히빠져버린것이다. 헌정회는내부적으로부글

부글 끓으면서도 올해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겠

느냐는기대를갖고‘헌정회장기념사배제’사

실을쉬쉬했다. 국회와의갈등을노출하는것이

의회민주주의 두 축인 국회와 헌정회 모두에게

도움이되지않는다는고민때문이었다.

속담에‘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고 했

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의올해8.15 광복절기념사논란과관

련해야당최고위원이“쓴소리헌정회장기념사

는 X, 사전협의 광복회장 기념사는 O”라는 제

목으로 헌정회장의 기념사 배제를 공론화했다.

매일신문 등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이제

헌정회장의 제헌절 기념사 배제는 더는 감추거

나 쉬쉬할 사안이 아니다. 탁 까놓고 공론화하

고공개적인해결책을찾아야할때다.

박병석국회의장뜻인가, 

문재인청와대압력인가

헌정회장 기념사 제외 과정을 알면, 그 치사

함과졸렬함에입이다물어지지않는다. 대한민

국 국회의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는가에 한탄하

고, 청와대압력이라면청와대의치사함에놀라

게 되고, 불의에 정정당당 맞서 싸우지 못하는

헌정회의비굴함에부끄러워진다.

발단은 2년전 2019년 7월 17일 71회제헌절

경축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경현 헌정회장은

기념사에서“이제이승만대통령과김구선생을

싸움 붙이는 일은 그만둬 달라”며 국민 편가르

기보다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듣

기에는조금거북한쓴소리였을지도모른다. 그

러나 헌정회는 대한민국 최고원로기구로서 다

양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단체이고, 더욱이

유회장은정치인이전에평생언론인으로살아

왔기때문에평소성품대로정권에대한아부성

발언보다는애정어린비판의충언에서그런발

언을했을것으로본다.

그 뒤 청와대에서 불쾌해한다는 소리가 들리

고, 국회의장실에서도불만이터져나왔다는얘

기가나돌았다. 아니나다를까, 그다음해인지

난해 72회 제헌절 경축식에서부터 헌정회장의

기념사가아무런통보도없이제외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발단이 된 사건인데,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부터‘헌정회 보

복’조치가 현실화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핑

계로 헌정회장에게 아무 역할도 주지 않더니,

올해는 뒤가 켕겼는지 김일윤 헌정회장에게 다

른시민대표들과함께제헌헌법전문낭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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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엑스트라역할을주었다.

헌정회장 기념사 제외가 청와대의 압력에 의

한것이든, 국회의장실의독자판단에의한것이

든 최종 책임은 현 국회의장에게 있다. 제헌절

행사주관은국회이기때문이다. 3권분립이라는

낡은얘기를꺼내지않더라도국회가청와대한

마디로 알랑알랑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이 돼서

야하겠는가. 어떤경우든정권에비판적인헌정

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본질은변하지않는다. 문재인의청와대와박병

석의국회가만드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대

한민국민낯’을우리는지금보고있다.

‘우리안의반의회주의’와싸워야

이렇게 내년 74회 제헌절을 맞을 수는 없다.

헌정회장의제헌절기념사배제라는의회민주주

의 치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국회는

민심의 용광로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이다.

국회가조금비판적인목소리를냈다고말을막

아버리는 정치보복을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무엇인가. 

지난해와올해8.15 광복절때김원웅광복

회장이 논란이 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광

복회장 기념사를 빼라고 하지는 않는다. 제

헌절의헌정회는광복절의광복회와같은성

격을갖는공법단체다. 광복회장의기념사는

그대로남았는데, 헌정회장의기념사는어디

로갔는가.

이제헌정회가나서야한다. 헌정회장의제헌

절기념사배제는헌정회정통성을부정하는의

회민주주의 배신행위다. 헌정회는 헌정사의 증

인들이모여있는제헌헌법정신의계승자이고,

의회민주주의의산증인이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던

의회민주주의파괴행위가21대국회에서전방위

로일어나고있다. ‘우리안의파시즘’처럼21대

국회에‘우리안의반의회주의’가있을줄어떻

게알았겠는가. 해방이후지켜온의회민주주의

가21대국회들어박물관에박제된완장과홍위

병의난동으로무참히짓밟히는것을방관할수

는없다. 

