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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야당의선두에서있는대통령선거후보의비리에대한의혹이증폭되

고있다. 윤석열전검찰총장에대해서는고발을사주했다는의혹으로공수처가

관련자수사를하고있다. 이재명경기지사에대해서는개발사업에특혜가있었

다는의혹으로검찰이관련자수사를하고있다. ‘검찰고발사주비리’는국기문

란의최대사건이며‘대장동개발특혜비리’는단군이래최대사건이라는말이

떠돌고있다. 대통령선거를5개월여남겨놓고있는시점에서여야유력대선주

자의비리의혹이터지면서국민은차질없는대선과정을걱정하지않을수없

다. 이에나라의장래를걱정하는1200명헌정회원들은우국충정으로원만한대

통령선거를위해정당과법원, 정부와국민에게성명을통해호소한다.

첫첫째째대선주자로서국민으로부터다수의지지를받고있는이재명경기지사

와윤석열전검찰총장은국가의미래와국민의현실을바라보고자문자답을해

야한다. 그의혹에대한진위여부는자신이너무도잘안다. 제기되고있는의혹

이사실이라면국민과자신을위해후보사퇴를용단해야한다. 만약하늘을우

러러한점부끄러움이없다면자신있게국정조사와특검조사, 경찰조사와검찰

조사, 공수처조사를받고법원의판결을받겠다고하길간절히바란다.

둘둘째째경찰과검찰, 공수처가두대선후보의‘사주의혹’과‘특혜의혹’에관한

고발사건을접수했다면공정하고신속하게사건의진실을밝혀야한다. 어떤권

력이나금력, 인간관계의영향에서벗어나서공명정대한사법정의의확립을위

대선후보비리의혹신속히밝혀라

대대한한민민국국헌헌정정회회장장 김김일일윤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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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사에임해야한다. 사법부는지금까지개혁대상의오명을달고있었다. 진실은언

젠가는모두밝혀진다. 경찰과검찰과법원은이번두대선후보의사건으로공정과공

의의 심판대에 올랐다. 진실로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당당하게

하길간곡히요구한다.

셋셋째째이재명과윤석열유력대선후보의비리의혹을해명하는데에여당과야당은적

극협력해야한다. 두후보의의혹을정치공방을위한도구로사용하는데만열중해서

는안된다. 만약여야대선주자들이대통령이되면국가경영과국민살림을어떻게

하겠다는정책토론은도외시하고의혹공격에만매달리며경선을하고대선을치르게

된다면어떻게되겠는가. 국민이혼란속에서 주권행사를바르게할수없으며민주주

의는망한다. 그런혼돈의와중에탄생한대통령이국정을탈없이수행할수있겠는가.

국민을위해국정조사든지특검조사든지국회가해야할일을유기하면안된다. 여야

정당은시기를놓치지말고비리의혹을공명정대하게밝히기위해신속하게실행하길

엄정히촉구한다.

넷넷째째 내년 3월 9일치르는 20대대선일정이닥쳐오고있다. 대선후보를선택해야

하는국민은대선주자의의혹이터지면서심히혼란스럽고불안하다. 언론도의혹사

건의과장보도와시청률에만집중해서는안된다. 사실과진실을찾아내고국민의알

권리를위한보도에충실해야한다. 특히SNS상에서는사실확인보다조회수올리

기로시청자를혼돈에빠지게해서는안된다. 국민들도대선주자의진영에예속

되어진실판단에과오를범해서는안된다. 국가를발전시키고민주주의를바

로세우는것은깨어있는국민의능력에달려있다. 입법과사법, 행정과언

론, 온국민이뛰어난지혜와역량을동원해우리나라가처한이난국을극

복해야한다. 대한민국헌정회원들의뜻을모아대선주자비리의혹의

신속하고공정한처리를절실히호소한다. 

2021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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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거리타격에성공

지난9월 13일북한조선중앙통신

은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전에

설계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적에

따라신형순항미사일이약7,580초

(약 126분)간 비행하여 약 1,500㎞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설치된

표적에명중하는데성공하였다고보

도하였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

면 그간 개발해온 순항미사일 중에

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게 된다.

또한거리상일본전역이이번순항

미사일의타격권안이다. 

이는지난 1월 22일북한이조바이든대통령

이 취임한 지 2일 만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지난 3월 25일에단거리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6개월 만의 군사도

발이었다. 군 관계자는북한의순항미사일시험

발사 보도와 관련해“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중”이라고 말했

南成旭

고려대통일외교학부교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의신형순항미사일발사와

우리의대응

특집 한반도와주변국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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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상북한이순항미사일발사라고발표하

기전까지실체파악이되지않은셈이다. 군은

“순항미사일의 고도가 워낙 낮아 포착될 때도

있고그렇지않을때도있다”라면서“갑자기이

동하는 지상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사전에

포착되지않는다”라고했다. 순항미사일은고도

가 낮아 북한의 시험발사를 포착하기 어렵다.

이번북한의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파악못했

을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이유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이런활동(북한의시험

발사)은북한이군사프로그램을계속강화하는

데집중하고있음을강조한다”라면서“주변국과

국제사회에위협을제기한다”라고밝혔다. 동북

아 주변국에 위험이 된다는 의미다. 일본 역시

긴장하며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간

부는이날NHK방송에“현재상세한내용을확

인중”이라고밝혔다. 또다른일본정부관계자

는“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라며“일본 방

향으로 비행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분석을 진

행하고있다”라고밝혔다. 또한일본정부는“1

천500km를‘항행’(비행)하는미사일발사가사

실이라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이라고우려했다.

순항미사일은어떤무기인가?

순항미사일은 어떤 무기이기에 일본이 긴장

하는걸까? 순항(cruise) 미사일은정밀유도장

치에 의해 지상의 장애물을 피해가며 초저고도

로 비행, 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어려우며 명중

률도 매우 높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발사지점

파악이 어렵고, 수면 위 1∼2㎞ 높이에서 비행

하기때문에지구곡률에따른음영구역이생겨

레이더나 군사위성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

하다. 지상레이더의경우지구의곡률로인해,

저공비행 표적이 탐지될 수 있는 탐지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로 제한된다. 지구 곡률(曲쥵)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

지·추적이 가능하다. 사거리 1500km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평균 비행 고도가 100여m에 불

과해지구곡률을고려하면장거리추적탐지레

이더로는탐지가어렵다. 

순항미사일발사의도

북한의순항미사일발사의도는다음과같다.

첫째, 남한이 9월 2일 시험 발사한 현무 4-4

SLBM에대한북한의대응이다. 북한은지난 9

월 9일 북한노동당창당 73주년기념심야군

사열병식을하였으며, 이례적으로이를민간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호칭을 부여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두었던 화성-15/16호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공개하지않았다. 오토바이와농사용

트랙터가 이끄는 기계화 종대와 코로나바이러

스비상방역종대, 보건종대와독일벤츠승용차

를개조한소방차등만을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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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지난 9월 7일 도산안창호 잠수함

(3000t급)에서 현무 4-4형으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였다. 청

와대와국방부는“기존 SLBM 운용국가인미국

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한

국은 세계 7번째로 성공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

다. 2016년 북한이 발표한 SLBM 발사 성공을

인정하지않은셈이다. 통상 SLBM 보유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상사출, 수중사출, 초기비

행, 시험발사, 전력화등을거쳐야한다. 한국은

향후추가시험평가를밟은뒤군에SLBM을배

치한다는 계획으로 아직 전력화 단계까지는 가

야할길이남아있다. 한국은 2022년연구개발

과 양산계약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SLBM을전력화할것으로알려졌다. 

지난 9월 13일 한국국방부는 2022년부터한

반도정찰및감시가 24시간 7일간가능한초소

형위성감시체계구축을위해향후 10년간약 1

조6,000억원을투자하기로하였다면서이를한

국국방과학기술원(ADD)이주관한다고발표하였

다. 이러한한국군의전력증강추세에맞추어지

난 9월 9일 심야 열병식과 별도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로대응한것으로평가되었다. 북한이

계기마다남측의첨단무기도입과한-미연합훈

련을비난하며자위력강화의명분으로드는것

도이를뒷받침한다. 북한의이번순항미사일발

사도한미훈련실시와우리군의SLBM 발사성

공소식이전해진것에대한맞불성격이짙다.

둘째, 취임 8개월이 지나가도록 평양에 관심

을 두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주의 환기

다. 지난 9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회의와 9월 15일 중국 왕이 외교

부장이한중국교수립30주년을즈음한양국간

협력을강화하기위한서울방문을하는시점에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그리고미국에대해북핵문제

를방치하지말라는메시지를던진것이다. 사거

리 1,500㎞이면 일본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 군수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의도를보인것으로분석되었다. 북한은

압박을강화하기위해유엔안보리결의에위반

되는 탄도미사일을 순항미사일 발사 일주일 만

에발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16일”철도

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

로기동해800km 계선의표적지역을타격할데

대한임무를받고훈련에참가했다“고보도했다.

셋째, 군사 기술의 개량을 도모하고 있다. 일

부군사전문가들은한반도전장환경에서저고

도와 낮은 비행 속력의 순항미사일은 작전효율

성이떨어진다고평가한다. 하지만북한은이번

시험발사로 한국이 그동안 탄도 미사일을 방어

하기위해 3축체제를구축한한국형미사일방

어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

히 시속 1,200㎞로 일정 탄도궤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비해순항미사일은시속7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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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속력으로 저고도로 비행

하여 탄두에 부착된 시커

(seeker)를활용하여회피비행

을 하여 탐지가 어렵다. 결국

근거리 대공/미사일 통합방어

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Battle

Command System: IBCS)에

의해요격을해야한다는필요

성이제기되는이유다.  

순항미사일은 그들이 이미

완성단계에다다른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등과달리로켓엔진이아닌제

트엔진을사용한다. 물론제트엔진이로켓기술

보다특별히어렵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북한

이탄도미사일개발에상당한기간이걸린것과

비교하면 순항미사일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금성 1호(KN-01)와금성 3호(KN-19) 순항미사

일을시험발사하긴했지만사거리가약200km

에 불과한 해안 방어용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제구형실크웜미사일등을개량하거나역

설계한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본격적인순항

미사일개발시점은이보다더최근으로추정된

다. 북한은지난해4월과올해1월, 3월에도잇달

아시험발사를했지만관련내용을공개하지않

아자세한성능은알기어렵다. 또한순항미사일

은이동식발사대(TEL), 함정과잠수함에서도발

사가가능하여작전적기대효과가크다. 한미정

보당국이북한의순항미사일시험발사와작전운

용에대해의문을갖고지난9월 11일과 12일시

험발사에대해반응을보이지않자스스로조선

중앙통신을통해공개하여국제사회의관심을받

으려했다는관측도성립할수있다. 

국제정치변화의게임체인저

남한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는

경우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하는최악의상황을염두에두고대비를해야한

다. 북한이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이생각보다뛰어나다는점을입증한다. 북

한은 불과 수년 만에 순항미사일이라는 상대적

으로뒤처진무기분야에서도급속한진보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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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셈이다. 북한은무기체계운용의효과성과실

용성이우수하게확증된획기적성과와, 적대세

력에대한또하나의효과적인억제수단을보유

한다는전략적의의를과시했다. 북한의선전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3-C의 성능

과맞먹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낮지만

저공비행때문에탐지가어렵다. 북한으로선여

기에다핵탄두장착도고려할수있기때문에전

략적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발빠

른무기개발과전력고도화는이미익숙한장면

이다. 설마했던ICBM 개발도2017년 11월화성

15형 발사로 입증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이스칸데르회피기동까지착착현실

화했다. 국제사회의오랜제재와자연재해, 코로

나19 등의악조건을감안하면쉽게이해하기힘

든일이다. 그런점에서북한이올초 8차당대

회에서 공언한 핵잠수함,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극초음속미사일탄두, 군사정찰위성등의무력

증강 계획도 결코 허투루 볼 수 없게 됐다.

SLBM이 전장의 판도는 물론 국가전략과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핵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비핵국가인 한국의 SLBM이 갖는 한계

도뚜렷하다.

실제 국방부가 우리보다 앞선 SLBM 운용국

가로뽑은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

도 모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며 북한은 핵보

유국을자처하고있다. 청와대와국방부는이러

한점등을고려해이번발사시험뒤‘세계 7번

째 SLBM 보유국’이 아닌‘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국가’라고 밝혔다. 결국 세계

7번째 SLBM 전력화와 SLBM 보유국타이틀을

향한남북한의경쟁은아직끝나지않은셈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초보적 수준”이

라며 평가 절하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9

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남조선의 서투른 수

중발사탄도미사일’글을 발표하고“남조선이

공개한 자국 기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는 될

수없을것”이라며“전략전술적인가치가있는

무기로, 위협적인수단으로받아들일단계는아

니다”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군의무기개발에대한경계도잊지않았다. 그

는“남조선이잠수함무기체계개발에집착하고

있다는데 주의를 돌리며 그 속내를 주시해보고

있다”며“더욱긴장해질조선반도의군사적긴

장을 예고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재각성시키

고우리가할바를명백히알게해준다”고덧붙

였다. 하지만이런경각심은역설적으로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를 감

안할 때 북한의 위협은 가공할 만한 단계에 도

달하고있다. 핵무력을보유하지못한대한민국

의 북핵 대응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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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종전선언

논의가재점화되고있다. 임기마지막해유엔연설

을통해다시한번종전선언을제안했을때만해도

별다른반응은없었다. 하지만북한이김여정부부

장과김정은국무위원장의담화로관심을표명하며

새로운반전이이루어지는것이아닌가하는기대

감이제기되고있다. 물론아직가야할길은멀다.

북한은이중기준철폐와적대시정책철회를종전

선언의선결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 사실상그들

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라는소리인만큼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침묵을 유

지하고있는미국의입장도복잡하다. 과연종전선

언은무엇이고, 문재인정부임기내가능할것인가.

종전선언은무엇인가

종전선언은 전쟁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

결하는선언을의미한다. 전통적으로국제법상전

쟁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종전선언, 

미국과남북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외교안보센터장

특집 한반도와주변국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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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체결하는 데 상

당한시간이소요되는만큼, 종전선언을통해간

략한 방식으로 종료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평화협정에는그첫조항에서전쟁종료

를 선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전선

언은평화협정의전단계로서임시적인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굳이 평화협정과 같이 법적 성격

을부여하지않아도되는만큼정치적선언으로

활용이가능한유용성이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종전선

언은필요한가. 전쟁의종료형태는여러가지모

습이있다. 유럽의 2차세계대전은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없이도전쟁이종결된것으로본다. 반면

일본과의2차세계대전은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

을통해종료되었다. 이처럼전쟁의종결은법적으

로완결성을지닌채이루어질수있고, 그반대의

경우도존재한다. 따라서종전선언은한국전쟁의

종료와관련하여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단지

정치적필요에따라얼마든지고려할수있는문제

이고현재문재인정부가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일부로이를추진하는것이다.

당초문재인정부는북한의비핵화에진전이있

을경우종전선언을통해평화프로세스를본격추

진한다는입장인것처럼보였다. 하지만최근들어

서는비핵화의진전보다는임기내종전선언을추

진하려는모습이다. 다만, 종전선언이정치적선언

에 불과하고,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는다는의견을밝히고있

다. 이러한 입장은 그간 논의되어 온 종전선언을

둘러싼여러쟁점과관련하여신속한추진을위해

협상조건을유연하게한것으로보인다.

종전선언을둘러싼쟁점들

종전선언은 최근에 갑자기 논의가 제기된 것

은 아니고,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부

터이어지고있는사안이다. 그간종전선언을둘

러싸고몇가지중요한쟁점이있었다. 

먼저종전선언의당사자논쟁과관련하여한국

정부는그간남북미3자또는남북미중4자를추진

해왔다. 4.27 판문점정상회담선언문에포함된내

용이기도하다. 하지만중국은자신들도포함되어

야한다는입장이다. 다만중국의참여는종전선언

의내용조율을더욱어렵게만들수있어신속한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3자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최근들어북중밀착으로인해중국까지포

함된4자종전선언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특

히문재인정부임기내종전선언이이루어지기위

해서는적어도남북정상회담이필요한데, 그장소

가내년2월동계올림픽이열리는북경일수있기

에중국의입김을무시할수없는상황이다.

둘째, 북한 비핵화와관련된문제다. 한반도의

실질적평화정착을위해서는북한비핵화가불가

결한요소다. 원칙적이라면종전선언은평화정착

에기반해야한다. 그렇다면비핵화가어느정도

진전된이후에야그의미가존재한다. 하지만문

재인정부는종전선언을북한비핵화의입구로만

들겠다는입장이다. 비핵화의진전이없어도종전

선언을매개로북한비핵화를추동하겠다는것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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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최근비핵화를언급하지않고있다. 사

실상핵보유국의지위를갖추고자하는것이다. 따

라서종전선언이비핵화의입구이어야하는지, 출

구여야하는지, 아니면그어느중간에있어야하

는지관련당사국간조율이필요하다. 

셋째, 유엔군사령부의존속문제다. 유엔군사령

부는북한의남침이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84호에 의해 구성되었다. 다만 그 목적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

보를회복하도록제한되어있다. 따라서종전선언

이나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지역의평화와안보

가회복된것으로볼수있기에유엔군사령부의존

속과직결된다. 사실북한이그간종전선언또는평

화협정을주장해온이유중하나가유엔군사령부의

해체이기에핵심적인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과미국의입장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꿔왔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

상회담 전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침묵을 유지해오다가

최근갑자기관심을보이고있는것이다. 종전선

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이

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

로전해지나, 최근에는이와관련하여침묵을유

지하고있다. 종전선언협상이시작되면보다유

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

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대신북한은최근들어종전선언의선결조건을

내세우고있다. 북한은종전선언의조건으로자신들

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도발’로부르지말라는

‘이중기준철폐’를주장하고있다. 한국의탄도미사

일발사는전력증강이되고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

는왜도발이냐고항변하며이러한이중기준을철폐

해야종전선언을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북한

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실험은유엔안전보장이사

회에서불법적인행위로규정되었고, 이로인해금

지된것이다. 따라서이중기준을철폐하라고강요하

며종전선언의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는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무력화함으로써사실

상핵보유국지위를굳히려는속셈으로보인다. 

미국은최근종전선언에대해소극적인입장을

보이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종전선언에관한구

체적조건을제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그간미국

행정부의입장을통해추론할수밖에없다. 그간미

국조야에서논의된종전선언과관련한의견을종

합해보면, 먼저종전선언은북한비핵화가어느정

도진행된상황에서합의해줄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핵능력의신고’와같이북한이비핵화

에진정성을보일때합의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어야 하

며, 유엔군사령부나주한미군주둔과무관해야한

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유엔

군사령부는한반도유사시전력제공을위한핵심

조직이며, 북한의불법남침으로부터한국을지키

는국제법적정당성을제공하는기구다. 동시에유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17   MAC-4       



엔사후방기지를통해미군의전시증원이이루어질

수있기에유엔군사령부의해체를원하지않고있

다. 종전선언이주한미군주둔에부정적인영향을

미쳐서는안된다는것도마찬가지의이유다. 

종전선언추진방향

현재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입장을고려할때, 상당한조율을거쳐야

비로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문재인정부가추진하는종전선언이한반도

평화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담기기 위해서는 상

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이

주장하고있는선결조건은한국정부는물론이고

미국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임

기내종전선언을포기하지않고있다. 과연종전

선언은어떻게추진되어야할것인가. 

종전선언은한반도의평화에실질적으로기여

하는방식이되어야한다. 그렇기에북한비핵화

와무관하게추진되어서는안된다. 적어도북한

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고, 핵능력을 신고하거

나일부핵시설을폐기하는조건에서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말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이는 주한미군 철

수를전제로한것이고실질적으로는미국과‘핵

군축’을시도할가능성을경계해야한다. 따라서

비핵화의입구로종전선언을성급히추진하면향

후북한이유엔군사령부나주한미군문제를들고

나오며 오히려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음을유의해야한다. 

북한이주장하는종전선언의선결조건은수용할

수없다. 지난30년간의비핵화노력을무산시킬수

있는이중기준철폐주장을수용한다면종전선언을

통해북한의핵보유를인정해주는결과가될수있

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약속, 보다구체적으로는

핵시설 신고나 사찰 수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확한공개발언등을통해확보한이후정치적선

언으로종전선언을추진해야할것이다.

종전선언의내용에는유엔군사령부나주한미군

에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

다. 그렇지않을경우종전선언은한미동맹을약화

시키는수단이될수있다. 특히중국이참여할경

우가급적한미동맹을훼손시키려할수있다는점

에서종전선언이유엔군사령부나주한미군과무관

함을명시적으로밝힐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조건하에서종전선언이만들어질경우

한반도평화에기여할수있음은물론이다. 반대

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 정치적 성과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은바람직하지못하다. 정치적선언이든법적선

언이든중요하지않다. 그내용이중요한것이다.

실질적인평화를가져오지않는형식적인종전선

언은 북한 비핵화나 한미동맹에 모두 부정적 결

과를야기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문

재인정부는임기내성과보다는장기적안목에서

종전선언문제를바라봐야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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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 15일탈레반은20년만에다시아

프가니스탄의수도카불을군사적으로점령하는

데성공했다. 미국은탈레반이제시한시한인 8

월 31일까지 황급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 나

오는모습을보였다. 미국은탈레반에게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했으나 탈레반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고 철

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그 숫자도 알 수 없는

미국인들을 적진(敵陣)과 마찬가지인 아프가니

스탄에방치하고나왔다. 미국정부는 100~200

명정도라고말하지만 1,000명도넘는미국인이

남아있다고주장하는전문가들도있다. 철수과

정에서미군병사 13명이폭탄테러에의해숨지

기도했다. 미국은세계의자유시민들에게또다

시‘미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구심을느끼지않을수없게하였다. 아프가니

아프간패망의

충격파

미중대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대표

특집 한반도와주변국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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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에서황급히철수하는미국을보고많은한

국 국민들이 다음 차례는 한국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느꼈다. 

필자는 미국의아프가니스탄철군은 이미트

럼프대통령재임시절결정된사항이며전략적

으로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미국과바이든행정부가철군과정을엉망

진창으로 진행하는 전술적인 대실수를 저지른

사건으로 보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한국에서의 철수로 이어진다고 우려할 일은 아

니라고생각한다. 즉미국에게있어서아프가니

스탄과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본질적인 다른

나라라는것이다.  

한나라의국가이익은시대와상황에따라변

하는 것이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던

2001년과오늘, 미국이인식하는아프가니스탄

의가치는판이하게다르다. 이글의제목이암

시하는바처럼, 미국은중국과의본격적인대결

을위해아프가니스탄에서손털고나왔다는측

면이강하다. 사실바이든은‘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을 더욱 효과적

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

기도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반은 언제라도 미국의

국가이익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황급한

철군과미국의대중국대결강도의신속한상승

은모두미국의국가이익에기반한것이다. 

변화하는미국의국가이익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이익은 대개 3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인데사활적이익이걸린사안에대해

서 국가들은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

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 독일

등을미국의사활적이익이걸린지역이라고생

각하고이들나라들에상당규모의군사력을파

견했다. 독일과일본이소련진영에포함된공산

국가가되면미국의안보는여지없이파탄날것

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활적 이익으로부터 파생하는 이

익인데 이를 학술적 용어로는 추론된 이익

(Derived Interest)이라고한다. 일본, 독일을지

키기위해서는미국이반드시지켜야할지역즉

한국과터키가이에포함된다. 세번째는제3의

이익(Tertiary Interest)으로 1945년 이후중동,

아프리카등이미국의세번째이익에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런지역에대해서미국은군사력

을직접사용하지않았다. 그러나앞에서지적했

듯이 세월과 상황에 따라 국가이익은 변한다.

1970년대초반미국이석유자급에차질이생기

기시작한이후중동지역은미국의사활적이익

지역으로부상했다. 석유없이경제발전과국가

안보가보장될수없는일이었기때문이다. 

미국의아프가니스탄개입의결정적이유

1970년대초반중동국가들이OPEC(석유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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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기구)을 결성, 세계에 대한 석유 공급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은 중동을 미

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동의 석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될경우미국은이것을미국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것이며, 이같은 사

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이라도 사용할 것’

이라는 카터 대통령의 언급은 차후 카터 독트

린(Carter Doctrine)으로 알려지게되었고오

늘에이르기까지미국의대중동정책의기초가

되었다. 1990∼1991년의 걸프전쟁을 수행한

조지 부시 1세(41대 미국대통령)와, 2003년의

이라크전쟁을수행한조지부시(43대) 대통령

은 모두 카터 독트린을 중동에 적용시킨 것이

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는 2001년

9월 11일 대규모 테러사건의 직접적인 산물이

었다. 미국은 9.11 테러의 배후를 알카에다 테

러 집단의 수괴인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확신

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사마 빈라덴

이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한 미국은 당시 탈레반 정권에게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부탁했지만 탈레반은 이

를거부했다. 미국의부시대통령은‘테러리스

트와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세력은 같은 놈

들’이라는 논리 아래 10월 7일, 즉 9.11 테러

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아프가니

스탄을 향해 군사공격을 개시했다. 미국은 단

한달만에탈레반정권을축출하고친미정권

을수립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아프가니스탄에수립한다는일은대단히어려운

일이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아프가니스

탄에서손을떼려고여러차례시도했지만성공

하지못했다. 그러다보니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되고 말았다. 많은

미국인들은‘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후

태어난미국젊은이들이아프가니스탄에서전투

를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 길어짐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아프가니스탄과의 평화

협정이 맺어졌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

낼수있게되었다. 

물론트럼프대통령은현지상황에따라변화

가있을것이라며탈레반을위협했다. 트럼프의

정책 대부분을 뒤엎어버린 바이든은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정책은그대로답습했다.  

미국의아프가니스탄철수결정의근거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당시 미국에게 아

프가니스탄은사활적이익이었다. 단 하루동안

미국인수천명의생명을그것도미국본토에서

앗아간 테러 전쟁의 표적이 아프가니스탄에 있

었기때문이다. 미국은아프가니스탄전쟁을개

시한이후이라크도공격, 이라크의후세인대통

령도축출하는데성공했다. 미국은2001년의아

프가니스탄전쟁, 2003년의이라크전쟁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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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본거지를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이

라크공격에대해반대한주장들이있지만미국

은적어도이슬람전체를장악하려는야망에불

타는후세인을제거하는데성공했다. 그러는동

안 세상은 변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세상이 변

했다.

첫째미국의반테러전쟁은서서히결실을거

두기 시작했다. 물론 테러전쟁에 끝이 있을 수

없지만 미국은 시급한 위험을 제거하는데 성공

했다고 자평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해도 될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기시작한것이다.

두번째중요한변화는미국에서일어난셰일

석유및가스혁명이다. 이미 미국도처에석유

와가스가무진장매장되어있다는사실을알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타산이 맞게

된 것이 2010년대 초반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미국의셰일혁명은앞으로수백년동안미국이

에너지 문제에서 완전 해방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미국은 향후 200년 쓸 수

있는석유와 100년쓸수있는천연가스를보유

하고있다고말했다. 2010년대후반로키산맥에

서발견된셰일석유는예상매장량이최대약2

조배럴이라하니미국의표준적인석유소비량

으로 계산하면 300년도 더 쓸 수 있는 양이다.

당연히 중동지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은여지없이몰락했다. 중동지역은다시미국의

제3이익이되고말았다. 별볼일없는지역에서

군사력으로 전쟁을 벌일 이유는 당연히 소멸되

었다

세번째중요한변화는중국의급격한부상과

중국이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국이 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의 위협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미국이 2등 국가로 밀려난다는 사실은 이제껏

미국이향유했던패권국의이득을모두내려놓

는 일이며 특히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세계를제패하도록방치한다는것은미국민주

주의의자살이나마찬가지로인식될수밖에없

었다.  

2011년년말당시미국국무장관힐러리클린

턴은 외교잡지 Foreign Policy에‘미국의 태평

양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라는의미

심장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클린턴은“21세기의

세계정치는아시아에서결정된다. 이라크나아

프가니스탄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정치가 결정

될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천명

했다. 21세기 세계정치가 아시아에서 결정된다

는사실은국제정치및국제경제의중심축이아

시아로옮겨갈것임을의미하는말이었다. 아프

가니스탄이나이라크에서결정되지않는다는말

을애써서한것은미국은중동의석유가더이

상필요하지않다는말이었다. 에너지자급이가

능한미국, 테러전쟁보다는중국과의패권전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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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더욱큰신경을써야할국제정치적인요건이

완성된것이다.

이상세가지큰변화와더이상무의미한전

쟁을지속시킬필요가없다고판단한미국은아

프가니스탄에서철군하겠다는전략적결정을내

리게되었고이같은결정은전략적으로판단할

때문제가될것이없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미숙한 철군 과정이 문제였

다. 바이든은 9월 11일철군완료일로설정했다.

9.11 테러 20주년에 맞추어 정치적인 이벤트를

펼치려는생각이었다. 그러나계획대로되지않

았다. 미국이 탈레반에게 쫓겨난 꼴이 되었다.

헬리콥터, 장갑차, 비행기까지무려 850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놓고 나왔다. 몇 명인지 그 숫자

도알수없는미국인은인질로잡혀있는꼴이

되었다. 바이든은참모들의조언에따랐다고변

명했지만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은 자신들은

미군주둔 연장을 조언했다고 말하며 바이든의

정책은대실수였다고말한다. 최근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바이든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바이든의대통령직자체마저위기

에몰린것이다.

미중대결의격화와한국의입장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황급히 완료

된 후 꼭 2주일이 지난 9월 15일 AUKUS라는

군사동맹 체제를 출범시켰다. 영국과 함께 호

주해군에핵추진잠수함을 8척제공하자는구

체적인 군사동맹인 AUKUS는 직접 중국을 겨

냥하는 군사동맹이 아닐 수 없다. 이미 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중국을압박하던미

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한것이다. 바이든은아프가니스탄의실책

을만회하기위해서아시아에서는반드시성공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있을 것이다. 당

연히 미중 갈등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

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적으로중요한지역이다. 그래서미국이인식하

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아프가니스탄과 비교

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의대중국견제노력에가급적참여하지않으려

하고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욱 첨예해지게 될수

록 한국이 중립을 취할 자리는 없게 된다. 세계

전체가중국에반대하며미국과함께하는상황

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는없을것이다. 중국은한국에게애매한태도

를보이지말고중국편이되라고강요할것이다.

그경우우리는중국보다압도적으로강한자유

세계전체와적이되는황당한처지로몰릴것이

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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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경제흐름은1990년

대일본경제의버블붕괴와는그원인이사뭇다르

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국가주석이이끄는중

국공산당과정부가지난해10월부터시작해서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는 알리바바(阿쐮巴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과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를 때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국내정치 때문이다. 미·중 패권

갈등에서미국이안보에관한정보를탈취하는스파

이기업으로지정해서공격한 ICT기업화웨이(華爲)

의몰락과도그이유가다른곳에있다.

중국미디어들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산업을

‘핑타이(平臺·Flatform) 경제’라고부른다. 공장에

서제품을생산해서유통시키는것이아니라인터넷

을 기반으로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시켜주는 경제

라는 뜻이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이

던알리바바(Alibaba)나인터넷을통해차량이필요

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중국부동산재벌헝다(恒大)의몰락

박승준

최종현학술원자문위원

호서대초빙교수

아주경제신문논설고문

특집 한반도와주변국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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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비자와차량운행자를연결시켜주는디디

추싱(滴滴出行·Didi Chuxing)이 대표적이다.

중국핑타이경제는14억인구를바탕으로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경제로 자리 잡았다. 알리

바바는가입자가7억, 디디추싱은이용자수가5

억이 넘고, 하루 승차 횟수는 3,000만 회가 넘

었던것으로추산되고있다. 

알리바바의창업자는저장(浙江)성 항저우(杭

州) 영어교사출신의마윈(馬云·57)이다. 미포

브스(Forbes)는 지난 6월7일 온라인판에‘마윈

의슬픈종말(The Sad End of Jack Ma Inc.)’

이라는기사를게재했다. 

“마는 살아있는 중국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중국 밖에서는 시진핑보다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는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빌 게이츠를 하나로 합쳐놓은

사람이었다. 알리바바는 애플, 아마존, 구글을

제외한어떤미국기업보다도가치있는기업이

었다. 2014년에 이뤄진 알리바바의 뉴욕 월가

IPO는 사상최대규모였다. 지난 해 11월5일로

예정돼있던알리바바의결제회사앤트파이낸셜

그룹의상하이(上海)와홍콩상장은알리바바의

IPO 규모를 40% 넘어설 예정이었다.…그러나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은 유보됐고, 2021년 4월

알리바바그룹에는 28억 달러(약 3조원)의 사상

최다 벌금이 선고됐다. 마는 자신이 설립한 중

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후판(湖畔)대학 총

장자리에서도쫓겨났다.”

마윈의‘당랑거철’저항

마윈에게‘운명의날’은 2020년 10월24일이

었다. 그날마윈은상하이푸둥(浦東) 지역빌딩

숲의 대형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와이탄(外灘)

금융 서밋’에 참석했다. 인사말은 왕치산(王岐

山)이 했다. 왕치산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

건설은행장을 지내고 각종 요직을 거쳐 베이징

(北京)시 시장과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2008년베이징올림픽을성공적으로치른

인물이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이 당 총서기

에오르자당기율심사위원회서기가되어시진

핑의반부패척결운동에앞장선인물이다. 2017

년에시작된시진핑2기에는국가부주석에올라

시진핑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

물로여겨지는실력자였다. 

“현재 전 세계 금융경제의 환경 변화는 격렬

하며, 우리는마지노선을잘지켜야하는형세

입니다. 기민하게 리스크와 도전에 대처하고,

과감하게낡은것을쳐내고새로운분위기를만

들어나가야합니다(勇于除舊쒩新).”

발표자로 나온마윈의 연설은 마치왕치산에

게대들기라도하는듯한내용이었다. 

“중국의금융에는시스템이없는것이위기입

니다. 아직완전히성숙하지못했으며,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곳은목이말라죽고, 어떤곳은

물에 빠져 익사할 지경입니다.…금융의 본질은

신용관리인데우리의금융체계는저당이나잡는

전당포식사고에빠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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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발전수요를감당할수없습니다.…”

말그대로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수레

에대드는꼴이었다. 11월2일중국증권감독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는“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

험 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

외환관리국은 앤트파이낸셜그룹을 실제로 통제

하는 마윈과 회장 징셴둥(井賢棟), 총재 후샤오

밍(胡曉明) 등과‘약담(約談)’을갖고앤트파이낸

셜의상하이와홍콩증시상장을보류하기로결

정했다”는 공고문이 게재됐다. 여기서 말하는

‘약담’이란‘소환해서 구두경고하다’는 뜻으로

통용되는말이었다. 

공모주청약에 2조 8000억달러(3178조원)가

몰린앤트파이낸셜그룹의초대규모 IPO는 11월

5일로 예정돼있었으나 보류된 것이었다. 한 달

전인9월30일알리바바그룹의이사직을내놓고

앤트그룹의IPO를통해화려하게복귀하려던마

윈의계획은좌절됐다. 마윈은그날이후공개석

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월10일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은‘플랫폼경제영역의반독점가이드

라인에관한의견을구한다’는제목의공고문을

홈페이지에올렸다. 이 공고는알리바바에대한

반독점 조사로 연결됐다. 지난 4월10일 국가시

장감독관리위원회는“알리바바 그룹의 2019년

국내총매출액의 4%인 182억2800만위안의벌

금을부과한다”는결정을내렸다. 약 3조 3,000

억원이라는중국정부수립후최대의벌금이었

다. 

왕치산이 참석한 회의에서 마윈이 중국의 금

융체제를‘전당포’에 비유하는 연설을 한 때로

부터 10개월, 이번에는이용자수 5억이넘는디

디추싱이소환대상에올랐다. 디디추싱은지난

6월30일 발행가 14달러로 미 뉴욕 증시에 상장

했다. 중국 정부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7월2일

국가데이터안전위험예방을이유로디디추싱

의인터넷망안전검사를벌였다. 이틀뒤인7월4

일에는 디디추싱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한다는이유로주요앱스토어에서디디추싱앱

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월16일에는 국

가인터넷안전협회와공안부, 국가안전부를비롯

한 7개기관합동으로인터넷네트워크안전조

사에들어갔다. 뉴욕증시에14달러로상장된디

디추싱의 주가는 8월17일 현재 43% 하락한

7.96달러를기록했다. 

중국사교육재벌신둥팡의하락

디디추싱 다음은 중국의 사교육 업계였다.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정책추진과함께시작된미국유학을위한영어

교육을중심으로한학원과개인교습사교육시

장은 부풀어 오를대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6년까지

계속된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러시아어를제1

외국어로하던학교교육은덩샤오핑시대로들

어오면서기본개념이영어교육위주의‘선택과

경쟁’으로바뀌었다. 사립학교의신설과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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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팽창이이어졌고, 좋은대학에진학해서

미국유학을가야한다는풍조는중국사회전반

에 확산됐다. 지난 7월 23일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사교육시장에일침이가해졌다. 중국공산

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 공동으

로발표한‘의무교육단계학생들의작업부담과

교외학습활동부담경감에대한의견’이라는긴

이름의사교육금지조치가내려졌다. 

‘의견’이 발표된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하

루에만중국사교육재벌신둥팡(新東方)의주가

는 뉴욕 증시에서 반토막 나며 시가총액 59억

4900만 달러(약 6조8700억원)가 증발했다. 신

둥팡창업주위민훙(兪敏洪) 회장이보유한신둥

팡지분가치도이날하루만에 6억8500만달러

가 줄어들었다. 홍콩 증시에서도 23, 26일 2거

래일에걸쳐주가가3분의1 토막났다.  

토지국유제가기본이고주택은직장을통한

공급제도를 기본으로 하던 사회주의 중국에서

지난 1998년 부동산 소유권의 매매를 허용한

이래 20여년간 키워온 부동산 시장을 중국공

산당과 정부가 손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

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해 9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세 가지 규

제(三條底線)’를 발표했고, 부채가 자산의

7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한 이 조치에 따라 부

동산 2위 그룹 헝다(恒大)가 지난 9월 22일부

터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를 못내는 유동성 위

기에빠졌다. 

공동부유는“사회주의본질적요구”

시진핑이이끄는중국공산당과정부가대표적

인플랫폼기업과부동산기업의손발을묶는이

유는 8월 20일 인민일보에 실린‘강국 논단 -

중국의공동부유는이미길위에올라있다’에서

밝혀졌다. 중국에서는 이미‘세상이 바뀌고 있

다’는사실을실감해야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최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를 통해‘공동부유(共同富裕)’가 사회주의의 본

질적요구이며, 중국식현대화의중요한특징이

라고강조했다. (2017년) 당의제18차당대회이

래당중앙은전체인민들의공동부유실현을중

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민생 개선과 가난으로부

터의 탈출 전쟁,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건

설은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양호한 조건을 창조

하기위한것이라고결정했다. …20세기1980년

대초덩샤오핑동지는선부론(先富論)과공부론

(共富論)의 관계를 부단히 강조했으며, ‘우리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 근본 목표는 공동부

유를실현하는것’이라고깨우쳐주었다.”

인민일보 강국논단의 주장은 중국에서 1980

년대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된 소강사회

의 건설 단계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부터는

‘공동부유’를추구하는단계로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이미 18차 당 대회 이후 강조

해왔다는공동부유의사회는과연어떤것일까.

인민일보의 강국논단은“공동부유란 케이크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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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과연중국공산당창

당 100주년인 2021년 이후의 중국이 달려가야

할목표로내세운‘공동부유’란어떤모습의사

회를말하는것일까. 

시진핑은 지난 8월17일 개최된 중앙재경위원

회회의에나와‘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제기

했다. 시진핑은 회의에서“우리는 현재 2049년

까지두번째의 100년의분투목표를향해매진

하고있으며이를위해서는전인민의공동부유

를인민들의행복의기준점으로삼아야할것이

며, 당의 장기적인 집정(執政)의 기초로 삼아야

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시진핑의공동부유론제기에호응해서베이징

대 국가발전연구원장 야오양(姚洋)은 8월30일

“공동부유란 마오쩌둥(毛澤東) 계획경제 시대의

‘다궈판(大鍋飯·한솥밥 먹기)시대로 되돌아가

자는것이아니며, 고수입계층의수입을끌어내

려 저수입 계층의 수입을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오양은 그러면서도

“공동부유론의핵심은1차, 2차, 3차로나누어진

분배방식에있다”면서“1차분배란개인과기업

의노력에의한분배, 2차분배는공동부유의주

체인국가에의한부의재분배를말하며, 3차분

배란부자들의자발적인기부에의한부의재분

배를말한다”고설명했다.

이같은공동부유론에대해영국의더이코노미

스트는 10월2일자호에서“시진핑이자본주의를

길들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중국은 시진핑이 마르크시즘

(Marxism) 흉내를내고있어서앞으로중국의미

래는 시진핑이 보여주는‘새로운 현실(New

Reality)'에따라결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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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정권의특징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100대 총

리에취임했다. 아베내각 3.0이라는평가

가많다. 기시다는인사에서는총재선거의

논공행상에의한정권기반다지기로아베

와 아소의 영향력이 짙기 때문이다. 간사

장으로 기용한 아마리 아키라(甘쐡明)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전총리, 아소다로(麻

生太郞) 부총재와는맹우관계로서‘3A’라

고칭해지는실력자중한명이다. 아베가

추천하고있던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

는 정조회장으로 기용됐고, 경제산업상이

나재무상등주요각료도호소다파, 아소

파로부터의기용이잇따랐다. 간사장과정

조회장, 총무회장, 선대위원장 등 당 4역

일본기시다정권과

한일관계

진창수

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

특집 한반도와주변국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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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반이아베·아소파벌에서나왔다. 관방장

관도아베의영향력이강한마쓰노히로카즈(松

野博一, 호소다파) 중의원을내정했다.

기시다의 색이 나타난 것은 젊은 국회의원

의 등용이다. 중의원 당선 3회의 후쿠다 타쓰

오(福田達夫)를 총무회장으로 기용했다. 각료

에서도 40대의마키시마카렌(牧島かれん), 고

바야시 타카유키(小쐹鷹之)를 주목 포스트에

발탁했다. 기시다가 인사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파벌과 자민당 내의 영향력이 커져

기시다 마음대로 정권 운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시다총리의탄생으로눈에띄는것은정치

스타일의 변화이다. 9년 가까이 된 아베·스가

정권에서빠진것이‘정중’과‘관용’이다. 아베

스가 정권하에서는 법해석의 일방적인 변경이

나수의힘에의지한국회운영, 여론에귀를기

울이지 않는 자세가 강했다. 이에 반해 기시다

는“국민에 다가가 정중하고 관용적인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

는나다.”며스가총리와는대조적인자세를강

조했다. 그러나기시다의정치스타일이얼마만

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인 정권이 될 지

는미지수이다. 

또한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아베와 스가 정권

에서두드러졌던관저주도의정책결정에변화

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총재선

거 기간 중 아베 정권에서 정조회장도 지낸 경

험을바탕으로정부와당은‘수레의두바퀴’인

데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본연의 모습은

‘정고당저’가아니라‘정고당고’여야한다고주

장했다. 아베, 스가정권의정책은총리가방침

을 정하고 정부 내에서 구체안을 만들었다. 자

민당은추인만하게되어당내에서는불만이커

졌다. 기시다는 당과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목

표로 한다. 당에서 경제안보와 디지털 정책을

주도해 온 아마리 아키라(甘쐡明)를 간사장에

앉히고 정부내에는 아마리와 함께 호흡하는 인

물을자민당의주요간부로선임했다. 경제안전

보장상에 오른 고바야시 타카유키(小쐹鷹之),

디지털상마키시마카렌(牧島かれん)의두사람

은 아마리가 좌장을 맡는 당 조직에 참가한 인

물이다. 아마리와각료의소통이원할해질가능

성은높다. 게다가아베정권과스가정권을통

해기용된관방부장관스기타가즈히로(杉田和

博)와 총리 보좌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가

기시다 내각 출범을 계기로 물러났다. 오랜 기

간 관저에서 강력하게 각 부처를 지휘한‘관저

관료’가물러남으로써관저주도가약해질것이

라는관측이나온다. 

기시다의정책

기시다정권이 안정적정권이 될지의여부는

코로나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코로나 대응에 그토록 강경한 방침을 내세

운 스가 총리가 퇴진하게 된 이유는 국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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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시키지 못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즉스가총리는백신접종성과에집중하

였건만여론의불안을잠재우지는못했다. 스가

정권처럼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 기시다 정권

도 단명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정권의 제1과제

는코로나로인한일본사회의폐색감을해소시

키는것이다. 그리고코로나‘제6파’의도래가우

려되는가운데의료부족을어떻게해결할것인

지도과제다. 

정책에서차별성을낼수있을지도관건이다.

지금은아베스가의그림자가짙어부정적유산

이 많다. 기시다 정권이 탄생해도 아베, 아소의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자민당의 낡은 이미지가

이어지고, 모리가케(모리토모학원과가케학원)

문제가부각될우려가많다. 이를의식한기시다

는 경제 분야에서 아베, 스가 정권과 차별화를

모색하고있다. 기시다가내세운‘레이와판소득

증배’는정권최대세일즈포인트정책이될전

망이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주창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돌아가도록하겠다고주장한다. 즉 적극

적재정정책을유지하면서신자유주의탈각, 코

로나로인한격차해소를위해지방, 중소및성

장기업에지원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외교정책에서는 아베의 미일 동맹 중시

노선을그대로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의 2명을

유임했기 때문이다. 기시다는 외교와 관련해서

첫째는민주주의를지키겠다고한다. 이는가치

관외교로미국의인도·태평양구상을함께실

현한다는것이다. 둘째는일본의영토, 영해, 영

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간다는 것

이다. 사실내용적으로는아베정권과별다른점

이없지만민주주의, 인권등을내세운다는것에

주목할만하다. 따라서미일동맹을기축으로민

주주의 국가와 협력해 중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가칭)을담당하는담당상의신설이나, 방

위비의 대폭증가와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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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다카이치의정조회장취임으로중국에

대해서는‘대화’보다‘대립’의자세가강해질가

능성은있다. 

내각지지율과자민당지지율

기시다는자민당에대한시선이쏠리고, 새내

각출범에대한기대가높을때즉각중의원선

거를실시해야유리하다고판단했다. 따라서기

시다총리는 10월 4일취임회견에서 10월 14일

에중의원을해산하고 31일에중의원선거를실

시한다고 선언했다. 내각이 발족하자마자 중의

원선거의일정을발표하게된배경에는현재의

자민당지지율회복과관련이있다. 닛케이신문

사의10월 5일여론조사에서는자민당지지율이

1년만에50%대를회복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한 2020년 9월에

자민당 지지율은 52%였다. 2021년 8월에는

39%로떨어졌다. 스가총리가퇴진을표명한후

9월 하순에는 47%였고, 기시다가 총리로 오른

직후에는4%포인트더올랐다. 자민당지지율은

중의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

다. 지난 5번의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지지율

은 평균 41%였다. 최저였던 2009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40%를 밑도는

30%였다. 그 당시자민당은대패했고민주당이

집권했다. 자민당지지율에서중요한것은제1야

당과의차이다. 2014년중의원선거는자민당의

지지율이 35%로 평균을밑돌았지만, 단독과반

수의의석을획득했다. 이때는민주당의지지율

이 7%로 침체돼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과입헌민주당의지지율차이는 43%였다. 14년

은28%, 17년은37%, 2002년이후중의원선거

직전조사에서가장큰차이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데 비해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선거에대한낙관론은없다. 내각지지율

이 59%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스가 내각 마지

막인9월하순여론조사보다21% 상승했지만아

베·스가두내각출범때수준보다는밑돌았다.