국회의장을상대로공개적인의회민주주의투

쟁을해야한다. 아니면, 내년제헌절행사는국

회와별개로헌정회차원의독자행사로치러야

할것이다. 헌정회가‘국회예산권’눈치보느라

찌질한패배자로남아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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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정당정치하에서공천을통하여지도

자를 뽑는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각종 조

합장심지어는마을의 이장과 경로회장까지도 당선

과낙선을경험한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라고 표현한다. 동물의 세계

에서약육강식이나벌들의 삶속에서여왕벌을 따라

모여드는행태와흡사하다.

매스컴에서는 온통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화젯

거리가 되고 있다. 어제까지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

비며 뭉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형세가 좀 불리해

졌다고유리한 쪽으로 철새처럼이합집산으로 분열

해가는모습을보면서씁쓸함을금치못한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기로서니 이래가지고서

야시정잡배만도 못한정치인이라고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정치인이 아니라 모리배라고 욕을

먹는다하여도감수해야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서 대권주자(大權

走者)가없는정당은자연히소멸되는것이정치공

국정최고지도자의자질검증이

필요하다

쐥榮愛

18대 의원

한나라당정보과학분과위원장

충청향우회중앙회부총재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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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냉엄한현실인것이다.

이에필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지도자의검

증요건으로제시하고자한다

국정철학과국가관검증

첫째, 후보자의 국정 철학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필요하다. 아무리지지도가높고대중적

인 인기가 있다고 하여도 한 국가를 이끌어갈

재목(材木)인가를검증하여야할것이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대중 인기도만 쫓다가 보

면자칫대세를그르칠수있다. 이는지난역사

가잘말해주고있다. 이에필자는각종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지도자들에게‘역사에게 길을

물어보라’고주문하고싶다. 그러기위해서는맨

먼저언론이앞장서서철저한사전검증을해야

할필요가있다. 출생에서부터성장과정과주위

환경은물론이고학력, 경력등을낱낱이드러내

놓고 철저하게 검증을 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등의다양한분야를

이끌어갈수있는리더로서의자질을철저히검

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둘째, 후보자의 국가관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야 한다. 사상 검증은 물론이고 후보자의 극단

적인 좌편향이나 우편향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우리대한민국의특수성을감안할

때지나친치우침현상은자칫국론을분열시킬

수있는요소를남길수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강대국의각축장이되어왔으며외세의침입

이끊임없이이어져온나라이기때문이다.

한반도의 특성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져야 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확고부동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이 뚜렷한

리더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셋째,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망국적인 병폐

이기때문이다.

넷째, 일시적인인기위주의세몰이로대권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여야할것이다. 왜냐하면최고지도자가

결단을 내릴 때 우왕좌왕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이 빈약할 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기때문이다.

국정수행능력과청렴결백

다섯째,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퇴임 후를 생

각하여 마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슨

무슨 거대한 재단을 만들어 수천억이나 수조원

의 국고를 탕진하는 우를 범하여 왔었다. 사리

사욕에눈이멀어마치국고를본인의사금융으

로착각하는행태를우리는보아왔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바 이를 무시

하거나법을악용해왔기때문에초대대통령으

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지도자들이

많이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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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술한바와같이많은검증항목이있겠

으나 최고지도자가모든항목에걸쳐서만능의

전문가가될수는없다. 따라서조직의전문성을

감안하여오케스트라의지휘자처럼슬기로운지

휘봉을가진지도가가필요한때이다.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재직

시는말할것도없고퇴임후에도청빈한생활로

인하여국민들로부터최고의존경을한몸에받고

있지아니한가. 다산정약용선생의목민심서에서

도보는바와같이존경받는공직자는청렴결백을

최고의덕목으로삼아야한다는교훈을주셨다. 

상산록에 이르기를 청렴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설파하였다. 

1. 최상의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봉록 외에는

아무것도받지아니하고먹다가남는것도가지고

돌아가지아니한다. 벼슬을그만두고집으로돌아

가는날에는다만본인이타고다니던말만타고

가니이것을최고의청렴한관리라고하였다.

2. 중등급의청렴은자기의봉록외에도정당한

것은먹고정당하지아니한것은먹지아니하고먹

다남은것은집으로가지고돌아간다고하였다.

3. 최하급의청렴은규례(規쎑)에정하여진것은

비록정당하지않은것도먹고규례에있지않은것

은제가먼저악례를만들지않는다고하였다.

이와같이청렴도다같은청렴이아니라는뜻

이다. 이와 같은 다산 정약용의 청렴의 기준은

오늘날 공직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중에

청렴상의기준이되고있다. 정치인들은다산정

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읽으면서

작금의현실을반성해보아야할것이다.