총리의‘선거의 얼굴’에 대한 불안감의 근거이

다. 내각 지지율로부터 자민당 지지율을 뺀‘총

리프리미엄’은선거에서매우중요한수치이다.

기시다의‘총리프리미엄’은8%로2002년이후

자민당 정권 출범 때의 평균 17%포인트에 비해

낮다. 대부분의정권은출범직후내각지지율이

가장높은데기시다는낮은편이다. 8월 여론조

사에서무당파층은 33%였다. 10월에는 27%까

지 낮아져 6%가 대부분 자민당 지지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총리 프리미엄’으로 이동할

지는미지수이다.  

결국 기시다 정권이 지속될지는 올해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에 달려 있다. 오

는중의원선거에이어내년참의원선거에서승

리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기시다정권의독자성은드러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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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어두운전망

기시다정권시기의한일관계는밝지않

다. 첫째기시다총재는자민당의강경분

위기를반영하여원칙적강경론을취할것

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2015년위안부합

의를주도한기시다는한국이약속을지키

지않는것에매우비판적이다. 게다가자

민당의석의 과반정도를차지하는3선이하국회

의원들이 한일관계에서‘힘에 의한 강경대응’을

주도하기때문에당내를설득하기도쉽지않다. 

둘째 기시다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

기위해서라도당장코로나대응과경제활성화

에집중할수밖에없다. 기시다의정책우선순위

는국내정치에있어외교는뒷전이다. 일본외교

도아베스가시대와마찬가지로미일동맹일변

도로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게다가한일관계개선은일본이해결해야

할과제로인식하지않는다. 한국의대응여부에

따라‘반응외교’를보이는이유이다.  

셋째비판적일본여론도한일관계를막는장

애 요인이다. 최근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여전히부정적이다. 일본의여론은한국

에 대해 2015년 위안부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2018년 강제징용문제 판결도 국제법을 위반하

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일

본의여론이긍정적으로개선되지않는한기시

다 정권도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까

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시다 총재는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 관계에서도 대화의 분위기

는 형성될 수 있다. 기시다가 총리로 취임하면

한일정부는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았던 한일 정

상회담부터추진해야한다. 한일정상회담을통

하여과거사문제에대한해법을가지지않더라

도협력해야할부분은조속히시행하는것이필

요하다. 한일협력은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시작

되어야한다. 급변하는대북문제에서도서로정

보를교환하고유사시대응을논의할수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안보 분야에서 인식을 공유

해야한다. 또한지금이야말로서로를냉정히보

면서과거사문제에대한해법의토대를마련할

시기이다. 기시다총리가문대통령과만남을통

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시작될

때다음정권에서도한일관계개선의기반을만

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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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 경기가

끝나야끝나는것처럼, 선거도뚜껑을열어봐야

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당내 경선이

여실히보여줬다. 하루전10월9일경기도경선

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때만 해도, 다음날

10일마지막서울경선은팡파르가울리는‘이재

명대관식’의요식행위가될줄알았다. 

이재명후보는경기도경선에서 59.29%로이

낙연후보의 30.52%를압도적으로누르고누적

득표율도55.29%를기록했다. 다음날서울경선

에서 과반수 득표는 물론, 압도적 표 차이로 결

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아뿔싸이재명후보도놀

金成鎬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정책실장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대선관전법

이재명후보가

넘어야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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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거인단 승리자인 이낙연 후보 자신도

놀라고, 국민도놀란, 모두가놀란결과가우리

눈앞에펼쳐졌다. 

일반국민·일반당원이참여한민주당 3차선

거인단마지막투표에서이낙연후보가62.37%

득표로 이재명 후보의 28.30%보다 2배 이상

앞서는‘이변’이일어났다. 그결과, 이재명후

보는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의 0.29%(약

4100표)를간신히넘기는‘결선투표없는턱걸

이승리’에만족해야했다. 이재명후보가애초

목표했던 최대 57%(문재인 후보의 2017년 당

시 득표율) 이상, 최소 52%(중도사퇴 무효표

논란상쇄) 득표에모두못미치는최악의결과

였다. 기다렸다는듯, 이낙연후보쪽은중도사

퇴한정세균·김두관후보의기존득표를무효

표 처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

율은49.32%로과반실패, 결선투표로가야한

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의 정통성 논란으

로 번졌다.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상승이 따르

는‘컨벤션효과’는커녕상상도못했던악재에

직면했다.

어째서이런일이벌어진것일까. 광주·전남

경선의대의원·권리당원투표에서겨우0.17%

포인트 이긴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투표와 1, 2차선거인단투표

에서 큰 표 차로 전패했던 이낙연 후보의 예상

을 뛰어넘는 선거인단 압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있을까.

검은장막, 대장동사건

마지막서울경선선거인단결과는대장동사

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1, 2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광주·전남의대의원·권리당원투표

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압승했던 이재명

후보가10월 10일마지막경선에서발목이잡힌

것은 대장동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한

다. 민주당의1, 2차선거인단은7월과8월마감

이고 투표는 9월 12일과 10월 3일이라 대장동

사건 영향이 미미했으나, 3차는 9월 마감에 10

월 10일 투표여서 대장동 사건 민심이 투표를

통해 뒤늦게 폭발했다고 봐야 한다. 선거인단

투표의 시점을 눈여겨보면 어렴풋이 그 해답이

보일지도모른다. 1, 2차 투표시점인 10월 3일

전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10월 10일 선거

인단투표에서민심의대변화가일어날것일까.

놀랍게도 10월 3일대장동사건과이재명후

보의 연결고리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

이높다는사건이일어났다. 이후보최측근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전 경기

관광공사사장)이뇌물수수혐의등으로검찰에

의해구속된시점이바로 10월 3일이다. 유동규

는이후보의경기도정책실장을역임한정진상

(이재명캠프비서실부실장)씨와함께‘좌진상,

우동규’로불릴정도의측근중측근이다. 그동

안대장동사건의이재명연루의혹에대해관망

하던민심이유동규의구속을계기로폭발한결

과가마지막3차선거인단투표다. 이재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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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리스크가현실이되자, 민심도따라움직였

다고봐야한다. 

이재명후보가넘어야할첫번째산은당연히

대장동사건이다. 야당인국민의힘과여당인이

낙연쪽으로부터협공을당하고있다. 국민의힘

이준석대표는이미 10월 6일국회에서‘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벌인데 이어

전국순회로확대하고있다. ‘단군이래최대부

패사건’으로 대장동 사건을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3차선거인단투표결과에대해“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

정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이명박후보에게거짓말, 부패이미지를

덧씌운‘제2의 BBK사건’처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후보에게부패이미지와거짓

말 이미지를 낙인시켜, 이 후보의 공정, 행정추

진력, 청년층공감이미지에결정적타격을가하

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 ‘민심이버린이재명,

국민이 버린 이재명, 부끄러운 후보 이재명, 부

패한이재명.’

여기에 민주당의 이낙연쪽도 대장동 사건을

고리로이재명후보를협공하고있다. 이낙연캠

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의원은 10월 12

일언론인터뷰에서‘대장동사건에이재명후보

가연루됐다는결정적제보자 3명있다. 공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앞서“배

임 혐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다. 대

선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이재명후보의불안한지위를경고하기도했다. 

대장동 사건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괴롭힐것이다. 중도층의표심에결정적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론은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 경향신문이 10월 5일 보도한 여론조

사 결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1.0%였

다.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의 책임을

묻는것이국민여론이다. 이후보가부패사건과

관련된‘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에서 어떻게

헤쳐나올수있을지두고볼일이다. 

친문비토론

대장동 사건으로 본선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

운이재명후보가두번째로넘어야할산은민

주당의 이낙연 캠프를 비롯한‘친문(친문재인)’

세력의비토론이다. 이 후보는그동안대표적인

‘비문(비문재인)’세력으로 친문 세력의 불신을

받아왔다. 마지막 3차 선거인단 대패로 이재명

후보는정통성에의심을받고있다. 이낙연후보

쪽은중도사퇴한후보들의무효표처리에이의

를제기하고나섰다. 중도사퇴후보들의투표를

소급무효화하지않을경우, 이재명후보의최종

득표율은49.32%로과반실패, 결선투표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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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지지자 150여명은 10

월 10일밤여의동민주당당사에서항의시위를

벌인 데 이어, 트위터에‘#이재명_절대_안 찍는

다’해시태그운동을전개하고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후보 쪽의 이의제기

를수용하지않았지만, 이것으로사건이끝난게

아니다. 이낙연 후보 쪽이 진정한 승복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이낙연쪽은마지막선거인단투

표가대장동사건이후의민심을대변한다고보

고있다. 현여론이‘민심=이낙연, 당심=이재명’

으로갈리기때문에, 실제결선투표가이뤄졌다

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민심과 당심의 분열 현상, 이

재명은 당심에서 이겼으나 본선에서 가장 중요

한민심에서패배했다는것이민주당내친문세

력의이재명공격호재로작용하고있다. 민심을

잃은이재명후보로는결코본선에서이길수없

다는주장을확산시키는이유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2일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검

찰과경찰은적극협력해신속하고철저한수사

로실체적진실을조속히규명하는데총력을기

울여 달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과 민주당 경

선결과논란이정치쟁점으로부각되고있는미

묘한시점에서문대통령의발언은여러해석을

낳고있다. 결코이재명후보에게유리한해석으

로읽히지는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은 내심 후보교체까지 기대하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밝혀지

면, ‘이재명 책임론’을 뛰어 넘어‘이재명 사퇴

론’까지비화할수있기때문이다. 후보교체론이

현실화될수도있다는기대를친문세력이놓칠

리없다. 2002년 16대대선당시노무현새천년

민주당대선후보를둘러싼후단협(후보단일화협

의회) 사태가재연될가능성도있다. 당시상황도

당의주류세력의비주류후보에대한공세였다.

친문 세력의 이재명 비토론은 대선 이후까지

노리고있다. 내년3월대선에서만약이재명후

보가 패할 경우, 누가 당권을 장악할 것이냐는

헤게모니당권싸움이중요하기때문이다. 다음

당권을장악한쪽이2024년총선공천권을장악

한다. 어쩌면민주당의원들에게는대선향방못

지않게 중요하다. 친문은 마지막 3차 선거인단

에서 압승한 이낙연 쪽으로 당권이 기울어졌다

고판단할수있다. ‘민심이낙연, 당심이재명’

으로민주당내권력관계는양분되었고, 대선이

후분열의씨앗이뿌려졌다. 대장동사건이이중

으로이재명의발목을잡고있는형국이다.

중도확장성한계론

그렇잖아도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성 문제

는 대장동 사건과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다. 이 후보는평소‘형수욕설’논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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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진적 정책, 과격한 발언 등으로 중도 확장

성에한계가있다는의문이제기됐다. 

이미 오래전 민주당에서‘이재명 대세론’을

굳혔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20%대

박스권에갇혀있다. 중도층과2030대여성들이

이후보에게느끼는비호감때문이다. 그나마행

정추진력으로받아들여졌던‘일잘하는이재명’

이미지도대장동사건으로타격을받고있다. 한

국갤럽의차기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를보면,

이후보는당내본경선이시작하기전후인7월1

주차(24%), 8월 1주차(25%), 9월 1주차(24%),

10월 1주차(25%)로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변화

가 없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후보에 대한

기존의 중도층 거부감에 대장동 사건이 맞물리

면서지지율이정체되고있다고분석한다. 예전

2012년 대선 5개월 전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이

30% 중후반이었던점에비춰보면, 이후보의중

도확장성에문제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데일리안이 10월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도이를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

가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와 상관

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49.1%로 1위로 나

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1.6%로 그다

음, 이어국민의힘홍준표후보 6.3%, 국민의힘

유승민후보2.4%, 정의당심상정후보1.4%, 국

민의힘원희룡후보1.2%, 국민의당안철수대표

0.8% 순이었다. 지역별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

역에서 이 후보가 단연‘비도덕 후보’1위였다.

특히 서울(58.7%)과 대구·경북(60.4%) 지역에

서는 6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령별로도40대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

에서 이 후보가 1위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후보를꼽은응답도22.2%로적지않았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유지보다 평균 10∼

15%안팎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

보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험난한 비포

장 진흙탕 길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가 특유의

저력으로이런불리한선거구도를뒤엎고최종

승자가될지지켜볼일이다. ‘비문’이라는당내

취약점을 극복하고 끝내 민주당 후보를 거머쥔

이 후보의 돌파력이 본선에서도 발휘될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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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대선이5개월도채남지않았다. 여당인민주

당은지난 10월 10일 아슬아슬한과반득표(50.3%)

를한이재명경기도지사를결선투표없이본선직

행을확정지었다. 이낙연전대표는 39.1%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후 진행된 투표

율 81.4%였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

(28.3%)는예상과는달리이전대표(62.4%)에게참

패를당했다. 이를두고“이재명지사가불안하다”는

민심의큰변화가반영되었고‘당심’과‘민심’이확

연히엇갈렸다는것을보여주었다. 

민주당은무효표처리에따른결선투표여부를놓

고이전대표측이이의를제기하면서일시내홍을

겪었다. 하지만 13일 당무위가 이의 제기를 기각하

자이전대표는이결정을받아들여경선결과에승

야권후보

대선전망

김형준

명지대교수

前한국선거학회회장

대선관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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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함으로써민주당내홍은일단봉합됐다. 

한편, 야당인국민의힘은지난 10월 8일당원

선거인단투표30%, 일반국민여론조사70%를

반영해 2차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순위없이

발표했다. 윤석열전검찰총장, 홍준표의원, 유

승민전의원, 원희룡전제주지사등 4명이최

종경선후보로선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쟁 구도는‘2강(윤석열·홍

준표) 1중(유승민) 1약(원희룡)’으로 집약된다.

국민의힘 본경선 4강에 오른 대선주자들은 한

결같이‘이재명저격수’를자처하고나섰다. 이

재명 후보를 향해 한목소리로“대장동 게이트

특검부터수용하라”며압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쏟아지는 증거와 정

황,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범죄의 몸통으

로이재명후보를지목하고있는데도, ‘국힘게

이트’로덮어씌우기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 

홍준표의원은“청와대가아니라대장동비리

로구치소에가야할사람이민주당대선후보가

됐다”고논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민주당이 버티면 여당 대

선 후보가 투표 전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

태가올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 

원희룡후보도“이지사는성남부터경기도까

지‘부동산도적소굴’로만들고무슨면목으로

대선에출마했는지모르겠다”고직격했다. 

야권 후보 측면에서의 향후 대선을 관전하는

포인트는몇가지로축약된다. 

본선경쟁력있는후보

첫째, 누가 여당 후보와 맞서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있는가? 기존선거연구에따르면, 유권

자는 투표할 때 정책적 이슈보다‘후보 개인에

대한특성’(또는후보이미지)을 가장중요하게

여긴다 . 그런데 이런 특성은 능력

(competence), 성실성(integrity), 책임성

(reliability)으로집약된다. 

특정후보개인과관련된각종의혹은유권자

들이 후보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한다. 결과적으로그동안후보들이형성해왔

던고유의긍정이미지를훼손시키기도한다. 

가장대표적인사례가 1997년대선에서선두

를달리던이회창후보는아들병역비리의혹으

로‘대쪽이미지’가크게훼손되어결국패배했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윤석열전검찰총장을재직중이던

작년 4월총선을앞두고당시미래통합당측에

범여권 주요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사주했

다는의혹으로입건됐다. 

공수처수사는최초제보자인조성은씨와고발

장을전달한국민의힘김웅의원간통화녹음파

일이복구되면서급물살을타고있다. 녹취에는

김의원이조씨에게“우리가고발장을만들어드

릴 테니까”라며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우리’라

고표현하거나, ‘서울남부지검’혹은‘대검찰청’

등으로접수할곳을일러준것으로전해졌다. 

고발사주의혹의핵심은누가고발장을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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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고발장이 야당에게

전달됐는지? 고발장 사주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손준성검사가윤석열전총장의지시

를받았는지여부다. 

공수처수사과정을거쳐윤석열전총장연결

고리가발견되면대선판에엄청난후폭풍을몰고

올수있다. 고발사주의혹과관련민심은시간이

흐를수록 요동치고 있다. KBS·한국리서치 조

사(9월 16∼18일) 결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야당대선후보를흠집내기위한정치공작이다’

(42.5%)가‘검찰과야당이결탁한국기문란사건

이다’(36.2%)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그러나 뉴

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9월 9∼10일) 조사에

따르면“고발사주의혹에따른윤석열후보의대

선행보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

51.2%가“그렇다”고대답한반면, “그렇지않다”

는대답은 39.6%로나타났다. 여하튼고발사주

의혹여파로야권대선후보적합도조사에서윤

전총장은홍준표의원에게밀리고있고, 이재명

후보를상대로한양자대결구도에서도윤의경

쟁력이홍보다작게나타나고있다. 

실제로이재명지사가여당대선후보로선출

된 다음날 여론조사공정·데일리안(10월 11일)

이실시한조사에서이재명-윤석열양자대결시

윤석열 46.3%, 이재명 37.3%로윤이 9.0%p 차

로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이재명-홍준표양자대결에서는홍준표

49.0%, 이재명36.8%로홍이12.2%p 차로격차

를 더 벌렸다. 이재명-원희룡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40.1%, 원희룡 39.9%로 0.2%p 격차의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유승민 양자대결에

서는 이재명 39.6%, 유승민 34.5%로 이재명이

5.1%p 차로우세를점했다. 

이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쟁력 점수로

환산하면, 1위 홍준표 133점(49.0/36.8*100), 2

위 윤석열 124점(46.3/37.3*100), 3위 원희룡

99.5점(39.9/40.1*100), 4위 유승민 84.6점

(33.5/39.6*100)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점수에

선홍의원이앞서고있지만국민의힘당원투표

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선

승부를예측하기힘들다. 

젊은세대지지받는후보

둘째, 누가 20∼30대젊은세대의지지를받

는가? 내년대선에선세대별투표가핵심변수

가 될 것이다. 그런데 4050세대(35.6%)는 친

여, 6070세대(27.4%)는 친야 성향이 강하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

했던 2030세대(34.0%)는 최근 진영과 이념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투표하는 스윙보터로 변화

되었다. 

앞선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누가 국민의

힘대통령후보가될것으로예측되십니까?”라

는질문에윤석열 37.5%, 홍준표 36.7%, 유승

민 6.0%, 원희룡 4.3%로 나타났다. 그런데

20대와 30대에서 홍준표는 각각 52.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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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로 다른후보들을압도했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결선 투표 없이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중으로 최종 후보

를선출한다. 

따라서각종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상위 1∼

2위 후보들 간에는 지지도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당원투표에의해최종후보가결정

될것이라는전망이많다. 국민의힘은본경선에

서는약50만명의당원이투표권을행사할것으

로전망했다. 6월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선출

된전당대회에당원규모가28만명안팎이었는

데4개월여만에약22만명의신규당원이불어

났다. 

그런데 신규 당원 가운데 20∼40대(10만 명

이상) 비율이절반에육박하는것으로알려져이

들의표심이최종후보를결정하는데큰변수가

될가능성이크다. 결국당심이민심과일치할지

여부가야권경선의최대관전포인트이다. 

누구와연대할것인가

셋째, 누구와연대를할것인가? 선거는연대

다. 연대하는세력은승리하고그렇지못한후보

는실패한다. 지난1997년대선에서유신반대세

력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는 유신

원조세력인자민련김종필(JP) 총재와내각제를

매개로DJP 연대를성사시켰다. DJ가대통령으

로당선되면JP를국무총리로지명하고, 국민회

의와자민련이함께내각을구성하는등공동정

부를운영한다는데합의한것이다. 

이를 통해 DJ(40.3%)는 집권당인 한나라당

이회창후보(38.7%)를 1.6% 포인트(39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36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번대선에선중도개혁정당을표방

하고있는국민의당안철수대표의대선출마는

무시할수없는변수가될것이다. 2017년 대선

에서안대표는21.4%를득표했고, 지난2020년

총선에서국민의당은6.8%의득표를했다. 내년

대선도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

면2∼3%포인트박빙의승부가예상된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제3지대 후보의

영향력은커질수밖에없다. 안대표는“국가미

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하는분이라면누구라도만나의논할자

세가돼있다”며연대가능성을열어놨다. 

한국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국민의힘이 진정 5년 만에 정

권을 교체하려면 대선 후보들은 각자도생을 하

는것이아니라국민의당과같이중도로외연을

확대하고중도층의이탈을막아줄수있는세력

과연대를해야한다. 

국민의힘어느대선후보가강한비전과리더

십으로제3지대후보들을포함해‘드림(dream)

팀’을만들어낼수있을지가최대관전포인트

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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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詩

이이육육사사 : 육사(쐗史)는 호, 본명 원록(源祿) 또는 원삼(源三), 개명은 활(活). 경북 안동 출생.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우고 대구 교남학교에서 수학,

1925년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6년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사관학교에 입학했고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33년 귀국, 육사란

이름으로 시‘황혼(黃昏)’을『신조선(新朝鮮)』에 발표하여 시단에 데뷔했다. 1937년 윤곤강 ·김광균 등과 함께 동인지『자오선(子午線)』을 발간,

그 무렵 유명한‘청포도(靑葡萄)’를 비롯하여‘교목(喬木)’‘절정(絶頂)’‘광야(曠野)’등을 발표했다. 1946년 신석초를 비롯한 문학인들에 의해

유고시집『육사시집(쐗史詩集)』이간행되었고, 1968년고향인경북안동에육사시비(쐗史詩碑)가세워졌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처음열리고

어데닭우는소리들렸으랴

모든산맥들이

바다를연모해휘달릴때도

차마이곳을범하던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광음을

부지런한계절이피어선지고

큰강물이비로소길을열었다

지금눈내리고

매화향기홀로아득하니

내여기가난한노래의씨를뿌려라

다시천고(千古)의뒤에

백마(白馬) 타고오는초인이있어

이광야에서목놓아부르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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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에 5903가구를 건설하는

11조원규모의주택개발사업에서몇몇개인들이막강

한법조인과정치인들을끼고수천억원의특혜를받은

사건이발생했다.

그 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2010년 7월-

2018년 6월재임)의지휘하에성남도시개발공사가지

분의50%+1주를갖고민간사업자들이50%-1주를갖

고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성남의 뜰’을 통해 추

진된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은행 등과 함께 자본금 5,000만원의

화천대유가1% 지분으로참여하였는데대주주성남도

시개발공사가성남의뜰로부터 2019년부터 3년간받

은배당은 1,830억원이고화천대유소유주김만배(전

직기자)와그가모집한6명의개인은3,462억원을받

았고, 화천대유도배당으로577억원을받았다. 화천대

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대장동썩은돈에파묻힌법과정치

金容鈞

변호사

16대의원

前헌법재판소사무처장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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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김만배씨 등 7인은 자본금 3억5,000만원으

로3년간4,040억원의수익을냈으니수익률이

1,000%가 넘는 혜택을 받아 국민의 분노와 의

혹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사업에서5,503억원을시민의이익으로환수했

으니 모범사업이라 주장하나 초과이익 처리 잘

못은면할수없다.

거물법조인들의행태

직원 14명의 화천대유에는 정치인 거물급 법

조인등이등장한다. 권순일전대법관이화천대

유의고문을맡아연2억원의고문료를받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재

판에서무죄취지의판결을한사람이다. 강찬우

전수원지검장은약3년간화천대유의자문을맡

았는데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검찰에

서수사할때변호인으로활동한바있다. 

박근혜 대통령을구속시킨 박영수전특검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지냈고 그 딸은 화천대

유에 근무했으며 그가 대표로 있던 강남법무법

인소속의 2명변호사는천화동인 4호와 6호를

받아서거액의배당금을받았다. 곽상도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한 후 50억원의

퇴직금을받았다. 천화동인4호소유주남욱변

호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약

1,000억원의배당금을받고해외로도피했다가

최근귀국했다.

2011∼2012년 4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를 만나

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손잡았다고 한다. 김수

남전검찰총장소속법무법인도화천대유의고

문을 맡았고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이다. 직원이 14명뿐인 화천대유

가이런방대한법률고문단을확보한것으로보

아사업의위험성과모험성과수익성이컸던것

으로보인다.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대리는 배당금 700억원(수익의 25%)을 요

구했고 이어 5억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혐의를

받고구속되어있다.

김만배화천대유소유자는이재명전성남시장

과가까운법조기자로2020년7월이재명선거법

위반사건판결전후권순일대법관을8차례방문

한기록이나와서재판거래의혹이불거지고있다. 

정진상 이재명캠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김만배가 도원결의로

펀드 조성, 사업구조 결정을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화천대유의이성문대표가고문

료 등을 지급한 법조인이 상상외로 많은 것을

보면 이 사업은 큰 수익과 함께 큰 위험부담이

예상되는사업이었던것같다.

사건의특이성

법조기자출신화천대유소유자김만배가천

화동인 6명과 함께 총 3억5,000만원의 자본금

으로 1,153배(4,037억원)의엄청난배당금을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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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있었던경위와화천대유가대장지구 15개

블록가운데5개를직접시행하여 1,000억원이

상을남긴일에의혹이집중되고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91만㎡는 판교개발이 마

무리된후, 성남시장이재명이2013년 9월 12일

지방공기업법과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하여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였다.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지 하루만에 화천대유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비 1조5,000

억원이넘는대규모사업자를하루만에심

사한것은극히이례적인일이다. 화천대유

만입찰조건인‘자산관리회사설립및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가점을 20점이나 더 받

은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화천대유

와 SK증권은성남의뜰지분 1%를화천대

유가가지고SK증권신탁이6%의지분으로

3년간4,040억원을배당받았다. 

SK증권신탁은고객이직접자산운용방법

을지정하는특정금전신탁인데화천대유지

분100%를보유한김만배와그가모집한개

인투자자 천화동인 1호(대표 이한섭) 2,3호

(김만배 가족) 4호(남욱 변호사) 5호(정영학

회계사) 6호(조현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

다.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포함하여 개

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고, 금융사들이

일정비율(5년간투자금의25%)을배당받은

후, 남은 금액을 화천대유와 SK증권신탁에 전부

배당하는구조때문에화천대유가천문학적인배

당을받을수있었다. 땅은싸게사고(평당250만

원∼300만원) 분양은 시세대로(2,000만원 이상)

팔도록분양가상한제도적용하지않았다.

수익금 배당방식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지만 한도액이 설정되어

일정액만 배당받고, 배당한도가 없는 화천대유

와천화동인쪽에남은배당금이모두갔는데, 이

러한 배당방식은 주주간협약서, 성남시장의 결

재서류등을보면전모가밝혀질것이다. 과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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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법적으로 투자

금의6% 이내였다.

이런 해괴한 이익분배 구조를 만들기까지는

화천대유측 관계자들이 정치권과 성남시, 성남

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등에대해서많은돈

을 써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실무자들이 민간사업 초과이익 배당 상한

액 규정을 두려고 했으나 7시간 만에 결재과정

에서삭제되었다고한다. 전 성남시의회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실도 과거 의

장재직시의로비의혹을뒷받침한다.

2015년 7월‘성남의뜰’이사회는성남도시개

발공사, 화천대유, 출자금융회사측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지분 50% 이상을 가진 공사가

이사회의과반수결의권을차지해야하는데오히

려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금융회사가 3분의2

를차지하는이상한구조에서지분7%에불과한

화천대유와관계사들이 7,000억원이넘는막대

한이익을가져갈수있었던것이다.

개발사업 시행사격인 성남의 뜰에 출자한 민

간사업자는 7곳으로 이들이 가진 지분은 총

50%-1주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은

50%+1주이다. 7곳민간사업자의지분은하나은

행 14%,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보험이각각지분 8%, SK증권이 6%, 하나자산

신탁5%, 화천대유1% 지분이다. 그중에서화천

대유는 5개 택지까지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

분양을 하면서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평당

100만원대로 분양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2,000만원대에 분양하여 1,000억원 이상의 추

가수익을본것으로추정되고있다.

철저한해결위해특검추진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3년 10월 성남도시개

발공사를 설립했는데, 사장에 황무성을 임명하

였으나얼마안되어사임한후유동규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였다.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9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및예산에대한적법한보고를받아야했고

그과정에서부당이득이나불법부정이존재하였

다면 이를 시정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불법

행위는고발할의무가있었다. 시장이보고를받

지않았거나적절한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이

또한직무유기내지배임행위라할것이다.

대장동사건은자금의규모가거액이고, 관련

된여야거물급인사들이상상외로많아국민적

분노와관심이하늘을찌르고있다. 많은국민들

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어마어마한 돈

과권력이동원된이사건의진상을밝힐수없

으며특별검사만이이사건을공정신속히해결

할수있다고보고있다.

여야는 앞다투어 나서서 특검에 합의하여 거

악을과감히일소하고국민이가지는세기적부

패에대한절망과충격을달래기위하여범죄자

를 색출 엄벌하고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주

는조치를마련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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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하는사업이니까믿을만하다고생각하는사

람이많다. 사업에공공성을강화하자는주장에솔깃한

사람도많다. 하지만믿는도끼에발등찍힌다고, 공공

기관이벌이는사업에비리와부패가연이어터져국민

의 믿음은 배신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

제를 해결한다고 공공부문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고용

은더악화되었고채용비리로얼룩졌다. 부동산개발의

공공성을강화한다고서슬이시퍼랬지만이또한공공

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비리가 많았다. 비리의 숫자만

증가한것이아니라죄질도나빠졌다. 공공기관이가진

권한을이용한조직적인범죄로바뀌었고반면, 범죄에

대한경찰과검찰의수사의지는약화되었다. 공공기관

을감독하는정부부처의장관도경질되지않고어물쩍

넘어가는일이다반사가되었다.   

성남시대장동개발

금년 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택지 개

발 권한과 공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다가

공기업적자와

공공부문개혁의필요성

시사초점

김태기

단국대경제학과교수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

前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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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었다. 지금은 LH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터졌다. 뉴스에 따

르면 권력을 배경으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범

죄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행정안

전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표창해 대장동 개

발사업의 핵심 인물이 승진할 수 있었다. 당시

성남시장이고 지금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하고, 그핵심인물은이지사의선

거를 도왔던 관계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비리

가 득실거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기

관이 나서서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분양가 상

한제 적용 없이 비싸게 팔기에, 화천대유는 천

문학적인수익을거두었다. 

공공기관의겉으로 드러난 비리와부패는 빙

산의일각이다. 눈에보이지않지만공공기관의

독점을 보호한다고 만든 규제와 재정지원은 경

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힘을 갉아먹는다.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사업은 부실화해 빚이 쌓

이고, 혁신이정체되어좋은제품과공공서비스

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런문제들은덮여지고, 정부가공공기관을평가

해 부작용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작다.

성격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일률적인 기준으

로 평가하고,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예산 등은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임

원은 집권 정당의 전리품이 되고, 노사는 담합

해편법으로임금과근로조건을높이며, 운영이

설립 취지와 멀고 성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고그대로존속시킨다. 

공기업부채심각성

문재인정부등장이후공기업은위기에처해

있다. 사업부터인사등에이르기까지공기업은

정치논리에따라결정되었다. 문대통령은취임

초에 공기업에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다고 했

지만정반대가되었다. 역대정부는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조심했지만 지금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면서민간기업보다수익성은낮지

만그래도흑자인공기업이적자로바뀌고빚만

쌓였다. 문 정부출범이후금융공기업임원의

47%가낙하산인사였다. 공공부문고용확대정

책으로2016년에서2020년사이에임직원의숫

자는 20% 가까이, 인건비는 20% 이상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7% 감소했고부채는 10% 증

가했으며적자공기업은3배이상늘었다.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기 때문

에 국가부채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은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제신용등급을

받고있다. 정부가공기업의부채를국가부채에

서 빠뜨려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고, 지금은

재정투입 확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

도성장의주술에빠져공기업부채도대폭증가

해, 공기업의 50%가적자상태고, 일부공기업

은자본잠식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

르면비금융공기업의부채는2017년기준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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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GDP) 대비 23.5%로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2배 가까

이 많았고, OECD 33개국에서 2번째

로 높았으며,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많았다. 금융공기업의부채

는더심각해GDP의 62.7%로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았는데지금은이

보다더악화되었을것으로보인다.

공기업업무수행문제점

선진국은 앞다퉈 공공부문을 개혁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보다 혁신하려는 인센티브

가 작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불이

익이 작기에 도덕적 해이가 크다. 우

리나라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공

기업의 임금결정과 채용 및 업무수행

방식이후진적이라, 우수한인재를뽑

고도제대로활용하지못한다. 호봉제

로임금을근속연수에따라경직적으

로결정하기때문에열심히일하고생

산성을높이도록힘을쓸이유가작아

진다. 채용은 직무에 맞는 사람을 선

발하는것이아니라암기위주의시험

에의존한다. 또공기업의의사결정과

업무수행방식이 상사의 입장을 결재

형태로 밟는 품의제를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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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로자의창의성과문제해결능력을살리지

못하고, 조직은관료화되고책무성이떨어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경

제사회 발전을 이끈 모범국가라고 국제사회의

평가를받았다. 공무원의급여는적은데도생산

성은 높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작은 데도 정책

의성과는컸기때문이다. 민주화이후포퓰리즘

이강해지면서바뀌었다. 정책은정권이바뀔때

마다흔들렸고, 노동조합의힘에늘려공무원의

임금과복지만 빠른속도로좋아졌다. OECD는

한국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평가한다. 서울대

학교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OECD 국가대상으

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경쟁력지표를

보면, 한국은2016-2019년사이35개국중에서

25 정도로 중하위권이다. 공공서비스와 공무원

서비스등의수준과정부의노력을평가하는세

계은행의 정부유효성지수는 그 순위가 더 떨어

진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의주도

민주화 이후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에 의해 장

악되었다. 그결과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노동조합조직률의차이

가매우크다. 공공부문의조직률은70%를넘어

민간보다 7배가까이높은데, 다른나라는많아

야3-4배정도다. 공무원 10명중에서7명이조

합원이다보니정책은노동조합에유리하게결정

되고, 임금과근로조건은빠른속도로좋아졌다.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비교 기준이 되는

민간기업의규모도50인에서100인으로올라갔

다. 대부분의나라는공무원의임금인상을억제

하고, 일본은 기준을 100인을 50인으로 낮추는

마당에정반대로간것이다. 공공부문의민간부

문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유럽의 경우 평균

15% 정도인데우리나라는30% 정도로2배정도

많다. 

미국은물론영국, 스웨덴등유럽의사회민주

주의정부도공공개혁을했다. 공공기관을민간

기업처럼성과중심조직으로바꾸고, 공공서비

스의제공방식도시장친화적으로바꾸었다. 스

웨덴은 공무원의 급여를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

무와 성과에 따라 결정하고, 채용 권한을 해당

부처에넘기고, 교육과의료등공공서비스에민

간기업이참여하도록했다. 제3의길로유명한

영국노동당의최장수총리토니블레어는‘일하

는 영국’을 내걸며 공공개혁을 했다. 그는‘더

큰 정부가 주도하는 더 큰 평등이 곧 정의이며

진보’라는노동당의가치관을비판하며, 1918년

이래유지되었던노동당당헌제4조“당은공동

소유제를 바탕으로 노동의 모든 결실이 노동자

들에게돌아가는것을목표로한다”는조항을수

정했고, 케인즈식 경제정책, 베버리지식 복지정

책, 국유화와계획경제, 평등주의에기초한사회

정책은폐기했다.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51   MAC-4       



52

공공부문개혁의필요성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反개혁이

판을쳤다. 공공성의강화가정부의권한과공공

부문확대논리로이용되고공공부문은비대화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반 사람의 관심은 줄

었지만, 다행히청년들은공공부문의실패를인

식하고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서울교통공사

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드러난 공정성

의 결여와 채용 비리 등이 자극제가 되어, 공공

성의 강화가 소수의 인사이더에게는 이익이고,

다수의아웃사이더에게는기회박탈이될수있

다는점을깨닫고있다. 공공부문의실패는재정

및예산과입법의잘못에비롯되기에정치문제

다. 나라의주인인국민은자신의문제가아니라

고 생각해 관심이 적고,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문제를축소하거나덮어두기쉽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데소극적이다. 

공공부문 개혁에 성공하려면 국민이 깨어야

한다. 개혁하지않으면더큰고통이온다는점

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을 개혁할 이유가 흘러넘친다. 오세훈 서울시

장은지난 10년간무려 1조원의돈이시민단체

를 지원하는데 쓰였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

체의 전용 ATM기가 되었으며, 전임자가 박아

놓은‘대못’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다

고 했다. 수사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비리는 공공부문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공 재개발은 善이고, 민간 재개발은 쫡이라

는식의선동부터깨야한다. 검찰이못하면국

회가특별검사를임명해사건의전모를조사하

고, 공공성의 강화가 어떻게 공익을 저해했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대가 어떻게

부패를 만들었는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

치적 동기가 어떻게 비리를 일으키게 했는지

밝혀야한다. 

좋은 일자리는 국민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과제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런 관점에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좋은 일

자리를단시간안에만들어공공개혁의가시적

인성과를보여줄수있다. 노동계는공기업민

영화가 신자유주의라며 반대하지만,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도민영화를했다. 1997년 말외

환위기로 추진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성공적이

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으로 바뀌면서 사업

이다각화되었고, 경쟁력이올라가면서일자리

도늘었다. 포항제철은 POSCO가되어철강에

서 에너지와 자원개발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되어 설비와 엔진

을 넘어 원자력과 수소 등으로 그리고 한국통

신은 KT가 되어 통신에서 정보와 엔터테인먼

트 등으로 확대했고,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로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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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만든 단체이

다. 영어로 표기할 때, NGO, NPO를 쓴다.

NGO는‘비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이고, NPO는‘비영리조

직’(non profit organization)의약자이다. 시민

단체는비정부기구이고비영리조직인것이다.

시민단체는‘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와

일정한거리를두고정부를견제하는역할에충

실해야한다. 따라서정부의외곽조직내지보조

기구로오해받는행동을해서는안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재원

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회원의 부담으로 마련하

는것이원칙이다. 자체자금조달이힘에겨우면

민간단체또는민간기업의협찬에일정부분의

존할수는있다. 하지만정부로부터의지원은최

후의고려사항이어야한다. 정부를견제하고비

판하는역할을수행하는시민단체가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일거

에무너진다. 그러나이런금기사항이고(故)박

원순시장시절여지없이깨지고말았다. 

서울시곳간시민단체의현금인출기

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 9월 13일기자회견을

통해“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

(ATM)로전락했다”고성토했다. 그는지난 10년

간시민사회단체지원사업등에지원된금액이1

조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 그 근거로“올해 1월

부터9개월간민간보조금과민간위탁금으로단체

887곳에 집행된 금액만 1160억원”이라며“지난

10년간분야별, 항목별로파악해점검한결과1조

원에가깝다”고했다. 1조원이허공의숫자가아

니라는것이다. 

서울시보조금, 시민단체쌈짓돈이었다

시사초점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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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은3일후16일에‘서울시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

치하는게쉽지않은상황”이라며“잘못된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

놓았다”고말했다.

만약이것이사실이라면이는심각한문제다.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닌가. 그렇다면 박 전임시장이 자신의 정

치노선에협조한사람들에게시민의혈세로인

심을 쓴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가예산

은 국회라는 견제장치가 있지만 서울시 예산은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 전용되거나 남용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를 제기한 오 시장의

논리를들어볼필요가있다.  

오세훈시장의주장이설득력가진이유

오세훈시장은‘종합성과평가를받은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을

대표적인‘대못사례’로꼽았다. 위탁기관이사

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를 받

았다면, 불법·부당한행위를했더라도같은해

에는특정감사를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관련

규정을만들었다는것이다. 사업실적이우수해

도불법·부당한행위를했다면제재를받는게

상식인데 전임 시장 때 만든 해괴한 지침으로

최소한의통제도제때못하게만들었다는것이

오세훈시장의주장이다. 

최소한짚어야할것은, ‘평가와감사’는별개

사안이라는것이다. 감사는불법이나비리등이

없는지를알아보는수단이다. 평가와감사가뒤

섞인다면‘시정(市政)’이랄 수도 없다. ‘만약’

성과가 좋은 경우 감사를 면해 주는 것이 관행

이었다면,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위법을 저질

러도좋다’는것을시사한것이된다. 

오세훈시장이짚은두번째대못은고용승계

규정이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고용승계를 못

박은규정’이있다는것이다. 수탁기관이바뀌어

새로운사업자가위탁업무를시작해도이전직

원의 80% 이상은고용이승계돼야한다는규정

이 대못이라는 것이다. 실무직원의 고용승계는

고용안전성 측면에서 일정 부문 이해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80% 고용승계를해야한다면‘의사

결정을담당하는관리자’의고용도보장해야한

다. 그렇다면수탁업체를변경한들무슨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전임시장이 연임에 실패하더라

도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업세계에서‘피인수된 기업의

고위임원을인수기업이책임진다면’이게말이

되겠는가? 층위는달라도본질은다를바없다. 

‘서울시NPO 지원센터’지배구조

시민단체를 지원하는‘서울시 NPO 지원센

터’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자. 동(同) 센터는‘서

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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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조례제 20조’에의해 2013년에설립됐으

며설립이래2021년까지시(市)예산206억원이

지원됐다. 그중인건비·운영비만총116억여원

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그렇다면‘사

업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지출’이아닌인건비

와운영비지출을합리화하기위한사업이아닌

가하는의심을살수밖에없다. 

<그림-1>은‘서울시NPO지원’의사결정구조

(지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시민사회활성화위

원회가 서울시에 정책자문을 하고 서울시는 자

문에근거해서울시각종사업을시민단체에위

탁한다. 문제는 센터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시

(市) 산하의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위원10명중

5명이 유관단체 인물이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서울시에 정책을 자문하고 유관단체 출신이 위

원회에 진출해서 관리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시

민단체가‘셀프의사결정’을한다는것이다. 

NPO 지원 센터 설립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

다. 하지만NPO 센터설립과관련해용역을맡

은 단체가 센터 운영을 수탁하고, 다시 하부 센

터에게용역을발주하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

다. 서울시NPO 지원센터의수탁기관은‘(사)시

민’으로 2013. 11월 이래지금까지센터를위탁

운영해왔다. 2013년출범한 (사)시민의역대이

사장모두박전시장과시민사회분야에서함께

활동한인연이있다. 

운영을수탁받아용역을발주하는것은전형적

인밀어주고끌어주는구조다. 그렇다면‘셀프결

정과일감몰아주기’로축약할수있다. 만약상업

세계에서이런일이일어났다면어떤일이벌어졌

을까? 좌파들은‘정의의사도’가되어입에거품

을물고달려들었을것이다. 유감스럽게도그들은

‘시민단체라는옷을입고’그런짓을자행했다.   

이제 특정시민단체가인적네트워크를통해

사업을 위탁받은 절차가 공정했는지, 사업은

효과적이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서

울 시민들의 혈세가‘그들만의 시민단체’에 무

분별하게 흘러 들어갔다면 공익활동 지원이라

는 대의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민간

위탁·보조금사업에대한대수술’을집도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이

기때문에‘생활정치, 생활경제’에시정을집중하

는 것이 정도(正道)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동안‘남북협력’명목으로1000억원이

넘는예산을편성했고, 이중일부는시소속남북

교류협력위원들이속한시민단체로흘러간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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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악돼문제가되고있다. 서울시가통일부의

업무일부를위임받은것은아닐터이다. 그렇다

면오지랖이넓다고밖에설명할길이없다. 

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석기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자

료에따르면, 서울시는지난2011~2020년약1059

억원의예산을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등남북협

력명목으로편성했다. 특이사항은남북관계가얼

어붙은 2019년 이후 예산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 71억원수준이었던남북협력관련예산은

2019년하노이제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된후

404억원으로급격히증액되었고, 북한이일방적으

로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한2020년에도236

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어린이어깨동무’등을통해서다. 

권력과시민단체공생관계

서로 감시하고 긴장관계에 놓여야 할 시민단

체와 권력이‘예산과 자리’를 매개로 공생관계

를 넘어 운명공동체로까지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 것은 지금의 좌파 정권부터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바로‘위원회 정치’다.

책임을질수도또책임을물을수도없는위원

회를 만들어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빙자해의사결정을위임했기때문이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원전폐기공론화국

민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헌법개정자문위원

회의 자문형식을빌어그리고원전공론화국민

위원회 건의형식을 빌어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려한것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서프랑스헌법제 3조 1항과 2항을참조

할필요가있다. 1항은“국가의주권은국민에게

있고, 국민은그대표자와국민투표를통하여이

를 행사한다”로 되어 있다. 2항은“국민의 일부

나특정개인이주권의행사를특수하게부여받

을수없다”로되어있다. 

프랑스헌법을기준으로하면, 그명칭이야어

찌되었든‘헌법개정자문위윈회’그리고‘원전폐

기국민위원회’설치는모두위헌이다. 2항을보

면“국민의 일부(위원회)나 특정개인이 주권의

행사를특수하게부여받을수없다”고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개헌과 원전 폐지 여

부’결정을이들위원회에위임한적이없다.   

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은법이다. 중앙정

부부터 위원회라는 임의조직을 만들어 국사(國

事)를편법으로논하려했으니그밑의지방정부

는말해무엇을하겠는가.

서울시에는무려220여개의위원회가설치되

어있다고한다. 수탁기관과보조금단체를선정

하는위원회에시민단체출신이자리를잡고자

기편, 자기식구를챙기는‘그들만의잔치’가오

랜동안관행처럼굳어졌다는것이중론이다, 밀

어주고 끌어주면서 빨대를 꽂았다고 하면 지나

친 과장일까? 시민단체형‘피라미드’와‘다단

계’먹이사슬이라는오명을벗으려면관과시민

단체모두본연의자리로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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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2001년 9월 11일미국뉴욕에서발생한동시테

러는이슬람급진세력인알카에다에의한미국공

격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은미국을넘어세계에대한공격이었다. 이른

바‘포스트 9·11’은냉전승리로유일패권국가가

된 미국의 혼돈과 옛 소련의 교체 멤버로 들어온

중국의대두로특징되는시기였다. 테러가세계의

패권지형을바꾸어놓은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6월

5일자)에서‘어느때보다지배력이커진중국과미

국이펼치는글로벌비즈니스의새로운지정학’이

라는내용의커버스토리를실었다.   

기술이지배하는

경제안보시대의생존전략

곽재원

호서대벤처대학원교수

아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前중앙일보과학기술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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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이맘때제프베이조스라는강박적인

사람이운영하는신생기업의주가는 12개월동

안71% 폭락했다. 아마존닷컴은거의죽음에가

까운 경험을 했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자만심

(hubris)을 폭로한닷컴붕괴의일부였으며, 에

너지회사엔론의140억달러사기와함께미국

의비즈니스에대한신뢰를무너뜨렸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은 삐걱거리는 국영기업

들을 사유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기업가정신의문화를조성할수있다는징후는

거의 없었다. 반면 새로운 단일통화(유로화)로

기업 친화적인 거대 통합시장을 촉진시키겠다

고약속했던유럽에밝은희망이있었다. 

세계시장의중국경제부상

창조적 파괴는 종종 예측을 어리석게 만드는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비즈니스 세계

는20년전에예상했던것과는크게다른방향으

로흐르고있다. 대형테크기업(주로IT대기업)들

은세계주식시장의4분의1을차지하고있다. 미

국과중국은세계 100대(시가총액기준) 기업중

76개를차지하며압도적인우위에서있다. 유럽

은2000년41개에서지금은15개로떨어졌다.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GNI(국민총소득)의

15%를넘는다. 중국은일본을비롯한여러나라

에있어서제1위의무역상대국이다. 중국국내에

는외국기업의공급망이실핏줄처럼얽혀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관련 산업기반을

중국업체들이침식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예

컨대미국국방부예산은약 800조원으로세계

GNI의 1%에 해당한다. 그 중 연구개발비는 약

110조원으로일본방위비의두배에이른다. 