국민통합과경제살리는지도자

여섯째, 국가최고지도자의덕목은국민대통

합을할수있는리더가필요하다. 위로는대통령

에서부터마을이장선거에 이르기까지우리사

회는온통선거문화에휩싸여있다. 선거가끝나

고나면사분오열되어 민심이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서로헐뜯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볼때

너무나많은선거로인한폐단이아니가싶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고 리더가

필요한때이다. 대한민국은부존자원이부족한나

라여서수출로먹고사는나라일수밖에없다. 아

무리좋은정치를한다고외쳐댄다하더라도국가

의위상과국제적인상황이안정되지못하게되면

각종경제지표가하향곡선을면치못하게될것이

다. 집값은폭등하고물가는오르고청년들의일

자리는 마땅치 않고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을 때

대한민국의미래는암울할수밖에없을것이다.

거시경제, 미시경제를막론하고코로나19의사

태로 인하여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생소하고

어려운환경에직면해있다. 따라서오천년의유

구한역사와86. 88 양대스포츠행사를통하여보

여준대한민국국민들의저력을이제보여줄때가

왔다. 우리모두일치단결하여이난국을헤쳐나

가는데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지않겠는가. 우리나라대한민국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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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선전을 의미한다.

원래로마가톨릭에서포교를전담하는추기경들의

위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라틴어로‘확장 정

도’라는 뜻으로 가톨릭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확장’이란 의미의 말이 됐다. 영어에서는

1790년대부터 선전의 의미로 쓰였다. 처음에는 중

립적인의미로쓰였으나 20세기에 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짓과 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지테이션(agitation)과 프로파간다의 줄

인말인아지프로(agitprop)는 공산주의를위한선

전선동이나프로파간다를말한다. 과거소련공산

당중앙위원회의한부서에서나온말이다. 프로파

간다는위정자의주장을홍보하거나설득하고선전

선동을하는것을말한다. 프로파간다는선전의의

미 외에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커뮤니케이션이라고할수있다. 모든미디어

가프로파간다의도구로이용된다. 

독재의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의현대적인의미는광고와PR의아버

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데이비스의 저서『프로파간

다』로부터 시작되었다. 광고 기획자로 대중의 심리

를자유자재로조정하던자신의경험을이론으로체

계화하였다. 이애드워드의이론을가장열심히연

구해실천한인물이히틀러와그의나팔수인괴벨스

다. 자국의 체제를 찬양하고 대결하고 있는 나라를

의도적으로폄하한다. 그러기위해필연적으로거짓

말과 포장이 동원되었다. 정부가 국민을 우매하게

마법에걸린

프로파간다

이동한

헌정회편집주간

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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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데서프로파간다가자주만들어졌다.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는 나치 정권 체제의 프

로파간다를 먼저하고 그것에 맞춰 정책을 진행

한속이텅비어있는체제의조작행위였다고비

판받았다. 현대 정치판에는 프로파간다가 남용

되고있다. 괴벨스선전선동외에도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가 격렬하게 대립하던 냉전 당시에

자본주의가공산주의를공격하는대표적인사례

로소위이념교육과세뇌를시키는공산주의의

프로파간다를 비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만

화에도활용되고, 흑색선전이라고불렀다. 국내

외 정치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익집단에서도 일

어났다. 특히정부가사회집단에대한자기들이

하고싶은말을전달하기위해뉴스보도를어떻

게 연구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경로를 추적한

결과권력과자원이뉴스가요구하는장치로프

로파간다모델의기본요소가됐다.

최근에는사회주의국가뿐만아니라세계각나

라에서대중의지지를얻기위해지도자의사진을

일부만게재하거나수정과조작으로사실을왜곡

하여의미를변형시키는사례들이늘고있다. 

선거기간여론조작

미디어를 통해 서슴지 않고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념을

다른집단에전달하기위하여사진을조작한다.

언론이 통제된 폐쇄적인 사회에서 사진 조작이

많이행해진다. 대부분의선전이나선동을위해

서는 사진 조작이 우선 이루어지고 미디어들도

여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보도조작을한다. 

정치인들이사용하는정치커뮤니케이션선전

전략들 속에 비친 자신들의 이미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선거기간이

되면 정치인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

션 전략을 채택하고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알리

기 위해 온갖 선전 기법을 활용한다. 정치적인

캠페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선전 기법에는

매도, 미사여구, 이미지전환, 보통사람, 카드,

속임수, 부화뇌동등이있다. 