미 국방부는 압도적인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세계군사기술뿐아니라민생기술을이끌어왔

다. 인터넷탄생이그상징적인사례다. 이러한

미 국방부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거대

IT 플랫폼 기업인 미국의 GAFA(구글·애플·

페이스북·아마존)와 중국의 BAT(바이두·알

리바바·텐센트)다. 민간기업들이 처음으로 자

금력, 기술력으로 미 국방부를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민간 기술이 세계의 안보 환

경을크게바꾸는역전의시대가된것이다. 중

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대두는 이런 시

점에서미중기술마찰의결정적인도화선이된

셈이다. 

실제로미국은 5G(제5세대이동통신망) 문제

에서 자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자매국인 영국에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을 가진 대만의 TSMC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법에

따라화웨이등에미국제품의부가가치가25%

를 넘는 부품의 공급도 금지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때의대중규제조치는강력했지만단편

적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보이나다른면이꽤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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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강인화방안지시

무라야마 유조(村山裕三) 일본 도시샤 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권의 등장을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어려운 뉴스 등 3개의 뉴스로 정리했다.

좋은뉴스는트럼프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

에서동맹중시정책으로바뀐것이다. 미국우선

주의는한국경제에도타격을주었다. 나쁜뉴스

는바이든대통령이가치관과이념에대해말하

기시작했다는점이다. 두나라의사회시스템과

통치체제가 완연히 다른 상황에서 가치관과 이

념은비즈니스거래에서도서로양보할수없는

영역이기때문이다. 그리고어려운뉴스는공급

망(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00일 이내에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배

터리, 의약품, 중요 광물의 4개 분야에 대해 공

급망 강인화 방안을 제안하고, 1년 이내에 방위

산업 기반, ICT(정보통신기술) 등 6개 분야에서

도공급망강인화방안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

그여파는미·일, 한·미정상회담에서반도체

협상으로나타났다.  

2021년 8월 31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탈

레반에넘긴채패퇴하는날까지20년동안에변

화한 세계의 경제, 미중관계, 기술 등의 조류는

‘경제안보’라는단어를새로부각시키고있다. 

지난 20년간 경제는 글로벌리즘과 자유경쟁

에서격차확대와불균형을가져왔으며, 이에대

한분노는공정중시와격차시정이라는요구로

나타나고있다. 

2001년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생겨난중국에대한미국의무역협력기대는경

계로바뀌었다. 중국의강권화진행으로양국은

경합과대항이라는신냉전체제로돌입했다. 

경제와안보의표리일체관계

지난 20년 동안 기술의 트렌드도 바뀌었다.

기술개발과 비즈니스는 2000년 IT버블이 붕괴

하면서 소비자의 편리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후 SNS(사회관계망)가 빠른 속도

로보급되면서정보편중현상이확대되었다. 이

는정치의반발을불러일으키면서거대 IT 기업

에대한감독이과제로떠올랐다.  

지금 경제안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미중의 대국간 경쟁을 배경으로 경제를 도구로

이용한 나라끼리의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사람, 상품, 돈의자유로운흐름을바탕

으로번영과안정을목표로했던경제우선의시

대를지나국가의행태가충돌하는지정학적위

기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두 개의 모순적인

‘경제’와‘안보’가표리일체의관계로뒤섞이게

된것이다. 

지난 80년대 미일 반도체 마찰에서 일찌감치

경제안보의 진면모를 경험한 일본은 미국과 중

국의 패권경쟁으로 야기된 신 경제안보 환경을

예의주시하며대응책을모색하고있다. ‘포스트

9·11’이후의일본국가전략의요체는일본관

청가로한국의세종시정부청사에해당하는‘가

스미가세키(霞が關)’의총력안보체제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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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변화한 세계의 조류를 파악하면서

과거미일반도체마찰이 15년간에걸쳐진행되

었음을상기하고있다. 15년간일본반도체산업

은지리멸렬했다. 반도체기술과산업은향후10

년이상글로벌경제안보무대의주역으로머물

것이다. 반도체 기술이‘전략적 불가결성’의 성

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이는미중이결정적으

로중요하다고간주하는분야에서의국제경쟁력

유지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

기다.   

과학기술혁신법적뒷받침

일본정부는경제안보정책의강화를위해중

앙부처의 정원을 100명이 넘는 규모로 늘리는

조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투자 심사와 기술

유출을막는업무에해당하는국가공무원의정

원증가를별도기준으로취급한다는것이다. 인

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대립은

격화되고있어일본기업의대응방식도훨씬복

잡해졌기때문이다. 인력증강을통해기업과기

술을 지키는 체제를 정비하는 게 목표다. 내각

인사국과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컨트롤 타워

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총무

성에서외국인투자심사인원을늘린다고한다.

일본정부는 2020년에외환법을개정해안보에

중요한 일본기업(코어 업종)의 주식을 외국자본

이 취득할 때의 사전신고 기준을 지분 비율

‘10% 이상’에서‘1%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기업과대학이외국인에게기술을제공하는‘유

사수출’의관리강화에도손을댄다. 경제산업성

과문부과학성이대응하고있다. 총무성은해저

케이블과‘5G’공급망의 분석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청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경제안전보장실

(가칭)’의설치를검토하고있다. 나아가정치권

에서는‘경제안보담당상’을신설해야한다는의

견도나오고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NSS에 경제안보 정책

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는‘경제반’을 설치했

다. 이번정원확대를지렛대로삼아사령탑기

능의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부처 전체에

서정책입안·집행하는체제의정비를서두르

고있다. 

경제안보 여건이 일본보다 열악한 한국은 전

략적선택지가적다. 대국들사이에서경제와안

보의균형을잡기는매우어렵다. 그래도경제를

단단히 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선‘전략

적불가결성’을갖는반도체와같은핵심기술들

을 재빨리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길이다. 아

울러디지털·그린뉴딜을포괄하는과학기술혁

신전략을중장기적관점에서강력하게추진해야

한다. 이때 국가 CEO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전폭적인 행정혁신(Public Transformation)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학기술혁

신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할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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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복귀하기위한필수요건인코로나19

백신접종이3분기이후백신수급이안정화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

국민접종완료율 70%가 10월내로달성할것으

로 생각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더라

도 중증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의료체계가 지

원가능한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이

러한목표를위해서는전체국민의 80% 이상과

60세이상에서는90% 이상의백신접종완료가

수반되어야한다. 

코로나19 백신의성인대상접종이대부분완료

되는 10월이후에도만 16세이하의유소아청소

년들은아직까지미접종자로서방역이완화된이

위드코로나

전망

천은미

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교수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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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학교생활과 가족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어

새로운지역사회감염의고리가될수있다. 최근

청소년대상의코로나19 백신접종에대한연구들

이 발표되면서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이 이스라

엘, 미국, 유럽등에서순차적으로시행되고있다. 

12∼17세 대상으로화이자백신을접종한연

구에서는 백신접종 후 면역반응이 높아 성인보

다 높은 100% 예방률을 보였으며 연령이 낮은

12∼15세가 16~25세에 비해 항체 형성률이

1.76배높게보고되어높은면역반응을보였다.

청소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시 대부분 경증이

나 무증상으로 지나가므로 청소년 대상의 코로

나19 백신접종을권고하기위해서는백신접종

의 이득과 위험 면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

하다. 16세 이하남자청소년은 100만 명당 44

명이코로나19에감염위험이있으나심근염발

생 위험은 1회 접종시는 100만 명당 12명으로

코로나감염위험이 3배높으나백신을 2회 접

종시는100만명당162명으로심근염빈도가코

로나19 감염위험보다4배증가한다. 반면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1회 접종시 심근

염발생이거의없으므로홍콩과영국은12∼15

세 연령에서는 안정성 면에서 1회 접종만을 권

고하고 있다. 대부분 심근염은 초기 진단시 가

벼운 경증으로 지나가고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

하나 대부분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다만 16

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도 신경계질환, 중증 천

식, 비만, 당뇨등의위험인자가동반된경우는

코로나19 감염시 청소년이라도 중증으로 진행

할위험이높으므로백신접종이필요하다.

청소년과임산부에대한접종

산모는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이나

사망의위험이비임신군에비해높으므로비만,

당뇨, 면역질환등이동반된고위험군의경우라

면 가능한 임신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코로

나19 백신접종이 권고된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시 중환자실 입원이나 기계호흡 사용 빈도

가 5∼14배, 사망률이 15배까지도 높다는 보고

가 있으며 백신접종시에도 태아의 조산 위험도

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비만

당뇨, 면역저하질환등이위험인자가있는경우

는 우선적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며 접종 시기는

임신 분기에 관계없으며 고위험군 대상은 시기

에 관계없이 유행시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접종이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2∼17세 청소년과 임산부에 대

한화이자백신접종예약을시작하였다. 델타변

이이전은mRNA기반의백신은95%의높은예

방효과를보였으나델타변이이후접종후시간

에따른중화항체감소로인해체내중화항체량

이낮은백신접종자에게 3개월이후부터돌파

사례가증가하고있다. 7월이후본격적으로화

이자백신을 3차로부스터 접종을시행한 이스

라엘의 경우 추가 접종 후 중화 항체의 증가로

11배의코로나19 감염예방효과와 19.5배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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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화예방효과를보였다. 국내도백신접종후6

개월이상기간이경과한고령자, 만성기저질환

자나장기이식환자와같은면역이저하된접종

자를 대상으로 3차 부스터 샷을 예약하고 접종

을시작하고있다. 

일상회복을위한의료체계준비사항으로는확

진자가증가할경우코로나19 전담병원병상과

중환자병상가동률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

도록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최근 3개월간집

중적으로백신접종률이높은상태여서 11월 초

위드코로나로가기전까지는코로나19에감염되

는확진자수가백신접종초기2∼3개월간은중

화항체량이높아감염이차단되어확진자수가

감소하고돌파감염확진자도경증이나무증상이

면입원치료없이재택치료로전환될수있다. 

돌파감염과백신부작용대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접종 완료자는 코로

나19에감염이되더라도입원율이나중증화율은

90% 이상감소된다. 돌파감염초기에는전체적

으로 바이러스 배출량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자와 유사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감염 이후

바이러스배출량이빠르게감소하면서미접종자

에비해40% 이상감염력이감소되고임상증상

도 58%정도 완화된다. 대부분의 돌파감염자는

고령, 기저질환자의극히일부에서면역이많이

저하된감염자를제외하고는경증이나무증상으

로지나간다. 미국은돌파감염비율이 0.4%, 국

내도 초기의 0.04%에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

면서 0.3%로 증가하고있다. 70대 이상고령자

들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접

종후시간이 6개월이상경과하여중화항체량

이 감소한 상태로 돌파감염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국내도돌파감염사례는

경증, 무증상이며입원치료없이호전되며확진

자의80% 이상은미접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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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력이 높은 연령과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미접종자들의접종률을높이는것이의료체계의

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중요한문제이다. 백신

접종의부작용사례에대해서백신접종군과미

접종군간의중증의부작용발생빈도(예:뇌출혈,

백혈병, 심장마비 심근염)를 국내 자료를 모아

통계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접종과 부작용의 명확한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는 우선

적으로지원을해주는것이필요하다. 국내부작

용사례연구를통해얻어진자료를기본으로해

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작용에

대한 진단 치료지침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들에게전달하게되면접종으로인한막연한부

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미접종군의 접

종률이 증가할 것이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대해서는기존에접종3일후접종자에

게전달하는앱을통해다양한부작용증상발생

시권고되는전문진료병원과진료과를안내하는

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중환자위주의의료시스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영국, 덴마크, 싱

가포르등의해외사례를보면전체적인코로나

19 확진자수는 1월전세계대유행시기와유사

하지만70% 이상의높은백신접종률로인해입

원환자와 중증이나 사망자는 현저히 감소하여

확진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의료체계가유지되

어방역을완화한상태로위드코로나를확대하

거나유지하고있다. 

국내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중환자 위주의 체계로 보완 수정

해야한다. 수도권에서 1인가구나 12세이상돌

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적으로 시행하던 코

로나19 환자의재택치료를전국적으로점차적으

로확대하여시행을하고있다. 재택치료의성공

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위험인자 없는 확진자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저질환이없는50대미만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의 돌파감염자에 한해

대상자로한정하고격리가가능한침실, 화장실

공간이확보되어야하며 1인가구이거나돌봄이

가능한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백신접종 완료자

인경우에만같이생활하게하는부분으로확대

하는것이가족간감염자를줄이고확진자의중

증률과 입원율을 줄일 수 있다. 재택치료 확대

시점은지자체별로지역의료인들의진료협조가

된상태에서확진자개인별로담당의사가배정

되고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 1일이내응급이

송의료 병상 준비가 되어 야간이라도 응급상황

이발생할경우는언제든지응급이송이가능하

게연계되어야한다. 또한폐기물수거와생활지

원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야하며지역주민들

의자발적동의가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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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전환시 코로나19의 확산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영국

등의사례를 참고하면백신접종률이높아져도

방역 완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11월초순위드코로나시행중순이후부터지속

적으로확진자증가가능성이매우높으며 11월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높아지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새로운코로나19의대유행위험이발생할수

있다.

위드코로나후에도방역수칙지켜야

이러한위험발생에대비한목표로는 10월말

과 11월초까지현재의확산세를최소한 1000명

이하로유지하면서치명률도 0.2% 이하로감소

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일본의경우올림픽이

후 확산세 증가를 방역강화와 백신접종을 통해

확진자를 감소시켰으며 싱가포르는 전 국민 백

신접종률이 80%를초과했으나방역완화로확

진자가급증하자다시방역강화조치를시행하

였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은

확진자감소에는일부효과가있으나접종후시

간이경과시백신의예방효과가급감하므로백

신의효과는중증률과사망자발생률의감소효

과이다. 

현재 대부분 경증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의 격리 후 관찰만 하는

역할에서확대되는재택치료로인해역할이축

소될수있다. 재택치료와병원의중간단계역

할로 현재보다 전문 의료진을 확대 투입하여

실제적인경증환자의치료시설로전환하여발

열, 호흡곤란, 기침 등의 임상 증상이 발생시

항체치료제투여후재택치료로전환하면 70%

이상에서 중증예방과 입원률 감소가 가능하여

전담병원과중환자병상의부담이현저히감소

될수있다.

사적모임자제와마스크착용은 위드코로나

가시행되더라도일정기간유지가필요하다. 일

상 회복 기간 동안 늘어난 모임을 통해 개인간

접촉이 증가하면 1명이 5∼7명까지 감염시키는

전파력에최적화된델타변이가전국적으로유행

하게되면백신접종률이 80% 이상으로중가하

여도 미접종자와 돌파감염자를 통해 전체적인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전 세계가

70% 이상백신접종이가능하게되는내년중반

기까지는 일상의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유도하며실내마스크는백신접종이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이

얻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착용이 필요하며 사적

모임이나 주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는

PCR 검사와함께가정이나직장내에서자가검

사키트를상용화하는것도무증상초기감염시

진단하여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 방안으로

고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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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전성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온‘대전환’시대의주역은일차적으로플

랫폼기업이독식하고있다.

가히 독보적이다. 세계적으로는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등을비롯해국내에서는네이버, 카카

오등플랫폼기업이시가총액상위권을휩쓸고

있다. 제조공장이없는플랫폼기업이세계경제

의주도권을완전히틀어쥐기에이른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검색이나 뉴스,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상거래등핵심이

되는서비스를기반으로한층다양한서비스를선

보이고있다. 이과정에서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5세대(G)통신, 사물인터넷, 메타버스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은플랫폼의영향력을더욱

확대시키고더큰가능성을열어가고있다.

이른바공룡플랫폼이라불리는초대형플랫폼

기업들은수많은이용자와데이터를기반으로기

존산업구조를파괴하면서새롭고거대한생태계

를구축하고있다. 특히코로나19 팬데믹이불러

온비대면특수를타고글로벌플랫폼기업간경

쟁구도는오히려국경을넘어전세계를단일생

활권으로묶으며무서운속도로확대되고있다.

오죽하면미국의저명한정치학자그레이엄앨

리슨이 FANG(Facebook, Amazon, Netflix,

플랫폼시대의제도적혁신방향

시사이슈

쐥柱衍

아주대과학기술정책대학원(전공) 책임교수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前 POSCO ICT 전무/SK C&C 상무/Oracle Director

前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국가옴부즈만(기업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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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대표기업과 약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중국

대표기업의 경쟁을 국가 간‘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이라며대리전운운했을까.

플랫폼기업의영향확대

미·중간경쟁은반도체는물론플랫폼부문

에서도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ies' Trap)을

의식한‘소리없는’국가간독과점전쟁으로비

화하고있다.

어디 국가 간 경쟁뿐이겠는가. 이 거대한 플

랫폼은국가와국가간, 경제주체와경제주체

간, 산업과산업간, 기업과기업간, 개인과개

인 간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면서 신흥강

자의영역을사회, 경제, 문화, 교육등사회전

부문의영향력을확대하며‘21세기판투키디데

스함정’을현실화하고있다.

눈을돌려국내시장을보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거대 양강 플랫폼은 국내 대기업은 물

론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주도권을 장악, 생명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치닫고있다.

특히, 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은 국내 시장에

서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

인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

고 있다.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들은급격히늘어가고있다.

플랫폼의 파괴적장악력은동시에 최근의화

두인 공정과 정의마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시

장경제의틀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다. 공정

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

를보호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절

박한목소리가커지는이유다. 

이번 국감의 이슈가 카카오가 돼버린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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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증명한다. 정부의플랫폼기업에대한견제

와 감시가 무력화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별다른

대책이없다는점은현재와미래

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더 필요

로한다는점을역설하고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

부 등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온플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우호

적인입장을견지했던금융위원

회또한규제에동참하고있다.

플랫폼기업의확대와견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글로

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

인 미국은 이미 2019년부터 구

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의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

해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플

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

대를 견제하기 위해 백악관 직

속의새로운반독점규제기관으로‘백악관경쟁

위원회’를신설하였다. 이에더하여미국은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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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한 온라인플

랫폼규제6개법안을추진중이다.

유럽연합(EU) 또한 온라인 중개 시장에서 플

랫폼사업자가독점적지위를바탕으로단순중

개를넘어불공정한행위를하는것을규제하기

위해‘온라인 중개 서비스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플랫폼-이용사업자 규정(P2B

Regulation)'을제정하고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추진하며 플랫폼

의견제에적극나서고있다.

‘플랫폼 투명화법’을 제정한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플랫폼전쟁을앞두고있는중국역시자

국플랫폼기업에대한규제를지속적으로펼치

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반독점법 위반

으로막대한벌금을매기며아예기업의경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는 감시와 관리의

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전세계적인움직임과함께국내에서도각

부처가너나할것없이규제에나서고있다. 이

에 대해 플랫폼산업이 마구잡이식 규제의 희생

양이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미국과유럽등의국가와는상황이다르기때

문에이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옳지않

다고보는시선도존재한다. 특히네이버와카카

오는글로벌거대플랫폼기업들과경쟁할수있

는 몇 안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인데, 성장하기

도전에과도한규제로혁신의싹이잘려나갈수

있다는지적도상당하다.

오히려플랫폼기업에대한규제가중소상공

인과 스타트업은 물론 취업유발 효과까지 저해

할것이라는학계비판도있다. 섣부른규제보다

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부처간규제중복의부작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내 플랫

폼정책연구의확대가필요하다. 플랫폼시장은

ICT 융합을통해여러서비스·시장이연결됨에

따라구조가복잡해지고있다. 디지털대전환과

함께플랫폼의영향력은앞으로더욱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처럼거대하고복잡한플랫폼분야

를 다루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의 집행이 미시

적·거시적경제에미칠영향및정책의파급경

로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지원·확대해야

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실증적인조사와평가

를바탕으로한실효성있는정책을수립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 시장에 맞춤화된 정책을 구

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들의

플랫폼시장은G2인미국과중국의기업들이차

지하고있다. 이러한흐름속에서가장불안해하

는 건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이다. 플랫

폼 기업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은 데이터인데,

유럽은이러한기업의부재로데이터가모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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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가 있다. 데이

터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연관된빅데이터시대에서, 유럽, 일본

과같은자체플랫폼을가지지못한국가에게이

러한상황은심각한이슈이다.

하지만 국내는 이러한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하며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규

제이슈를모색하는데있어해외선행규제논의

들과사례들을참고하되, 도입을함에있어서는

국내외경쟁상황을고려하여오히려국내기업

에 역차별을 가져다주지 않을지 신중하게 전략

적으로검토하고적용해야한다. 국내플랫폼을

견제하다미국과중국의플랫폼만좋은일시켜

주는우를범하지말라는얘기다.

더 나아가 정부 부처 간 규제 중복을 없애기

위한컨트롤타워도입이필요하다. 공정위의‘온

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과 방통위의‘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등

은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처간에영역다툼을벌이는것이아니냐는지

적또한나오고있다. 부처간조정이나협의없

이각자규제에나서게되면이중규제가능성으

로인해플랫폼시장에혼란을부추길수있다. 

공정위의규제대상은플랫폼의갑질, 방통위

는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광고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충

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련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규제 사각지대 제거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

은불가피하다볼수도있겠지만, 부처간규제

주도권다툼으로조율없이부처각자의기준을

가지고규제하게된다면, 과도한중복규제로이

어져결국플랫폼생태계전반에부정적영향을

미치거나 최종적으로는 보호하고자 했던 입점

업체나 플랫폼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수있다. 

선순환생태계조성시급

무엇보다 모든 플랫폼과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선순환생태계조성이시급하다. 새로운시

대의플랫폼에대한규제와진흥의시각이바뀌

고정책이제대로나와야한다는얘기와일맥상

통한다. ‘규제컨트롤타워’의균형잡힌상생논

의가중요한이유다.

지금은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대전환의시

기다. 국가도, 기업도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가

시화된절체절명의시기라고봐야한다. 플랫폼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이

자새로운시대를알리는신호탄이다. 플랫폼기

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때 개입하여 제어해

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산업의영역은구분하여지킬수있는균형

잡힌시각을가져야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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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8년만에전기요금을인상했다.

올해부터전기요금의연료비연동제를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서 대단한 선물처럼 던져주었던 kWh

당3원의할인을9개월만에폐지하겠다는것이다.

당시에 요란하게 자랑을 하던 산업부와 청와대는

철저하게 입을 닫아버렸다. 물론 소비자들이 부담

이심각하게늘어나는것은아니다.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1050원정도올라가는수준이다. 문제는전기요금

인상요인이누적되어있다는사실이다. 억지로눌

러놓았던전기요금인상의물꼬가트이고나면상

황을걷잡기어렵게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전기요금인상의표면적인이유는연료가격급

등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국제 유가와 함께 액화

천연가스(LNG)와석탄가격이가파르게올라간것

은사실이다. 지난연말코로나19 백신이공급되면

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전기요금인상은탈원전의직접적인결과

이덕환

서강대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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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국의감염상황이개선된결과다. 국제유

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

되고, LNG 가격은 작년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갈등으로 석탄의 국

제가격도3배가까이치솟았다.

막다른골목으로내몰린한전

한전의 입장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만시

지탄(晩時之歎)일 수밖에 없었다. 서민 부담 상

승을 핑계로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하는 산업부

의 고집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전이 이번 전기

요금인상으로만족할수있는것은아니다. 오

히려 그동안 무작정 전기요금을 꽁꽁 묶어두었

던정부가더이상고집을부릴수없는한계상

황에도달해버린것이다.

한전의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의 영업적자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한전의순손실이3조원이넘어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 이사회

와경영진을배임혐의로고소하겠다는것이한

전소액주주들의입장이다. 