선거기간에미디어의프로파간다는유권자들

을 현혹시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거 결과를

낳게하고결국비정상적인사회구조를낳게한

다. 프로파간다는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의사를 표시하

고정보를전달하기위한수단이발달되면서실

행됐다. 

집단의 구성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에서

발생했다. 문명이 복잡하게 발달되면서 프로파

간다의 의미는 진화를 했다. 선전과 선동술이

되고 조작과 기만술이 됐다. 순수한 언어가 오

염이 되고 착한 미디어가 악행을 강요당했다.

문명의 마법에 걸려있는 프로파간다가 불쌍하

다. 죄 없이 태어난 프로파간다를 인간이 죄짓

게만들었다. 건강한프로파간다를인간이병들

게 한 것이다. 프로파간다를 구제할 책임이 인

간에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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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廣場헌정廣場

터키앙카라한국전참전기념비참배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8월 18일 터키앙카라한국공원을방

문해한국전참전기념비에헌화참배했다. 朴의장은참전용사들에게“우리

대한민국은여러분의헌신을결코잊지않을것이고우리후세들한테도그

기억을교육시킬것이다. 참전용사들의후손들에대한장학사업을계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숨

쉬고있다”고말했다. 한국전참전기념비는 1973년준공된것으로하단에는 6.25전쟁으로목숨을잃은터

키군인들의이름이새겨져있다. 터키는한국전 4대파병국으로, 6.25 전쟁당시양국수교가안됐는데

도불구하고21,212명을파병했다. 이중 966명이전사하고 1,155명이부상하는등큰희생을치렀다.

국립현충원참배

鄭鎭碩(16,17,18,20,21) 신임 국회부의장은 9월 1일 새로선출된상임위원장

들과함께서울동작동국립현충원을방문해호국영령께참배했다. 鄭신임

부의장은“나라가위태로울때목숨을내놓았던호국영령들앞에서견위수

명(븏危授命)의자세를다짐하며, 국민의안전을지키고번영을다지는길에

여야가있을수없다. 국민의눈높이에맞춰, 민생을돌보는국회가되도록

노력하고또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개막식

金富謙(16,17,18,20) 국무총리는 9월 10일‘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

막식’에참석했다. 金 총리는“산삼항노화는우리미래먹거리산업이며문

재인정부뿐만아니라다음어떤정부라도여러분을도울것”이라면서“코

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경남KTX, 진해신항개발, 가덕도신공항같은경남미래를열어나갈핵

심사업에많은힘을모아주고계신다. 정부도최선을다해서돕겠다”고말했다.

공익법센터면담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9월 9일아프간여성지원관련해공익법

센터와면담했다. 金부의장은“현재탈레반집권초기로혼란기에있다. 국

제사회가 함께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직접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레반

정권과 소통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아프

간인들에대한지원방안도필요하다는데에공감한다. 정부와충분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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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C 2021’지역별예선및

‘2021 ICC’참석

쐍晙相(11,12,13,14) 한국정보기술연구

원장은 9월18일∼19일까지 아시아

지역예선인 ACSC에 K-BoB Security Forum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호

원(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이하 ENISA)이 전 세계의 정보보안 청년 인재 발

굴을 통한 사이버보안 교육 및 기술 함양을 위해

‘2021 International Cybersecurity Challenge(이

하 ICC)’와 아시아 지역 예선으로‘Asian Cyber

Security Challenge 2021(이하 ACSC)’의 일환으

로개최한다.

36번째저서『북한의어제와오늘』발간

金順圭(11) 베트남 빈증대학교 베트

남-한국문화원장(헌정회 이사·고문)

은 8월 15일 36번째 저서인『북한의

어제와오늘』을발간했다. 이 책은작

금 우리나라 지식인 정치인은 물론일반인의 북한

바로알기에 도움을 주고 한편 잘못 알고 있는 사

람들에게 보내는 주의 환기 및 경고의 뜻을 담은

책이다.   

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임명

쐥錫玄(14,15,17,18,19,20)

전 국회부의장이 9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

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쐥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경기 안

양시 동안구 6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때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다. 