여당의 입장이 난처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은 악

재(쫡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부동층의 유권자들은 자신

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정부가연말까지공공요금인상은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입장을내놓은것도그런이유때

문이다. 철도·시외버스·고속버스·상수도·

도로통행요금등국민생활에필수적인공공요

금이 들썩거리는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해버린

것이다.

탈원전과의관련성

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임기말까지 추

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 쳤던 것은

가짜뉴스’였고, 이번전기요금인상은‘잘못된

탈원전정책의청구서’로규정했다. ‘탈원전정

책에의한전기요금인상은없다는것은삼척동

자도알고있다’고했던백운규전산업부장관

의 발언도 다시 소환되었다. 더욱이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눈덩이처럼 늘어난 한전의 손실이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올것이라고전망했다.

연료비 국제가격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은 탈

원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데탈원전이앞으로60년에걸쳐서추진할장기

적 과제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처구니없

는것이다. 정부가지난4년동안탈원전을무차

별적으로 밀어붙여왔던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명백한사실이다. 한전이연료비에민감할

수밖에없게된것도무리한탈원전때문이다. 

문제는그뿐이아니다. 정부가지난8월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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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태양광·풍력 설비를

늘리는것도쉽지않다. 지난 20년동안의적극

적인투자로전국에설치한태양광설비는고작

20GW에지나지않는다. 더욱이태양광의실질

적인발전량은설비용량의15%에불과하다는것

이실증적으로확인되었다. 

하루 2.4시간에 불과한 태양광의 간헐성·변

동성을보장하기위한비용도감당하기어렵다.

탄소중립위원회가 감춰두었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에반드시필요한에너지저장장치

(ESS)의구축비용이무려 787조원에서 1248조

원에 이르고, 여의도 면적(2.9제곱킬로비터)의

48배에서76배에달하는부지도필요하다. ESS

에사용하는리튬이온배터리를영원히쓸수있

는것도아니다.

탈원전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대체하면

10년마다 새로 구축해야 하는 ESS에만 현재

GDP의절반을반복적으로투입해야한다. 그런

비용을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것

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전혀없는궤변일수밖

에없다. 물론 20년주기로대체해야하는태양

광·풍력의 시설비와 부지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될수밖에없다. 현재기술로는비용을추정

조차할수없는수소의상황은더욱심각하다.

맹렬하게추진되는탈원전

탈원전에대한논란이지나치게정치화된‘소

모적’이라는환경부장관의지적은국민기만적

인 궤변이다. 2017년 6월 19일 대통령의‘탈핵

국가’선언으로시작된‘탈원전’은지금도맹렬

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 등의

건설작업이진행중이던 6기의신규원전계획

이 폐기되었고, 7천억을 투자해서 가동 연한을

연장해놓았던월성 1호기도경제성조작으로조

기폐로시켜버렸다. 

탈원전의부작용은이미걷잡을수없이심각

해지고있다. 세계최고수준의경제성과안전성

이확인된원전수출의꿈은산산이부서져버렸

다. 원전 전문 인력의 이탈도 심각하고, 창원의

원전 부품산업도 무너져버렸다. 신기술을 개발

하고, 미래인력을양성해야할원자력공학과도

머지않아문을닫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무엇

보다도 원전 산업의 핵심인 한전과 두산중공업

의경영이심각하게휘청거리고있다.

탈원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환경’이었다. 원전은안전하지도않

고, 저렴하지도않고, 친환경적이지도않다는것

이 문과 출신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인식이 문제

다. 실제로 2011년의후쿠시마원전사고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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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1,368명에이르고, 피해복구에200조원이

필요하다는근거없는정보가 2017년 문재인대

통령이직접밝힌탈핵국가선언의명분이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들은 모두 지

진에 이어 발생한 대형 해일 때문에 사망했고,

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에의한사망자는한명

도 없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우리원전에서크고작은사고가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끊어지는‘블랙아웃’사태가 발

생하기도했다는고리1호기영구정지선포식에

서의대통령의지적도명백한가짜뉴스였다. 우

리가지난40여년동안원전을안전하게운전해

왔다는사실은2018년 11월문재인대통령의프

라하발언에서도확인되었다.

원전이 위험하고 더럽다는 주장은 기술의 속

성을무시한무의미한궤변이다. 자동차도위험

하고더럽다. 우리나라에서만해도매년 3천명

이상이자동차사고로목숨을잃는다. 동일본대

지진의 3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비행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01년 뉴욕의 세계무

역센터붕괴사고에서는2,966명의희생자가발

생했다. 더욱이자동차의배기가스는도시의생

활환경과지구환경을망치는주범이다. 그렇다

고국민안전과지구를살리기위해자동차와비

행기를포기하자는비현실적인주장은설득력이

없다.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성은 기술 자체의 고유

한속성이아니라기술을활용하는우리가감수

하는사회적비용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 아무

리 좋은 기술이라도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

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사용하면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는뜻

이다. 아무리나쁜기술이라도많은비용과노력

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활용하면 원하는 편익을

얻을수있다는뜻이기도하다. 

상당한위험을감수하더라도안전을위해충

분히 노력함으로써 전력난을 해결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는것이당시우리정부의과감

한 선택이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안전과 환경

을핑계로위험의극복이가능하다는사실이확

인된원전기술을포기하겠다는주장은패배주

의적이고 비겁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원전의 안전성’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원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은

기술적·정책적·윤리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

다. 정치적인 이유로 당장 필요한 전기 요금 인

상을외면하고있는현실도심각하다. 뉴욕증시

에도상장되어있는한전의부실은자칫외교적

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명분도

없고, 준비도 안 되었고, 국민이 비용을 감당할

수도없는탈원전은더이상고집할수없다. 아

무리좋은정책이라도국민이감당할수없으면

그림의떡이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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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오늘날세계는급속한도시화로인하여

교통혼잡, 환경오염등과같은각종사회

환경적 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특히4차

산업혁명시대는단순히새로운기술등장

의차원을넘어 혁신적기술의진보로도

시의 급속한 변화를 가일층 촉진하고 있

다. 이에대응하는세계각국은다양한정

책을 수행하여 오는 가운데, 스마트 도시

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

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인

공지능부터모든사물이연결되어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까지 다양

한ICT기술등을활용하여도시의주요기

능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전

쐥政勳

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

공공데이터개방·활용전문위위원장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

서울시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前위원장

팬데믹시대이후스마트도시의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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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술적한계를뛰어넘는미래의도시라할수

있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은 과정, 목표에 따라

그의미가진화되고있으며, 최근에는도시의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시민참여·리빙랩’, ‘혁신생태계’등을주요키

워드로다양한정책과사업들이추진되고있다. 

연세대(DT기술경영센터+ISi랩)와 영국 캠브

리지 대학이 글로벌 31개 도시를 조사 분석한

‘2021 스마트시티인덱스보고서’1)에서도글로

벌주요도시들이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가

치를창출하고자하는활동의비중이이전에비

해점차커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교통, 에너지, 환경등다양한도시데이터를한

곳으로통합하여수집·가공·활용하는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

며, 이를위한표준화작업이진행중이다. 이러

한 과정에서 도시 스스로 자생적 혁신을 위해

생태계구축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세계 여러 도시들도 지속가능한 도시 관점에

서 자체 기술발전과 활용보다는 도시자체가 자

생적 혁신을 선도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교통, 에너지 환

경, 행정, 복지, 빌딩등다양한분야에서이러한

활동이진행중이며이를통해높은수준의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바르셀로나, 뉴욕, 암

스테르담등주요도시들이앞서언급한‘데이터

허브’외에도다양한주체들이함께참여하며공

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

는‘리빙랩’운영등선도적으로도시의혁신동

력을빠르게확보해나가고있다. 스마트도시의

최종목표는결국모든시민이안전하고편리한

서비스혜택을제공받는것으로우리인류는코

로나19를 통해 스마트 도시가 단순한 솔루션이

아닌 필수요소로서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

향을미치고있음을재차확인할수있다. 이러

한 세계 스마트 도시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약314조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세계의도시들은첨단기술의효과적구현으로

시민의삶의질을어떻게향상시킬수있는방안

을고민하고있다. 여기에서는스마트도시의현

황을살펴보고앞으로성공적인스마트도시구

현을위한몇가지미래제언을통해팬데믹시대

이후의 포노 사피엔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

생활방식의변화에 대하여모색해보고자한다.    

성공적인미래스마트도시구현을위한제언

수요자중심의시민참여리빙랩활성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

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

과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인지도는 여전히

미흡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다른국

가의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스

마트시티 서비스에서 체감도·인지도가 특히

높은분야로교통분야(평균 32%이상)가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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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대중교통의도착시간알림, 부르면오는

버스, 목적지최적길찾기등 시민이일상과밀

접한 부분에서 이동·대기시간의 절감효과 및

편의성을 제공받은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무동력·전기기반의동력을활용하는소형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초

소형전기차등) 즉마이크로모빌리티가근거리

대중교통의수단으로활용도가높아지면서새로

운교통체계가만들어지고있다. 

그러나 이밖에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

규모의경제(다수의서비스가결합된형태)가생

기지 않는 이상, 시민인지도·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시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비스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선도 도시들

은 실증형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리빙랩은 스마트 도시의 새로운 서

비스를 시민이 직접 참

여·공감해나가며 서

비스의효용성과가치

를 위한 개선점을 실

증현장에서다양한주

체들과 함께 방안을

찾는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시민참

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리빙

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

는단순히형식적인공청회또는일회성참여로

인식되는경우도많아, 이에대한지자체의지속

적인예산투자, 체계적인시스템구축등의노력

이필요하다. 

이제는시민이제공되는디지털서비스를단순

히 사용하는 주체가 아닌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발굴하는디지털공동체로인식되어시민과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를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운영모델거버넌스체계확립과사후관리

이전의스마트도시사업들이대부분공공주

도의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운영모델로의전환을위해관리관점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77   MAC-4       



에서다양한 정책적시도가 필요할것으로 보인

다. 예를들어현재다수의스마트도시서비스들

이개발·준공과정에서의지연또는지자체사업

종료후 민간이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발생하

는 다양한 문제들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

다도보여주기식의단발성 행정에따른 국가사

업수주로사업종료후운영예산부족및전담조

직의변동과 체계적인운영을위한스마트 도시

계획의 부재로인해실증서비스 운영중 다양한

문제들이발생하거나실제로서비스운영이중단

되기도한다. 지속가능한서비스제공및운영을

위해 사후관리 관점에서 예산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스마트시티전담조직의리더십과함께

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필요하다. 

따라서 운영계획에 대한 자원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있는효과적인운영모델수립과동시에운영

관리역량을강화해야한다. 스마트도시사업은

더이상일부특정국·실·팀차원에서주도하

는단일사업이아닌도시전체차원에서의새로

운 운영모델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할것이다. 

2021년스마트시티인덱스보고서에따르면,

도시의디지털대전환을전략적목표로하여이

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도시들은이미시장산

하의직속조직을두는등적극적인리더십을발

휘하면서 성공적인 스마트 도시 구현에 앞장서

고있다. 국내에서도또한범정부적인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지능형사회안전망구축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

로우리는온택트(온라인+언택트)사회가일상화

되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등주요국가에서

는 올해 8월부터 이미‘생활 속 코로나(With

Covid)’를 선언하며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

고관련시스템을도입하는등다양한시도를통

해빠른일상으로의회복을기대하고있다. 이러

한예기치못한재난상황에있어서사회안전망

을확보하는것은특히도시의빠른회복과복원

을위해매우중요한역량으로인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코로

나확산초기단계에서다소어려움이있었으나,

스마트시티R&D 사업중‘스마트시티데이터허

브플랫폼’을활용한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개

발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공유체제를 구축하

였다. 질병관리본부와 22개신용카드사, 3개통

신사, 여신금융협회, 경찰청등의데이터(휴대폰

접속정보, 신용카드 데이터 등)를 공유함으로써

하루이상걸리던확진자의동선파악을10분안

팎으로크게단축시키는등관련정보를시민들

에게신속하고투명하게제공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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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이번팬데믹을거치면서디지털사

회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

었으며, 이로인한국가간, 도시간디지털격차

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안정적인디지털사회안전망구축

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디지털 주권2)을

보호하는등포용적스마트도시구현을위해앞

장서노력해야한다. 

초연결·초지능화사회의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조성

인공지능을포함한4차산업혁명시대의선도

기술이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에 빠르게 적용되

면서 도시의 지능화(Urban Intelligence)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앞서 31개 도시의 약

40%(2019년 대비 약 12% 증가)가 이러한 지능

정보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예를 들어 도시의 여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수집되는센서데이터는인공지능학습

을통해, 정확한예측과빠른의사결정을가능하

게하며시민에게는시민과직접소통이가능한

챗봇서비스3)로제공되는것이다. 

기본적인행정서비스외에도도시의건물, 교

통신호등, 가로등, 상·하수도등다양한기반시

설과연결되어데이터를수집·분석하고스스로

상황을학습하며우리와직접소통할수있는시

대가바로앞으로다가왔다. 이러한혁신적활동

이계속되기위한생태계조성이중요하며, 스마

트시티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새로운가치창출로지속

가능한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스마트도시

라는플랫폼을통해다양한시도가필요하다.  

팬데믹시대이후의스마트도시는더이상미

래도시가아닌우리가살아갈바로내일의도시

가되었다. 따라서스마트도시는단순히첨단과

학기술이집약된똑똑한도시, 과학으로완성된

미래의도시가아닌시민과함께살아숨쉬며끊

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 도시를 위한 여러 제

언을통해우리나라가현재의위치를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양한시도를통해새로운성장과혁

신을거듭하며, 앞으로의글로벌시장을선도하

는도시로거듭나길기대해본다. 

1) 2021년 하반기국·영문발간예정

2) 디지털주권(Digital Right): 초연결초지능화사회에서시민이가져야하는기본권리

3) 챗봇서비스(Chatter Robot): 문자 또는음성으로대화하는기능을갖춘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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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문명대변혁

미래학을 통해 예측하는 시대의 변화는 그

영향력과변화주기에따라유행, 트렌드, 메가

트렌드, 빅 체인지, 패러다임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는 전 인류에

게모든영역에서영향을미치고새로운문명

적 대변혁을 일으키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성

격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사

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의 시스템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하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래사회는 초지능·

초연결·초실감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따뜻한인성과가치를추구하는휴

머니즘이강화되는뉴르네상스라는문명적대

변혁을맞고있다. 구체적으로우리사회는비

미래학으로보는

정치의미래

안종배

국제미래학회회장

대한민국인공지능포럼공동회장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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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참여로현존감을강화하는언택트프레전스

(Untact Presence), 모든것의블랙홀이된스마

트플랫폼(Smart Platform), 인공지능과감성으

로개인맞춤하는인공지능퍼스널(AI Personal)

이적용되면서미래를변화시키고있다.  

이를통해미래사회는모든것에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구현되며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미래학과정치의관계

미래학은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예측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상정하여 이를 구현하는 미래

전략을구상하는학문이다. 정치는국민의행복

을증진하기위해현재와미래의바람직한이념

과 정책을 구상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

는과정이다.  

이처럼 미래학과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대안을 찾아내고 바람직한 방안

을 선정하여 구현하기 위한 전략(정책)을 구상

하고실천하도록제안한다는공통점이있다. 이

때변화의속도가빠를수록그리고변화의요인

이 많고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미래학과 정치

는더욱밀접한연관관계를갖게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미래사회는뷰카(VUCA)라고명

명 된 변 동 성 (Volatility), 불 확 실 성

(Uncertanity), 복잡성(Complexity) 및 가속성

(Accelaration)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로 인

해향후미래학과정치는더욱연계될것이다.

미래학은 다학제적이고 통합적 접근으로 다

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전략을 입안한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영역이 서로 연계되고 복잡하며 불확실

성이강화되며변화가가속화되고있다. 이에정

치에서 미래의 가능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의제를설정하고, 정책대안을수립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미래학의 통

합적접근과다양한미래학방법론을활용할필

요성이증대되고있다.  예를들어미래학방법

론인환경스캐닝과STEEP방법을통해미래변

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패널기법과 퓨처스

휠기법을통해주요정책의제를설정하며, 델

파이기법과시나리오기법을통해미래정책대

안을구상할수있으며, 다중인과계층분석방법

을 통해 다양한 변화의 연관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미래의정치는미래학의접근법과

방법론을더욱활용하게될것이다. 

인공지능과메타버스시대정치의미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르네상스 신문명

의중심에인공지능과메타버스가있다. 인공지

능이 정치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고있다. 그중의하나는현재의정치인의역할

을 인공지능 정치인으로 대신하는 움직임이다.

2016년 미국에서 인공지능 정치인 로바마

(ROBAMA)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부정부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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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정책결정을극복하고공정한정책을입

안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인

공지능 정치인 샘(SAM)이 등장하여 다양한 국

민들의의견을듣고편견없이뉴질랜드국민들

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년일본의다마시(市) 시장선거에인

공지능이시장후보로등장하여‘인공지능이다

마시를 바꿉니다’를 내걸고 입후보하여 3위를

득표하였다. 같은해 러시아에서도 인공지능 앨

리스가‘당신을가장잘아는대통령’이라는슬

로건으로 입후보하여 수천표를 얻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인공지능이 국회의원

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한편 2021년 스페인 대학교 IE유니버시티의

정부변혁센터는 유럽국가 11개국 2,769명을 대

상으로국회의원의석수를줄이고, 이들을인공

지능(AI)으로대체하자는주장에대해어떻게생

각하는지를물었다. 유럽인 10명중 5명(51%)은

국회의원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중 스페인

(66%), 이탈리아(59%), 에스토니아(56%) 등에서

동의하는비율이높았다. 

메타버스를 정치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미국대선에서조바이든선거캠

프가 메타버스‘동물의 숲’에도 개설되어 활동

하였고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포트나이

트’에서도 조 바이든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도 정당 차원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

가속화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국내정당처

음으로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대선

예비후보 6명에게 메타버스 사무실을 내주고

공식 입주식도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메타버

스 당사를 구성하고 대선후보의 메타버스 캠프

기획에나서고있다. 이처럼인공지능과메타버

스는 이미 정치 분야에 활용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에는 첫째,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되는 디지털세상과 물리적 세상

이융합되고하나로연결된다. 둘째, 인공지능을

넘어서는휴머니즘이강화되어경쟁과효율보다

는공정과동행적가치가중시된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엔 소수

정치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재의

정치 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즉 인공

지능메타버스거버넌스로누구나쉽게정책의

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의 집계가

투명하게자동화되며, 국민이스스로자율적으

로정치에참여하고결정하는시민참여민주주의

로변화될것이다. 민주주의의주인이국민이되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엔 독점과 감시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인공지

능과 메타버스를 악용하려는 소수 정치 집단의

위험을극복해내는힘든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정당의 목표가 기존처럼 정권을

쟁취하는것이아니라국민의행복증진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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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래발전에적합한법안과정책을개발하고

제안하는것이우선적인목표가될것이다. 정당

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되는 정책과 법안을 더욱

많이구상하고제안될때그가치를인정받게되

고이로인해정당은싱크탱크의역할이강화될

것이다.

또한미래의정치지도자는미래정치환경변

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정치인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위한새로운리더십역량이필요하게된

다. 첫째, 미래의정치지도자는특권의식과사리

사욕이 없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자신

을희생하는마음이필요하다. 그리고특정조직

이나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국민

의행복증진과국가미래발전을목표로활동하

며 이를 통해 자부심과 의미를 가져야 한다. 둘

째, 미래의정치지도자는현재와미래변화를읽

고예측하여현재의어려움을타개하고미래비

전과미래전략을정책으로입안하여희망과발

전을도모하는미래지도자가되어야한다. 셋째,

미래의 정치지도자는 국민들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셜미

디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통한

소통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와정책및법안입안과

결정을국민과공유하고힘을모을수있는공감

커뮤니케이터가되어야한다. 이러한새로운리

더십역량으로미래의정치지도자는인공지능과

메타버스시대에도국민행복증진과국가발전

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존경받을수있게될것이다. 

한국정치의미래전략제안

한국 정치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느라 미래가

죽었다는말이있다. 과거와현재는미래의발전

을위한시금석이되고밑거름이되어야의미가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은코로나19로인한변화

외에도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의변화, 핵으

로 무장하는 북한의 돌발 변수, 세계 최저의 출

산율과최고속고령화율에따른인구변화와소

득 불균형 심화,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가속화, 기존일자리와직업의급격한

감소등수많은미래변화에통합적으로대처해

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정치는더이상과거와현재에매몰된정쟁을멈

추고국민에게미래와희망을주는정치가되어

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미래학적 관점에

서차차차(Cha, Cha, Cha) 전략을실현할것을

제안한다. 즉현재와미래변화를이해하고예측

하는 Change, 바람직한 미래를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위해미래정책과법안을입안하여도

전하는 Challenge, 이러한 정책과 법안의 실천

을 통해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Chance를실행하는정치를통해한국의정치가

국민들에게미래와희망을주는미래로가는희

망기차가되기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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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海玉(13·14대 의원) 안동권씨대종회회장은최근 80평생

의인생일대기를담은회고록『政治와人生』을발간했다.

權 회장은 책 서두에서“어느 선배 정치인은 정치는 무(無)

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제가 비록정치의현장에서역사에남을만한위대한업적

을 남길 만큼 감동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성장 배경에 관계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하게 추진

한다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작은보람을찾고자한다”는발간동기를밝혔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과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정계은퇴후대한주택공사, 헌정회등에서활동한

단상들을기록했다. 특히책서두앨범은그동안정치현장을누빈필자만의기록을생생히전해준다.  

1993년 문민정부출범과함께시작된민자당국회의원재산공개진상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날들도 기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2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의 재산 공개에 이어 3월중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자당 의원 및 차관급 공직자들이 재산을 자

진공개한데이어 4월초에는 민주당등야당의원들도 동참함으로써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때

당의위신은세웠지만동료의원들의정치적사형을선고하는악역으로서의괴로운심경도담았다.          

대한주택공사 사장 시절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대도시 서민들의 주거안정 개선책으로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에 앞장서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헌정회 사무총장때 회원들의 예우 차원에서 복

지문제와헌정회육성법개정에기여했다. 현재활동중인안동권씨대종회회장으로서임진왜란당시나라

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행주대첩을 큰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위업이 폄하되어 기념행사를 국가행사

로격상해야한다는 100만 종친의서명을받아문재인대통령과문희상국회의장에게건의서를제출하기

도했다. 

필자는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신한국당 원내수석 부총무, 민자당 정책위 부의장·사무부총장

과 민자당 국회의원 재산공개특별조사위원장,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헌정회

사무총장·부회장등을역임했다. 

權海玉안동권씨대종회회장회고록『政治와人生』

회원신간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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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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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저출산해법모색

86

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

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심각하고풀기어려운

것이저출산문제다. 우리나라출산율은 1960년

6.16명으로 최고치에 이른 후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의 추진으로 1965년 5.63명, 1975년 4.28

명, 1985년 2.23명, 1995년 1.70명으로계속급

격히하락했다. 이러한추세를감안해1995년당

시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필자는가족계획사업

의중단을선언했다. 그러나그후에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00년 1.51명에서 2010년에는

1.23명, 급기야2020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

수준인0.84명이되었다.

출산율의하락은출생아수의감소를의미한다.

출생아수는1960년대연100만명대를유지하였으

나, 1970년대에는 80만명대로, 1984년부터는 60

고효율저예산정책

적극검토해야

徐相穆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국제사회복지협의회회장

13·14·15대의원

前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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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선으로줄었으며, 2007년에는49만명그리

고2020년에는28만명에그치고있다. 현추세가

지속되면 출생아수는 2026년부터는 연 20만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신생아가 줄어들면

산부인과와소아과의료서비스수요감소에서시

작하여, 학교구조조정, 군 자원및노동력부족

사태및경제성장률하락등으로이어질것이다.

반면, 고령자가늘어나면의료비, 연금등의증가

와사회복지지출의급증으로이어져복지재정에

큰부담이될전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인

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5.8%에서 2060년에는

1.0%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저출산의원인

저출산의가장근본적인원인은소득수준향상

과피임방식의발달에있다. 이는다른선진국에

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인구감소는불가피해보인다. 한국은물론세계

평균출산율은196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 세계평균출산율은

1965년 5.02명에서 계속 감소해서 2020년에는

2.47명에이르고있다. 그러나특이한사항은한

국에서의출산율감소속도가세계평균보다훨

씬가파르다는사실이다. 같은기간중한국의출

산율은5.63명에서0.84명으로급감했다.(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가장큰이유는 1960년 이후 30년 이상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60년대 초 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해 운영하였

고, 가족계획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홍보활동을전개하는등다양한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그 결과피임실천율은

1966년20%에서1986년에는77%로급증했다.

그러나문제는 1980년대중반이미인구증가

율이 1% 미만으로낮아지고출산율도 2.1명 수

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

유는 가족계획사업은 수출진흥,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당시 정부의 3대 역점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기에 그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1995년 필자

가보건복지부장관자격으로참석한이집트카

이로 세계인구회의에서 선진국이 저출산 문제

를우려하는것을목격한후, 인구정책심의위원

회의심의를거쳐가족계획사업중단조치를단

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에도 불구하

고출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표)합계출산율(가임여성1명당평균출생아수)    단위:명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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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저출산대책과효과

그러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저출

산·고령화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1차계획은저출산극복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에역점을두었다. 2차계획은출산과양육에대

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강화를 강조했으며, 3차

계획에서는일자리및신혼부부주거지원등구

조적 대응을 시도했다. 금년부터 시작된 4차 계

획은 출산율 제고 차원을 넘어 전 생애 삶의 질

향상을위한종합적대응에역점을두고있다. 저

출산정책추진에소요된예산은2006년 2조1천

억원에서시작해서2020년에는무려40조2천억

원에이르고있다. 그러나그결과는매우참담하

다. 출산율이 2005년 1.22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저출산해법①

좋은일자리만들기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

하면비혼및만혼의가장중요한원인은경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및 만혼의 사유로 미

혼자의 86%가‘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에 동의하였고, 미혼자의

83%가‘결혼생활을유지할정도로수입이보장

되지 않아서’에 동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청년실업상황이더악화되었기때문에경제

적요인은최근저출산의핵심원인으로작용하

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첫번째출산율제고대책은청년들에

게‘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는것이어야

한다. 2005년 이후 저출산 정책추진을 위해 엄

청난규모의예산을쓰면서도별효과가나지않

는것은핵심해법이보육이나육아휴직에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

제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

보다는 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기업하기좋은나라’만드는경제정책에국

정운용의최우선순위를둘것을적극건의한다.

저출산해법②

물질주의적가치관을인본주의적으로전환

두번째출산율제고대책은현재한국인이지

닌물질주의적가치관을인본주의적인것으로전

환시키는 것이다. 출산 억제의 기본 생각은‘아

이를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었다. 그

러나장기간가족계획에대한홍보와급속한경

제발전의부작용으로국민의식이지나치게물질

주의적이되었다. 이러한사실은‘세계가치관조

사’를통해서도확인되고있다. 자신이물질주의

자라고응답한비율이스웨덴 5.5%, 영국 9.9%,

미국 21.5%에 비해 한국은 54.0%로 선진국 중

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미혼자의결혼에대한

가치관역시급속도로바뀌고있는데, 이러한현

상은미혼남성보다미혼여성의경우더두드러

짐을알수있다. 보건복지부조사에의하면, ‘결

혼은반드시해야한다’라는응답자비율이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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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2009년23.4%에서2012년에는23.8%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미혼 여성은 같은 기간에

16.9%에서13.3%로오히려감소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을 유도하

기위해서는학교교육은물론시민대상사회교

육을함에있어가족의중요성과인본주의적가

치관을강조하는내용을담아이를적극추진해

야한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교육 및 홍보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하고, 종교계등민간부문의역할도

크게활성화되어야한다.

저출산해법③

혼외출산에대한편견해소

출산율제고를저해하는또하나의가치관문

제는혼외출산을금기시하는사회적편견이다.

최근유럽국가들의경우, 혼외출산율증가가출

산율증가에결정적으로기여했음을알수있다.

2016년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39.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20분의1 수준인 고작

1.9%였다. 우리나라의 낮은 혼외출산율은 높은

낙태율, 기아(棄兒) 문제와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2019년현재전체입양아동중

미혼모아동의비율은국내 83.3%, 국외 99.7%

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모든 아이

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 임신기부터정부지원을강화하

고, 특히미혼모와미혼부에대한인식개선과지

원강화정책이동시에추진되어야할것이다. 참

고로 출산율 제고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는 1999년‘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를 선택한 동거커플은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정식혼인한부부와차별없는각종혜택을받게

하는것이다. 이제우리도‘한국형PACS’제도도

입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저출산해법④

사회부총리가저출산정책총괄해야

저출산정책이실효를거두지못한또하나의

원인은정책추진체계가취약한데있다. 이는범

정부차원에서강력히추진한과거의가족계획체

계와는대조적이라고할수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서는사회부총리제도를강화하고활성화해

야한다. 경제분야에서‘한강의기적’이경제부

총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인한 바 컸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을사회부총리로보임해저출산

종합대책을수립케하고관련예산도집행·조

정하는책임을맡길것을적극제안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이 막대한 규

모의 예산을 필요로 한 반면, 필자가 여기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대신정책효과는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이에

대한정부와여야정치권의적극적인검토를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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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0.84명! 우리나라의2020년출산율이

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년

세계최저기록을갈아치우고있음에도오랜시간에

걸쳐 내성이 생긴 탓인지 반응이 무덤덤하다. 새로

운기록이발표될때아주잠시동안만언론에서기

사를내고있을뿐, 그것도하루이틀지나면지면과

화면에서더이상언급되지않고사라진다. 정부부

처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놓지 않는다.

간간히 들리는 정부의 소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이제 출산율에 연연하기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높이겠다는것이다.”또다른하나는“인구변화

에대응한사후적인대응을위해노력하겠다는것이

쐥三植

한양대학교정책학과교수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원장

중대성·시급성

반영한대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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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들두방향이틀린것은결코아니다. 향

후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국가가 기본

적으로수행하고달성해야할책무이다. 

그렇다고 현재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이 현 수준에서 유

지된다면 인구감소나 고령화가 극심해져 인구

변동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이 극히 어렵고, 그

에따른희생도감당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

다. 그로인해국민의삶의질은오히려손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우선순위는 출산

율이 높아지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들이 두 가지 기본원

칙에충실해야한다. 

행복하게아이를양육할수있어야

첫번째기본원칙은출산시어떠한상황에서

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함을 의

미한다. 두번째기본원칙은출산및양육을이

유로어떠한차별이나부당한대우를받지않아

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출산을이

유로 비자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한

다. 취업시육아로인하여인사상불이익을받

아서는안된다. 자녀양육으로인하여빈곤해지

거나교육, 문화여가생활등의기회가위축되지

않아야한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 미혼층의결혼선택

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인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양육

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셋

째, 질 높은 다양한 육아(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를구축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자녀양육과관

련하여 시간서비스를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지

원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법들은동시에이루

어져야 제대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각 접근

법에대한개선내지신규도입방안들은다음과

같이제시할수있다.  

우선 미혼층의 결혼 여건 조성에 관한 제안

이다. 대표적인 여건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안

정적인주거확보를들수있다. 일반적으로공

공부문과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무

한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

정적인일자리라기보다고용과수입안정등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중소기업등의 고용및 수입안정성을 제

고하기위한세제및행정적지원등의노력이

중요하다. 주거와 관련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주택의충분한공급과더불어주택가격의적정

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

이중요하다.  

생애주기에따른연속적지원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제안이다.

OECD 회원국들의사례를종합하면, 경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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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임신수당, 신생아수당, 아동수당, 교육수

당, 주거수당등생애주기에맞추어연속적인개

념으로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2022년

부터 임신바우처(100만원, 1회), 출산지원금

(200만원, 바우처형태, 1회), 영아수당(만2세미

만영아대상, 월30만원, 어린이집이용시바우

처형태, 미이용시현금), 아동수당(0개월~86개

월, 월 10만원), 국가장학금등으로체계화할계

획이다. 이중포괄적인경제적지원으로서아동수

당은지급규모나지급기간을대폭확대할필요가

있다. 자녀수가많아지면그만큼가구소득중양

육비비율이급격하게높아진다는점에서출산순

위에따라지급액을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아

동수당은OECD 회원국대부분과같이15세까지

지급하고, 수당액은 첫째아 월 30만원, 둘째아

월 36만원, 셋째아월42만원등기본급30만원

을기준으로출산순위가한명씩높아질때마다

20%씩증액하여지급하도록한다. 여기에서 30

만원은 OECD 회원국들중상위수준의금액을

준용한것이다. 이는우리나라출산율이아주낮

고, 자녀양육비와 주거비가 아주 높은 편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별

도로주거수당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그부담

중일부라도아동수당에반영할필요가있다. 수

당액은소비자물가와연동하여매년또는 3년마

다개편하도록한다. 출산순위에따라차등지급

하는이유는자녀양육관련일부비용은자녀수

가증가시규모가커져부담이매우커지는속성

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1자녀를두고있는

가구는방 2개의아파트가필요하지만, 2자녀를

둔경우에는방 3개 아파트, 그리고 3자녀를둔

경우에는방4개아파트가필요하며, 이경우아

파트 구입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커져부담하기어려워진다.

돌봄시스템의체계적구축

다음으로 육아(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제안

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초등돌봄 등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돌봄시스

템이체계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 지금까지우

리나라는 미취학 단계의 생애주기에 집중하여

인프라구축과서비스공급에중점을두어왔다.

아직까지상대적으로취약한부분은초등돌봄이

라고 할 수 있다.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는 사교육이나 비공식 돌봄 등

에의존함으로써경제적및심리적부담이큰상

황이다.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

해서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 시행을 의

무화하여영아부터초등학교저학년까지의돌봄

체인(chain)을 완성하도록 한다. 서구 사회에서

와같이정규교육이후학교내에서의방과후프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및 적성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학교교사의이중적인부담을해소하기위

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전용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정규적으로운영하도록한다. 이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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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것

이다. 부모들은안심놓고자녀양육과본인들의

경제활동등에관한설계를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시간적지원에관한제안이다. 서

구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시간서비스

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가족돌

봄휴가) 등으로체계화되어있다. 육아휴직급여

는즉시적으로현실화하도록한다. 정부는2022

년부터 만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각각에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로 첫 달에 최대 200만원, 둘째 달에 250만원,

셋째달에300만원을일종의인센티브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원으로 고용보험금과 더불

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충당할 계획이

다. 이러한 계획에 비추어보면,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급여 제공은 최소 1년 간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확대 개선방안은 육아휴직으

로인한소득상실분을보전하여출산으로늘어

나는가계지출부담을경감시켜주는데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

용자에대해출산전후모성보호및소득단절에

대한생계지원차원에서출산급여를3개월간50

만원씩지원하고있다. 현실적으로급여액이아

주적고, 여전히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한다.

더욱이이들은육아휴직을전혀이용할수도없

다. 이러한문제들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

서는부모보험을과감히도입하여근로계약형태

나 종사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와 모가

자녀출산시자유스럽게출산전후휴가와육아

휴직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저출산대책의시급성반영

이제 저출산 대책은 중대성과 시급성을 적극

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우리나라출산율이아

주낮다는점에서점진적인접근보다저출산대

책마다목표를정하고, 이를조기에충족시키는

접근을채택하여야한다. 그동안저출산대책들

대부분은점진적으로변화해왔다. 그로인해수

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로, 육아휴직 시 지급

되고있는육아휴직급여는2001년20만원(정액

제), 2002년 30만원, 2004년 40만원, 2007년

50만원, 2014년통상임금의40%(정률제), 2017

년 초기 3개월 80%+이후 40%, 2019년 초기 3

개월80%+이후50%, 2022년80% 등으로변화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일정 수준으로 접

근하고있는데그과정이매우복잡하고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관련한불편과피해는수요자인국민들의몫

이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언제가 일정금액

으로상향조정하여수렴될것이다. 따라서모든

저출산대책들은각각의목표달성시기를앞당

겨지금부터본궤도에오르게하는것이국민들

이 정책들을 신뢰하여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하

는데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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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교관의첫외교전선

2014년 8월 23일 토요일오후아시아나편으

로아내와함께동경하네다공항에도착했다. 마

침서울왔다가귀국하는무라야마(村山) 전총리

와같은비행기여서간단한인사를나누었다. 대

사로서처음만난일본정계거물인셈이다.

하네다공항에내리니토요일인데도양국의기

자들이가득했다. 양국관계가어려운시기에부

임했으나최선을다해양국관계를개선시켜내

년국교정상화50주년이되는해를새로운한일

관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교과서적인 대

답만했다. 민감한양국관계라부임초부터설

화가생기지않도록조심한것이다.

월요일인 25일 10시 대사관 1층 강당에서 취

임식을가졌다. 은퇴한지도오래된정치인출신

에다 비외교관이고 나이도 많으니 모두 호기심

반, 걱정반일것이다.  

나도취임에맞추어각오를다시한번다짐했

다. 나는공직자로평생을살아왔지만이번만은

정말사심없이사명감을가지고나라위해멸사

봉공해보자고굳게마음먹었다. 

사실 나는 달리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잘되기위한자리생각을할필요가없고가

족들에대한걱정도없다. 아이들도내가걱정할

필요없이자기갈길을잘가고있다. 그러니까

덤으로얻게된이자리를정말나라위한일념

으로일하겠다고거듭거듭다짐했다.

쐍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남기고싶은이야기(2회) 

나의주일대사

시절

남기고싶은이야기는 10월호부터 6회에걸쳐유흥수(4선) 前주일대사가일본에서대사로공직생활을하면서

느낀소회를담은글을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비외교관의첫외교전선’편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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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힘으로 한일관계를 다 좋게 할 수는

없으나정치이외의다른분야에서는교류를활

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주로 일본 각계각층의 사

람들을많이만나우선분위기조성에주력하기

로했다.  

참고로대사관의직원은 160여명인데본국에

서 온 외무직원은 63명이다. 그 중에서도 순수

외교부출신외교관은 30여명이고나머지는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이다. 경제부처는 물

론이지만 경찰 검찰 법원에서까지 나와 있다.

나머지 100여명은 모두 행정요원이며 현지 채

용이많다. 모든기능을하는하나의작은정부

라할수있을것이다.

첫외무성방문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사이키(齊木)

외무성 차관을 예방하여 부임에 따르는 실무적

인 일들을 마무리하고 8월 3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히로시마태풍피해지역을위로방문

했다. 폭우와산사태로사망자만74명이나생긴

큰 천재지변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것이 나의

첫외부업무다.

신임 대사로서 일본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생각과그지역이바로당시의기시다(岸田) 외

무대신(이번에총리가됐음)의선거구라는점도

고려하였다. 또내가고령이라는점을의식하고

있는 주변에게 당일치기 비행기 출장으로 건강

을과시하겠다는다목적포석도없진않았다.

그때 임시피난민수용소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가 한국대사라고 하니“나카요쿠시나사이요

(좀사이좋게하세요)”하던말이지금도내귀에

생생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 일본 국민들의 생

각일것이라고나는생각했다.

2차대전당시원폭피해를기념하는원폭평

화공원을 둘러보고 마지막 비행기로 동경으로

돌아왔다. 부임일주일만의첫휴일인데도쉬지

못해몸은퍽피곤했으나마음은가벼웠다.

의원 시절부터 잘 알던 누카가(額賀) 일한연

맹회장과 가와무라(河村) 의원도 전화로 나의

부임을반기고도와주겠다고했다. 기시다외무

대신과사이키차관도나의부임에특별한관심

을가진다며협조를부탁했다. 

특히 기시다 외무대신은 내가 면담신청을 하

기도전에먼저만나자고연락이왔다. 한 30분

의례적인 공식 대화가 끝나자 의전도 무시하고

나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면서

귀에대고살짝“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사건을

잘부탁한다”고하는것이아닌가. 빨리만나자

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했다. 대통령

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

고있는가토지국장사건을말하는것이다.

나는일단이것은외교사항은아니고국내사

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대신의염려사항을본국에잘전달하고나도최

선을다하겠다고우선넘겼다.

여기 와서 보니 이 문제는 한국에서 생각한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95   MAC-4       



96

것보다일본조야의관심이많고나도여러가지

관점에서융통성있게처리해주면좋겠다는생

각을갖고있었으나여성대통령본인이관계된

일이다보니 아무도 강력하게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현실이었다.

그 후나도이문제해결을위해귀국시당시

황교안 법무장관도 만나고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다. 다행히그후출국금지조치는해제되기

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현재 총리)

은겸손하고성정이온화해보이는신사인데외

유내강형으로보였다. 나보다나이가딱20살아

래인데그후에도꼭예의를갖추려는모습을보

여 나에겐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마침이번에일본의총리대신이되니너무반갑

다. 내가 생각하기론 이번에 출마했던 누구보다

한일관계에대한이해는많을것으로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양국사정이 그가 총리가 되었다

고 해서 금방 긍정적으로 풀려나가리라고는 기

대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새 정권

이 들어서고 하면 서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기대해보고싶다.

취임 초부터 강행군이다. 틈틈이 업무보고도

받아가면서외부일정도꽉찼다. 최고령대사로

서빠듯한일정을잘소화해낼만한체력이있을

까하며우려섞인시선을보내던직원들도나를

보는시선이달라지고있었다.

부임한달만의신임장증정

원래 대사의 공식 외교활동은 신임장을 증정

한 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부임하자마자

별로구애되지않고많은사람을만나는등외부

활동을했다. 천황에대한신임장증정은부임한

지한달쯤되는9월26일(금) 오후2시30분황궁

에서엄숙한의식속에서이루어졌다. 

주재국에서 신임장 증정을 언제 받아주느냐

하는시기문제도신임대사에대한호불호의의

미가담겨있다고들한다. 나는상당히빨리잡혔

다는이야기다. 

연미복 차림으로 황실에서 내준 황금마차를

타고황궁으로들어갔다. 가두엔관광객이손까

지 흔든다. 우리 대사관 쪽에선 김원진 김옥채

양정무공사, 홍동호경제공사, 권태환국방무관

기시다당시외무대신과의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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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명이수행했다. 일본측에선궁내청장관등

궁내청간부와정부쪽에서시오자와(鹽澤) 후생

성대신이배석했다.

황궁의긴복도를걷게하고권위와위엄을갖추

려는의전이다. 보통천황과의대화는한5분정도

라는데내경우엔10분이상선채로이루어졌다. 

먼저천황이대통령의안부를물었다. 그것을

받아서나도우리대통령께서도천황에대한안

부를전하고 2015년국교정상화 50주년이되는

내년을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

자는말씀이있었다고했다. 천황도공감을표시

하곤바로내개인에대해서묻기시작했다.

천황은“일본과의인연이있으시다는데?”하고

말문을 열었다. 나는 유년기에 교토(京都)에서

자랐다는 것을 비롯해서 경도대학에서 잠시 연

수한것과한일의원연맹에서활동한것등을이

야기했다. 경도대학에선 무엇을 공부했느냐 일

본은어디가좋으냐등많은관심을보였다.

나도내친겸에내년한국에서개최되는세계

물포럼회의에황태자에대한초청장이외무성에

와있으니황태자의방한이꼭이루어졌으면좋

겠다고말했다. 천황은좀예상치못한말을들은

듯한표정이었지만별말없이고맙다고만했다.

나루히토(德仁) 황태자(현재는천황으로즉위)

는UN 물과위생자문위원회명예총재로서그해

그물포럼이한국에서개최되기때문에나도다

만그런초청이한국정부로부터와있다는사실

만알리려한것뿐이다. 

수행원을소개하고한일관계가잘되기를바란

다는말과또만나게되기를바란다는천황의말을

끝으로긴장된20분의행사가끝났다. 어제까지만

해도비가왔는데날씨가좋아너무다행이었다.

그후몇개월지난후천황내외는 우리내외

를초청하여넷이서차를마신일이있었다.  부

드러운카리스마가느껴지는분이다. 부임후의

감상도묻고내가어릴때일본에살았다하니그

에대해서도묻기도했다. 그러더니천황은느닷

없이“내몸에는백제의피가흐르고있다”고해

서깜짝놀란일이있다. 

자기의 직계 선조인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무령왕의후손이라고밝힌것이다. 일본의

역사책‘속일본기(續日本記)’에 기록된 것이라

하지만그당사국인주재대사에게직접밝힌다

는것은매우놀라운일이다.

일본의천황은한국에대해친근감을많이가

진 것으로 느껴졌는데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을

매우애석해한다는말을많이들었다.

다행히일본측에서도나의부임을반기는분

위기였다. 일본을이해하는사람이고또뭣보다

도박근혜대통령이나를대사로보낸것은대통

령자신이한일양국관계의개선에대한의지가

있는것으로받아들인것이다.

니카이(二階) 자민당 총무회장(현 간사장)은

문예춘추와의대담기사에서“신임대사는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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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연이깊은사람으로이분을빼고달리적

임자를찾을수없을정도로훌륭한인선”이라고

극찬을해주었다(文藝春秋2014년11월호)

일본의3개일한단체가공동으로개최해준내

환영식에는 정치인 70여명이 오는 등 대성황으

로 그런 일이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 아소 다로

(麻生太郞) 대장대신을비롯해서다니카기(谷恒)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二階) 총무회장 등 집권

당의요인들이대거참석했다. 

야마구치(山口) 공명당 당수, 누카가(額賀)

일한의원연맹회장, 가와무라(河村) 간사장, 오

자와이치로(小澤) 야당당수등여야를막론했

다. 경제계 문화계 인사들도 많았다. 대사관

직원들의말에의하면근래에없었던일이라고

했다.

모리요시로(森싗朗) 전총리는나와동갑으로

오랜 친구라고 나를 치켜세우면서 멋진 덕담으

로환영사를해주었다. 그는당시올림픽조직위

원장으로서아베총리의멘토노릇을한다고할

정도로영향력을가진사람이다. 나도답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국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바

라고있다고강조했다.

일단대사로서안착하는데는성공을한것같

다. 나는우선나에대한일본조야의호의를잘

살려서정관계인사등일본의실력자들과또각

계각층의사람들을만나가급적많은대화를나

누기로했다. 얼어붙은한일관계를풀어내기위

해서는우선다양한사람들을만나서의견을나

누어냉랭한분위기를푸는것이급선무라고생

각했기때문이다.

그 때 환영식에는 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일해주신김수한前국회의장을비롯해이대

순 의원, 공로명·유명환 前 외무장관들이 얼

마나 고마웠던지 모른다. 그 후에도 이들은 양

국관계개선을위해측면에서많은지원과힘을

보탰다. 

신임장 증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미복 입고 황금마차 타고 들

어가기전대사관직원들과함께

모리전총리와함께기념촬영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98   MAC-4       



2021. 11 99

鄭範九(16·18대 의원) 청년재단 이사장(前 주독일대사)은 최근

독일대사를 하며 겪은 외교 현장의 일화들을 담은『가까워지며 변

화하기』를발간했다. 

책 서두에서 필자는“외교관은 늘 3개의 시계를 차고 있어야 한

다고 합니다. 본국의 시계, 주재국의 시계, 그리고 세계의 시계. 이

말처럼 외교관의 처지를 잘 요약한 표현은 없습니다. 내 나라 관점

에서 문제를 보지만,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속사정까지 들여다 볼

줄알아야하고이런모든일들이어떤국제적흐름속에서진행되

고있는지를파악해야한다”며외교관의역할론에대해덧붙였다.    

필자의독일과인연은마부르크대학에서정치학을공부할때부터

다. 외교관 시절 독일에 대해 늘 가졌던 두 가지 물음은 첫째, 유럽

을 전쟁의 참화속으로끌어갔던나치독일의과거범죄를독일은어떻게반성하고극복해왔나? 둘째, 우리

와같이분단경험을가졌던독일은어떤과정을통해분단을극복하고통일을이루게되었는가? 라고한다.