국민통합위원회정치분과위원회개최

쐍寅泰(14,17,19) 국민통합위원회 정

치분과위원장은 9월 7일 국회에서

정치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쐍

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

서“올정기국회종료전권력구조개선과선거제

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면서“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감안,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시낭송교본개정판출판기념회축사

원광호(14대, 수필가) 사단법

인 한국바른말연구원 원장은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적암빌딩 들꽃시낭송원에서

열린 시낭송 교본 개정판 출

판기념회 축사‘훈민정음을

말한다’를 통해 우리말 우리글을 올바르게 표

현하는데 앞장서는 엄경숙 원장과 심재영 회장

의 공로에 감사함을 표하고, 세계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가장 잘 갖춘 한글의 독특함을 살려

더욱 더 올바른 발음으로 감동적이고 훌륭한

시낭송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

문했다.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정책간담회

金民錫(15,16,21) 의원실은 8월 20일

직방 메타폴리스에서‘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유

튜브김민석TV로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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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방문

金椿鎭(17,18,19)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8월 17일 헌정

회를 방문해 김일윤 회

장과 식량안보 및 코리

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등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공사 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기업경제연구소릴레이청책(聽策) 간담회

盧雄來(17,19,20,21) 민주연구원장

은 8월 19∼30일까지 경제분야 연

구위원 5∼6명과 함께 주요 대기업

(SK,LG,삼성,현대) 경제연구소를 차

례로 방문했다. 盧 원장은 미래-전략 산업에 대

한 정책 건의를 듣고 정책 공약 입법에 반영한

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력산업

동향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과제토론회’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8

월 24일 이탄희·오영환·강은

미·고민정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문재인 정

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유튜브‘우원식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어

9월 6일 의원회관에서 민형배·서동용 의원실

과 공동으로‘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과 대역

사건: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학술토론

회’를 개최했다. 

‘2021 교육현안국회연속4차토론회’

쐍基洪(17,19,21) 의원실은 8월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강민정 의원실,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4차 토론회:새

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유튜브

로 생중계 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강득구·강민

정 의원실과 공동으로‘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정치학교정치교육전문과정실시

(17) 한국여성

의정 상임대표는 8

월 21일∼9월11일까

지기본과정이수자

를대상으로2차전문과정으로여성후보자에게필요

한토론·여론조사등전문교육을수도권·대구·충

청·호남4개지역에서실시했다. 이는내년6윌1일

지방선거를앞두고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차

세대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정치학교(교장유승희, 17·19·20대)를비롯한부산

(교장 윤원호, 17대)·대구(교장 이두아, 18대)·인천

(교장 홍미영, 17대)·울산(교장 이영순, 17대)·경기

(교장 권은희, 19대)·충청(교장 민병주, 19대)·호남

(교장전정희·19대) 등8개지역에서여성의정정치

학교정치교육기본과정을실시한바있다.  

NS홈쇼핑판교사옥방문

崔文洵(18) 강원도지사가

8월 13일 경기도 NS홈쇼

핑 판교사옥을 방문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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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대표이사와 면담했다. 崔지사는“농특산물

판매확대를위한협력방안을모색했다”고밝혔다. 

‘동물보호법개정을위한전문가토론회’

朴洪根(19,20,21) 의원실은 8월 1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동물관리 강화를 위한‘동

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회’를유튜브박홍근의원실을통해생중계했다.   

‘위기의식량자급대안은무엇인가?’토론회

쐥介昊(19,20,21) 의원실은 8월 31일

의원회관 201호실에서 위성곤·서삼

석 의원실,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공

동으로‘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

엇인가?’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

립실현방안’정책포럼

쐥學永(19,20,21) 의원실은 9월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

포럼’을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토론회’

印在謹(19,20,21) 의원실은김상훈의

원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와 공동으로‘치매공공후견사

업 토론회: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 조정 산업대응 지원과

입법과제’토론회

韓貞愛(19,20,21) 의원실은 8월 30

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

드홀에서유의동·임종성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

럼, 국회미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탄소국경 조

정 산업대응 지원과 입법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유튜브로생중계했다.  

‘철도안전법전부개정을위한국회토론회’

陳聲準(19,21) 의원실은 8월 17일 국

회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시민넷, 민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사람중

심·현장중심 철도안전법 전부개정

을위한국회토론회’를유튜브진성

준TV를통해생중계했다.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해소방안’토론회

姜炳遠(20,21) 의원실은 8월 31일

강선우·김원이·서영석·신현영의

원실과 공동으로‘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

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

안’에 대한 토론회를 유튜브 엔젤스푼TV를 통해

생중계했다.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정책토론회’

徐參錫(20,21) 의원실은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

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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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골목상권생태계보호’토론회

宋甲錫(20,21) 의원실은 9월 7일 국

회 본관에서 이동주 의원실, 참여연

대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118

개계열사를거느린공룡카카오의문어발확장:플

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및골목상권 생태

계보호’를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 

‘사업장폐기물국가책임제’토론회

宋玉珠(20,21) 의원실은 8월 31일

‘사업장 폐기물 국가책임제’토론회

를온라인줌(zoom)으로개최했다. 