이 책은 원래 페이스북에 연재하였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대사로서의일상과사안들에대해스케치하듯간략히정리하면서사진을곁들였다고한다.

필자는베를린시영빈관에터잡은주한독일대사관저이야기, 관저 안한장의사진속빌리브란트당시

베를린 시장(前 독일 총리)이 장남과 공 차는 모습을 간직한 채 추후 역사학자가 된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장남과 만남, 한국 사위가 된 슈뢰더 전 총리와의 독일과 한국에서의 만남 일화, 가브리엘 전 외교부장관의

고향고슬라시방문이야기등등주독일대사로서의일상들을기록했다.  

슈타인마이어대통령과의일화도눈길을끈다. 필자는“2018년 독일대사로부임하자슈타인마이어대통령

(슈뢰더 前 총리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사민당 총리 후보 역임) 평창 방문을 수행했고 6월 27일 대통령 지

방순시에 동행하면서 월드컵 한독전(한국 승리)을 함께 보면서 아슬아슬하고 진땀나는 시간이었다.”고 적었

다. 그러면서슈타인마이어대통령은내각제정부형태로현실정치에는개입하지않지만독일이당면한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독일사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에 대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이기에 현역 정치인보다

인기가높다고평했다. 

정범구前주독일대사『가까워지며변화하기』

회원신간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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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무기개발을억제하기위한미국주

도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 장기화

로 현재 북한경제는 난관에 봉착해 있고, 북한

인민들은극심한생활고에시달리고있다. 이런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희생을

인내하면서제재에맞서서버티고있다. 이대로

라면, 북한핵포기를위한대북제재압박정책은

북한인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위협에 그칠

뿐실효가상실된정책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북핵 문

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큰오산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한

반도에서 몇 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할 수

종전선언은한반도평화화합의첫걸음

崔鳳九

남북신뢰회복추진협의회회장

더불어민주당고문

독도수호배달민족회의이사장

13대의원, 前 헌정회부회장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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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무력을행사한다는것은본말이전도된강

대국의 오만한 힘자랑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북한의후견인격인중국정부가좌시할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미중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위험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지난10월11일노동당창

건76주년을계기로국방발전위원회“자위2021”

기념연설에서무적의자위력을강조하면서“남조

선이나미국등특정국가가북한의주적이아니

며전쟁그자체가적”이라고자위력을과시하면

서도유화적인제스처를보였다. 금년1월노동당

8차대회에서수정채택된노동당규약에서한국

에 부담되는 서문이나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것으로보아검증되지는않았지만과거와는많이

달라진남북공존공영의정책전환이엿보인다.

우리는5천년의역사를가진피로연결된단일

민족이다. 때문에8천만민족이다함께민족동일

체정신으로평화적조국통일을염원하고있다. 

그렇기에민족을말살할수있는물리력에의

한통일은있을수없는일이며, 한반도의평화

와민족공영에절대적가치를두고모든역량을

쏟아야하겠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시련을우리스스로의지혜와노력으로극복

해야할소명이있음을자각해야할시점이다. 

다행스러운것은, 지금은남북공히대결보다

는평화와민족공영의대의에공감하는대화분

위기가강하게조성되고있다는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다. 어제의 역사는 내

일을예측할수있는거울이될수있다. 우리의

5천년민족사를되돌아보면, 지정학적으로강대

국에둘러싸인한반도는항상주변강대국이노

리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과거 중국(수, 당, 원,

명, 청)으로부터 숱한 침략과 속국으로 지배당

한민족적쓰라림이있었고, 근대는일본으로부

터도36년간의굴욕적인식민지배를받았다.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다툼의 신냉전 분위기

틈새에서 군사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유지와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큰 과제를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의

지로이를잘컨트롤해야한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체제유지를 위

한 폐쇄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국력이

쇠퇴한북한이생존하기위해서는자위수단으로

군비확장에비용이적게드는핵과그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을개발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은다른나라에위협은될

수있어도, 공격무기로사용할수는없다. 핵무

기를보유했다고핵무기를함부로사용할수없

는 것이 국제질서이고, 현실이다. 핵무기 사용

은 보복 공격으로 반드시 자멸을 초래할 수 있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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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대응책으로국내

일부 학자나 군은 우리도 핵무기 보유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핵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6개월이내에핵무기를제조할수있다고한

다. 일응 타당한 것 같지만 핵무기를 개발할려

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NPT 제10조에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

태롭게 할 경우(특별사건에 직면했을 때) NPT

를탈퇴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 핵확산을반

대하는미국을위시한주변국인일본, 중국, 러

시아등국제사회의강한반발로외교적·경제

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쉬운 일이 아니

다. 

북한이 자국의 생존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끝

까지핵을포기하지않을가능성이예측되는상

황에서, 북미핵폐기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서

는북한의생존권유지와체제유지를담보할수

있는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등확실한방책이

마련되어야하는것은물론, 상당한수준의경제

적 보상 조건이 제시되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래

도 어려운 문제다. 이제는 북한의 핵 폐기 회담

의새로운전략적발상전환이필요한때이다.

문재인대통령은9월21일유엔연설에서교착

상태인남북, 북미간의핵폐기협상을재개하기

위한 길잡이로 남·북·미·중이 참가한 4개국

또는일·러까지6개국이참가한한반도종전선

언을제안한바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0월 5일자칼럼에서종전

선언은적대정책의해소신호탄이라평가했으며,

미연방의회는종전선언보다훨씬앞서나간평화

협정체결방안(HR3446)까지제출된상태이고현

재22명의여야의원들이서명을마친상태다. 

특히, 과거북한과핵협상을벌였던주역들은

거의예외없이종전선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6자회담미차석대표를지냈던조지프디트라

니전대북담당특사는워싱턴타임스재단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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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세미나에서종전선언주장은완전의미있

는제안이라면서종전선언은북한에신뢰구축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도 가치 있는 시도라고 평

가했으며, 크리스토퍼힐전국무부동아태차관

보도지지하는발언을했다. 

대북제재와평화협상

한반도평화를위한남북, 북미회담은빠르면

빠를수록바람직한일이며, 미국은경제적제재

가 상대를 굴복시키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정책

을수정할때가되었다. 

북한 정권도 더 이상버티기만한다면, 극심한

민생고를해결하고국가를발전시킬수있는귀중

한시간만낭비한다는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다.

필자는헌정지7월호에기고한글에서경제제

재로북한주민들이기아선상에서고통받고있다

는것을지적하고국제사회가이를외면하는것

은 문명사회의 수치이며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

라고 지적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 비료, 의

료지원을주장했다.

북한을대화로이끌어내기위한대북제재완

화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가운데,

토마스오헤이킨타나유엔북한인권특별보좌관

은인도적제재완화필요성을거론했다. 

인도적구명지원을촉진하고인민들의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재검토, 완화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했

다고 외신들이 10월 7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

은킨타나보좌관이중국, 한국의제재완화주장

을일부수용한것이라고평가했다. 

우리 속담에‘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담당사국의자국이익을위한회담전략은있

겠지만, 우선적으로해야할과제는한반도의평

화정착을위한만남이다. 

전쟁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지키는것은인류보편적가치이다.

미국은 군사·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이다. 북

미협상을성공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강자만

이할수있는양보의미덕을발휘해야한다. 

북한정권도시간끌기전술은이제더이상효

용이없다. 무조건협상테이블에앉아서인민들

의 어려움부터 해결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여

국제사회와 신뢰를 쌓는 일이 국가발전의 지름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진정성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한반도의

주인의식을갖고민족의운명을책임지는자세

로임기마지막순간까지한반도평화와민족화

합을위해최선을다할것으로믿는다. 

먼훗날평화적조국통일의그날이올때까지

우리모두인내하고기다리면서우선민간차원

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이 공생 공영할

수있는길을모색해야할것이다. 통일은먼훗

날살짜기불쑥찾아올것이다. 

 01-112(11월)수  2021.10.22 17:6  페이지103   MAC-4       



104

지난9월24일 IAEA 총회에서한국대표는문

재인대통령이국제사회가종전선언을위해힘을

발휘해줄것을촉구했다고했다. 문대통령은북

으로부터삶은소대가리란비난을받고중국에가

서는국빈대우도못받고뒷골목에서혼밥을하는

등갖은수모를겪으면서도남북정상회담개최와

현시국타개를위해종전선언을제안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선언이

다. 전쟁이종식되고한반도에평화가온다면얼

마냐좋으랴. 북한은종전선언을학수고대할것

이다. 종전선언 후엔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

고, 현정부는자주국방을주장하며작전권환수

를요구하고있다. 작전권이환수되고미군이철

수하면그이후는상상하기도싫은사태가일어

날것이다. 우리는월남전에서미군철수후어

떻게 되었는지 잘 안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보고 있다.

핵을갖지않은월맹이나아프간에서도이런상

황이전개되었는데, 핵을가진북한이어떻게나

올것인가는너무나도뻔하다. 문재인정부는대

한민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나라가 공

산화되어도좋다는입장인가.

북한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지난 9월 24일

문재인대통령의종전선언제안에대해흥미있

는제안이고좋은발상이라고했다. 공정성과서

로에대한존중의자세가유지될때만이비로소

북남사이의원활한소통이이뤄질수있을것이

라며“나아가의의있는종전이때를잃지않고

선언될것은물론공동연락사무소의재설치, 북

남수뇌상봉(정상회담)도빠른시일내에해결될

수있다”라고했다. 한편으로북한은지난8월에

도남북통신연락선을복원했다가한미연합훈련

을빌미로 2주만에일방적으로단절했다. 북한

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갖고“적대

행위근절”을골자로9.19 군사합의를체결했지

만역시지키지않고있다. 북한은지난해서해

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소각했고 최근에는

각종신미사일발사, 영변핵시설재가동등안

보위협을지속하고있다.

국제사회는북한요구에응할뜻이없음을명

이나라는어디로가고있는가

회원원고

徐勳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이사장

14·15대의원

민주국민당정책위원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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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하고미국, 일본, 호주, 인도연합체‘쿼드’

(Quad) 정상은 9월 24일 북한의완전한비핵화

를촉구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방식(CVID)으로모든핵프로그

램을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나 여타 대량살

상무기(WMD)도포기할것을요구하고있다. 국

제원자력기구(IAEA)도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

인이날북한의핵포기(CVID)를강조하는결의

안을채택했다.

장갑차·대포·헬기·탱크로중무장한아프가

니스탄정부군이소련제구식소총을들고군복도

통일이 안 된 탈레반에게 파죽지세로 완파 당하

였다. 탈레반군은 말하자면 게릴라부대다. 무장

이초경량화된기동부대다. 병력은기껏해야수

만명이다. 반면아프가니스탄정부군은미군최

신장비로무장했고병력도열배에가까웠다. 그

런데미군이철수하고석달만에썩은고목처럼

허망하게 무너졌다. 경량화 면에서 탈레반 군과

흡사한 북한 특수군은 탈레반과 비교도 안 되게

병력이많다. 20만명이훨씬넘는다. 현정권은

그들이밀고넘어오기편하게휴전선감시초소나

감시장비를확줄였다. 그뿐만아니라휴전선의

지뢰도 제거하고 넘어오기 쉽게 도로도 닦아 놨

다. 서울로들어오는북한군탱크를저지하는방

어시설도모두없앴다. 현정부는한국군이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놓은 휴전선 방어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

태를보고마음이복잡할것이다. 한편으론월남

패망에서처럼 희열을 느꼈을 거고, 또 한편으론

목숨을건지려고도망간아프가니스탄대통령아

슈라프가니를보며착잡했을것이다. 

도망간아프가니스탄대통령과문재인은똑같

이 입만 열면 평화를 외쳤다. 며칠 전까지도 평

화, 평화를 외쳐 아프간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그리고거액의달러를들고달아났고남은국민

은 아프간에 부역했다고 광장에 시신으로 전시

되고 여성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영유아들은

궁핍과기아에쓰러져가는형국이되었다. 

우리도종전선언이되고미군이철수하면아프

간사태와같은형국이일어나지않으리라고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나북한은우리가상상도못

하는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되었던 15kt 원

자폭탄보다20배나살상력이강한(300kt) 핵무기

를보유하고있다고추정되는나라가아닌가.

나는 어떤 집회에 갔다가『아메리카의 멸망』

이라는저서를낸황모씨란사람의강연을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일이 있다. 악의 축

인아메리카는망할것이며 6.25는북침으로하

루빨리미국을우리나라에서쫓아내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내가“그러면우리나라가사회주

의(공산주의) 사회가되어도좋으냐”고물었더니

“사회주의(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무엇이 나쁘

냐”고했다. 그순간나는뒷골이당기고머리가

어지러워자리를박차고나온적이있다. 백주대

낮에대중앞에서그런강연을하고다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도대

체어디로가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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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동포·경제인간담회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0월 10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집트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

담회에서 朴 의장은“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고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든든하다. 대한민국 국

민이 세계 곳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고

있다”고 격려했다. 

‘2021 제13회영산외교인상’민간부문에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선정

쐥洪九(15) 서울국제포럼 이사장(前 국무총리)은 9월 10일‘2021 제13회 영산외교인

상’민간부문 수상자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선정했다. 김장환 목사는 1977년

카터대통령이발표한주한미군철수계획을무산시키는데크게기여했고, 매년극동

방송어린이합창단의한국전참전용사위문활동을통해한미동맹관계의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밝혔다. 

제67회백제문화제폐막식참석

鄭鎭碩(16,17,18,20,21) 국회 부의장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열린 문화, 강한 백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67회 백제문화제

폐막식에참석했다. 鄭부의장은폐막식축사에서“67년역사의백제문화제

가우리나라대표축제로성장한데대해지역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

을 드린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노력하겠다.”고밝혔다.

호남대미래자동차상상공작소방문

金富謙(16,17,18,20) 국무총리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호남대 미래

자동차 상상공작소를 방문해 소형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연구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인권센터관계자면담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10월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

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방혜린 상담지원팀장들과 면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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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임시이사회개최

쐍晙相(11,12,13,14) 더

좋은나라전략포럼 이사

장은 9월 29일 방송통

신대학교에서 2021년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특

히 이번 임시이사회에 앞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AI와 관련된윤종록前미래창조과학부차

관의특강이있었다.

‘명예효학박사’학위수여식

쐹德圭(11) 월간『Diplomacy』발행인

겸 회장은 10월 26일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성산하모니채플홀에서‘명예

효학박사’학위수여식을가졌다.  

‘변환기의한일관계:새로운해법의모색’세미나

쐍興洙(12,14,15,16) 한일친선협회중앙

회 회장(前주일대사)은 11월 19일‘변

환기의한일관계:새로운해법의모색’

이란 주제로 유튜브‘한일친선협회중

앙회’를통해비대면화상세미나를개최한다. 

민족중흥회부회장으로선임

洪熙杓(12,13) 前 헌정회 부회장은

9월 16일 민족중흥회(회장 정재호)

부회장으로선임됐다.

CBS 김현정의뉴스쇼출연

쐍寅泰(14,17,19) 前 국회 사

무총장은 9월 23일 CBS 라

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유인태’코너에 출

연해대선정국에대해대담했다.   

‘상호문화이해를위한다문화2세대…’토론회

金民錫(15,16,21) 의원실은 9월 9일

강득구·최혜영·강민정의원실과공

동으로‘국회에 바란다:상호문화 이

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

야기를 듣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김민석TV를

통해온라인으로생중계했다. 

2021년 정기총회기념강연및 KJPU 한일현안

연구회발족

金振杓(17,18,19,20,21) 의원실은 9월

30일서울여의도CCMM 12층파크

뷰에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한

일 화해 3.0을 향하여:한일의원연맹

2021년 정기총회 기념강연 및 KJPU 한일현안연

구회발족’행사를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민족학교 설

립’국회토론회

安敏錫(17,18,19,20,21) 의원실은 9

월 10일 국회 한·중앙아시아 의회

외교포럼과 공동으로‘카자흐스탄 고려인 민족학

교설립을위한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차기정부를위한재정개혁정책심포지엄

쐥光宰(17,18,21) 의원실은 9월 16

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맹성규·

홍익표·박홍근·양경숙·장혜영·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으로‘내집마

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차

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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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내 추모성당 존치

요청’청원서전달

盧雄來(17,19,20,21) 국회의원은 9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용산

미군기지내 추모성당의 존치를 요청하는 국회 가

톨릭신도의원회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총 58명의

여야 가톨릭신도 의원들이 서명한 청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병사들을 돌보다 선종한 에밀

카폰 신부를 비롯한 5명의 신부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추모성당이 용산공원 조성 이후에도 계속

존치될수있도록해달라는내용이다.  

독립운동가김한학술회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10월

8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독립운동가 김한 학술회의’를 개최

했다. 

‘2021 인문사회분야미래세대학술진흥’세미나

鄭淸來(17,19,21) 의원실은 9월 29일

김철민·박찬대·윤영덕 의원실 등

과 공동으로‘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3차)’를유튜브를통해생중계했다. 

‘인류를위한모빌리티의미래, 로보틱스’세미나

權性東(18,19,20,21) 의원실은 9월

13일 현대모터스 고양 스튜디오에서

이원욱 의원실, 국회 모빌리티포럼과

공동으로‘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

를개최했다. 

부친미수연맞아가족전시회

成允煥(18)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은 9월 27일 경주 상주시에 있

는갤러리바르비종에서부친미수연

을 맞아 가족전시회 개막식을 가졌

다. 이 전시회는 개막식에 앞서 9월 20일∼10월

3일까지이어졌다. 

국회평화외교포럼개최

金炅俠(19,20,21) 의원실은9월27일윤

후덕·김성원·김민철 의원실, 국회평

화외교포럼 등과 공동으로‘마리아 카

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강연회’를비대면화상토론회(Webex)를개최했다. 

‘코로나19, 워킹맘의양육해법모색’토론회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9월 13일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의실에서 권인

숙 의원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

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등과 공

동으로‘코로나19, 워킹맘의 양육해법 모색’에 대

해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자치경찰제전면시행, 진단및개

선방향모색’토론회

朴完柱(19,20,21) 의원실은 9월 28

일 의원회관 308호에서 자치분권위

원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찰청, 한

국경찰연구회 등과 공동으로‘자치경찰제 나아가

야할방향 : 자치경찰제전면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유튜브 박완주TV를 통해 생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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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소의

활용방향’토론회

쐥學永(19,20,21) 의원실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

소의활용방향’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사회안전망강화방안’특강

印在謹(19,20,21) 의원실은9월28일의

원회관제1간담회의실에서오영훈의원

실과공동으로‘포스트코로나사회안전

망강화방안’에대한특강을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를위한산림정책’토론회

韓貞愛(19,20,21) 의원실은 서울 여

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

드홀에서 유의동·임종성 의원실, 국회기후변화

포럼과 공동으로‘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위한산림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산자부GMO 규제완화개정안’토론회

金禎鎬(20,21) 의원실은 9월 13일 류

호정·신정훈·위성곤 의원실과 공

동으로‘산자부 GMO 규제 완화 개

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 줌

(zoom)으로개최했다.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

포지엄, Part 3’개최

孟聖奎(20,21) 의원실은 9월 27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홍익표·박홍

근·양경숙·장혜영·용혜인·이광재 의원실과

공동으로‘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

시대를 열자: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

지엄, Part 3’를개최했다. 

‘국토외곽지역의신활력전략마련

을위한정책토론회’

徐參錫(20,21) 의원실은 9월 9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

꿀것인가’토론회

安浩永(20,21) 의원실은 9월 16일

강은미 의원실과 공동으로‘퇴직연

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

의토론회를온라인으로생중계했다. 

사무실개소식

쐹哉勳(20) 회원이 10월 1일 경

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덕양

빌딩 402호에 국민의힘 안양 동

안갑 당협위원장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군공항이전사업방식개선방안’심포지엄

姜大植(21) 의원실은 9월 28일

대구시청에서‘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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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공정경제국회토론회’

姜得求(21) 의원실은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가 주

관하는‘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

회토론회’를개최했다. 

‘코로나 장기화 과정에서 급증하는

청소년자살예방대책마련’세미나

姜旼姃(21) 의원실은 9월 16일 서울

시자살예방센터와공동으로‘코로나

장기화 과정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세미나’를 온라인 줌(zoom) 및

유튜브강민정TV로개최했다. 

‘세종시청약제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

康準鉉(21) 의원실은 9월 28일 줌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세종시 청

약제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를유

튜브강준현TV를통해생중계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및

향후정부조직’토론회

金承洙(21) 의원실은 9월 24일‘정부

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 : 정부

업무평가제도의개선방향및향후정부조직’에대

해 온라인 줌(zoom)으로 토론회를 갖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

효성보장’국회정책토론회

金睿智(21) 의원실은9월16일전주혜·

이종성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

맹과 공동으로‘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줌(zoom)을 통해개최했다. 

‘산업은행관리체제, 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

閔馨培(21) 의원실은 9월 30일 민주

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배진교 의원

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현장 노동

자들이말한다’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 무엇

이문제인가?’국회토론회

朴商赫(21) 의원실은 9월 16일 민형

배·배진교·심상정 의원실, 공공운수

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등과 공동으로‘대

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 무엇이문제인가?’라는

주제로열린국회토론회를유튜브로생중계했다.

‘케이블방송현대 HCN 외주업체 작

업환경노동안전보건실태토론회’

裵晋敎(21) 의원실은 9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강은미 의원실, 희망연대노

조 HCN비정규직지부 등과 공동으로‘케이블방송

현대 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를개최했다.  

‘비방사선시설선제적해체필요성

및안전대책수립정책토론회’

싕貞淑(21) 의원실은 9월 28일 줌

(zoom) 화상회의를 통해‘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및 안전대책 수립 정책

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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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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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丁海杰(18) 회원이9월16일별세. 고인은

경북고, 계명대졸업. 동방학원이사, 경

북지구청년회의소 부회장, 대구지방검찰

청의성지청선도협의회회장, 의성고교

장, 새마을중앙회의성군지회회장, 경상북도의성군군

수(38∼40대),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 대

구대학교겸임교수, 경북북부지역혁신연구원이사장, 영

남대 행정대학원겸임교수,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북 군

위·의성·청송당협위원장, 한나라당대표특보단, 세계

유교문화축전고문등을역임했다. 향년82세. 

‘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

이필요한가’토론회

兪訂炷(21) 의원실은 9월 14일 권인

숙·김철민·도종환·박정의원실과

공동으로‘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예술대학 살리기 4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미공공외교의현재와미래’세미나

尹健永(21) 의원실은 9월 24일 김영

준 국방대 교수와 공동으로‘연속

세미나 제1차로 대미 공공외교의 현

재와 미래’에 대해 온라인 줌

(zoom)으로세미나를개최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대안모색’토론회

尹永德(21) 의원실은 9월 13일 한국

노총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강은미의원실과공동으로‘학교급식노동자의건

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모색’에 대해 토론회를 개

최했다.  

헌정회광고임원모집

*헌정회에서는월간『憲政』에일하실광고임원을위촉코자합니다. 
헌정회는 국회의원을 역임한 국가원로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기간행물 월간『憲政』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뜻있는분들의지원바랍니다. ((☎☎연연락락처처 0022--775577--66661155∼∼66))  

*기업홍보및광고게재도접수하고있습니다. 
『憲政』지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원로단체에서 매월 3,500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잡지

로서 현재 국회, 청와대, 사법부, 행정기관, 지방의회, 언론사,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는 경륜지입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등의적극적인광고문의도접수하고있습니다. ((☎☎연연락락처처 0022--778866--22888811~~22)) 

위드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디지

털화전략토론회

쐥東州(21) 의원실은 9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윤창현의원실, 유스핌등과공동으로‘위드코로

나 시대의 소상공인 생존 전략 : 위드 코로나시

대, 소상공인디지털화전략토론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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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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8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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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