‘공공외교현황및발전방향’세미나

쐥在汀(20,21) 의원실은 9월 1일민주

연구원과 공동으로‘공공외교 연속

세미나: 공공외교현황및발전방향’

에 대한 세미나를 유튜브 이재정TV

를통해생중계했다. 

‘게임셧다운제검토를위한여야정책토론회’

趙承來(20,21) 의원실은 9월 2일 허

은아 의원실과 공동으로‘게임 셧다

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를온라인줌(zoom)으로회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토

론회

趙應天(20,21) 의원실은 8월 31일 조

승래 의원실, 미래경제연구회와 공동

으로‘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회를온라인줌(zoom)으로개최했다. 

‘학생들의미디어및정보활용능력

향상’정책토론회

姜得求(21) 의원실은 8월 20일 교사

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도종환·

박정·한무경 의원실과 공동으로‘학생들의 미디

어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유튜브강득구TV를통해중계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성과

와과제’토론회

姜仙祐(21) 의원실은 8월 25일‘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

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한

토론회를유튜브강선우TV로통해중계했다.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姜恩美(21) 의원실은 8월 19일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공동으로‘LG전자

렌탈 가전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

선방안토론회’를온라인을통해생중계했다. 

‘반려동물과더불어안전한환경을

위한유박비료방지법’토론회

高旼廷(21) 의원실은 8월 26일‘반려

동물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위한

유박비료방지법토론회’를 ZOOM 및 유튜브고민

정TV를통해생중계했다.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정책간담회

高永寅(21) 의원실은 8월 30일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한국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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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매월12일마감이후접수분은다음호게재 (연락처: 편집실 786-2881~2)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徐泰源(5) 회원이9월8일별세. 고인은

중앙중학교,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졸업

했으며삼괴고등공민학교교장, 화성교

육위원, 대구보건전문대학장, 헌정회

원로위원· 제5대 국회의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회상』『회상과 수필선』외 다수가 있으며,

『憲政』지에수필등을기고했다. 향년98세.

裵成東(11,12) 회원이 8월 19일 별세. 고

인은 서울대 정치학과, 동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민주정의당 중앙집행위원·정책조정실

장·연수원장, 도봉을구지구당위원장, APPU 대표단

장, 한일의원연맹부간사장, 한국사회개발연구소소장,

현대사회경제연구원 원장,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북

한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백연구재단 고문,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2회), 한국학중

앙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이사 등을 역임했

다. 향년85세.

丁璋鉉(14) 회원이 8월 22일 별세. 고

인은서울대법과대학졸업(법학사), 아

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사무총장, 현대건

설(주) 전무이사 겸 현대그룹 통합구매

실장, 현대중공업(주) 부사장겸관리본부장, (주)현대

백화점대표이사사장, 통일국민당당무위원·재정위

원장·사무부총장,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위원,

2002월드컵 유치국회의원지원단위원, 대한주택공

사 사외이사, 현대삼호중공업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

다. 향년 82세.

趙成台(17) 회원이 8월 14일 별세. 고인

은천안중, 서울사대부고, 육군사관학교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육군대

학(석사) 졸업. 육군대학 교관(전쟁사),

육본군사연구실장(준장), 보병제56사단장(소장), 국방

부 정책기획국장(소장), 육군 제1군단장(중장), 국방부

정책실장(중장), 제2군 사령관(대장), 국방부장관(제35

대), 동국대·한남대대학원예우교수, 산·군인적자원

개발위원장등을역임했다. 향년79세

秋惠仙(20) 회원의딸(김송화) 결혼식

2021년9월11일(토) 12:30 더청담2층노블레스

金鍾勳(20) 회원의딸(김단비) 결혼식

2021년 10월2일(토) 15:00 W시티컨벤션별관7층

하우스가든홀

결결혼혼을을 축축하하합합니니다다

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

으로‘(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간담회’

를실시간온란인줌으로회의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정책토론회

金睿智(21) 의원실은 8월 23일 김민

석·이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시

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제도개선정책토론회’를줌화상회의로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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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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柳瓊賢(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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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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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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사태가동아시아와한국에주는함의

사이버공격과북한그리고대응전략

20대대선과여야경선돌풍

빚잔치2022년도예산

한글날에생각해보는우리말글사용의품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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