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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세월이

이처럼빠르게가는줄미처몰랐다. 나이의제

곱 속도로 도망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마치 영화의 정지화면을 보는

것만 같다. 코로나19 역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어놓았기때문이다.

코로나19가멈춰놓은세상을살아야하는민

초의고달픔은말로이루다할수없을것이다.

문재인정권은민생을도운다며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뿌려댔지만, 그 결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나마찬가지였다. 그처럼뿌려진돈은

주점과 식당가로 몰려들어 잠깐 흥청대는 듯하

였지만 금세 사그라들었고, 반드시 개선하겠다

고 장담하던 청년 취업률,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했다. 앞

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뒷걸음친 모습만

보인서글픈한해였다. 

나라에 위기에 닥칠수록 지도자의 위상은 빛

나는법이다. 대한민국은지금심각한위기상황

이라지만 지도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

지 않는다.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 없고 그저 하

돌아보며내다보며

-헌정회 2021년회고

成允煥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의장

18대의원

01-112(12월)수  2021.11.23 13:18  페이지8   MAC-4       



2021. 12 9

루저녁먹고마시며즐길용돈이나나눠주며서민의환심을사는데에급급한정치

꾼의모습만눈에띌뿐이다. 이들은이렇게닭모이주듯용돈을나눠주어야국민을

중독시킬수있고국민이용돈에중독되어아편쟁이가되어야영구집권하는길이열

린다는베네수엘라의선례를맹종하는듯하다.

위기는기회를부른다고했는데이위기를발판으로어떤위기어떤고난에도흔들

리지않을부강한나라를만들묘책은없는것일까? 

민주주의는구성원각자의생각이같지않음을전제로한다. 그러므로민주주의란

구성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공통분모를찾아내고대화와타협을통해구성원

의의지를하나로모아시너지를발휘하게하는시스템이라할수있다. 

그러나여야정치권, 특히문재인정권은지금구성원, 즉국민전체를염두에두고

정치하는것같지않다. 이념적, 지역적인이유로그들을지지하는반쪽국민만보고

정치하고있다. 그러므로그들이하는행태를결코민주주의적정치라할수없다. 여

당대통령후보로선출된어떤사람은후보확정직후서울현충원이아닌대전현충원

에 찾아갔다. 서울현충원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어 도저히 갈

수없었다는것이대전현충원을찾은이유라한다. 이처럼이땅에서편가르기는이

미도를넘었다. 그후보와생각을달리하는절반의국민은대한민국의국민이아니

고어느별나라국민이란말인가? 이러고도나라의지도자가될꿈을꾸고있다면과

연이나라를정상국가라할수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갈가리찢어지고나누어진국민을

대한민국이란우산아래로모아통합하는일일것이다.

내년은우리의지도자를다시뽑는대통령선거가있는해이다. 박근혜정권을탄

핵하고들어선문재인정권은소위‘적폐청산’이란이름으로국민을반으로갈라치

기를해놓았다. 국민은알게모르게정치꾼들의노예가되어서로편을나눠경멸하

고 조롱하며 싸웠다. 이들 정치꾼에겐 애초부터 정의나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

다. 진영논리와적개심만요구하며국민을부추겼다. 

모름지기나라의지도자는국민을하나로결집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갖춰야한

다. 그런능력이없다면아예나라를이끌지도자를꿈도꾸지말아야한다. 정치인의

무능은범죄보다국민에게끼치는해악이더욱더크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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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서국민의의지를하나로모아나라를부국강병으로이끌진정한지도자가출

현하길기대하는것은허황한꿈인가?

이미각당의대통령후보가정해졌고, 내년3월이면다음5년간나라를책임질대통

령이결정된다. 

우리 국민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여, 오로지 국민의‘환심’을 사고자 나라를 반목과

조롱과경멸의수렁으로끌고갈망국의인도자가아니라국민각자에게자유를최대한

보장하는가운데나라를더없이부강하게이끌선지자적지도자를선택할수있게되길

목을뽑아기다린다.

지난 3월우리헌정회의지도부가교체되었다. 유경현회장체제가물러나고김일윤

회장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회장 선거가 끝났지만, 여진과 후유증은 끝나지

않았다. 선거결과에승복하고다시하나가되는문화가정착되길바라는마음이이처

럼간절한적도없었다.

김일윤회장은‘정치선배로서현실정치에대해할말을하겠다.’, ‘국가의최고원로

기관으로서위상을확립하겠다.’라고공언하며출범하였다. 그러나그의길은순탄하지

만아니하였다. 수많은지뢰밭을통과해야하는고통을겪어야했다. 경쟁자의방해는

집요했고, 그소리도요란하였다. 

김일윤회장은청년정치인을양성할‘헌정아카데미’, 일본과얽히고설킨난제를풀

‘동북아역사문제연구소’의설립과회원의복지를획기적으로향상할‘국회의원연금법’

제정, 헌정회관신축등을약속하였다. 그러나김일윤회장역시이전의유경현회장체

제와마찬가지로코로나19에발목이묶여제대로활동할수없었고, 그로인해괄목상

대할실적도내놓지못하였다.

이제공은내년으로넘어갔다. 정부도코로나19와함께(with corona)하면서모든일

상생활을정상화시키겠다고하였으니, 앞으로는코로나19로인해일할수없다고변명

할수도없게되었다. 

내년에는김일윤회장체제가제자리를잡고, ‘말해야할때할말을하는’헌정회로

위상을세우고회원복지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회원들의헌정회로거듭나길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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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한민국13대대통령님을추모합니다. 하늘은높푸르고산야는 단풍으로물드는가을에하늘나라

로떠나신대통령님의명복을빕니다. 

노전대통령님께서는가난한농가에서태어나열심히공부를해서육군사관학교에들어갔습니다. 육군본

부에서근무를하고월남전에참전했습니다. 공수특전여단장을지내고육군9사단장을역임했습니다. 12.12군

사반란에가담했으며수도경비사령관을지냈습니다. 제5공화국이출범한후에는보안사령관을지냈으며예

편한후에는정무2장관과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을지냈습니다. 6.10 민주화항거가일어났을때대통령

직선제를핵심으로하는6.29 선언을발표했습니다. 그리고보통사람의시대를내세우고13대대통령에당선

됐습니다. 노전대통령님은여소야대상황에서3당합당을성사시키고북방외교정책을내세우고소련과중국

등공산권45개국과수교를맺었습니다. 범죄와의전쟁을선포해사회를정화시키고, 남북교류와통일을위

해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남북비핵화선언, 남북동시유엔가입등을추진했습니다. 퇴임하신후에12.12 사

태주도와5.18 민주화운동무력진압등혐의로수감되었다가사면되었습니다. 노전대통령님은생전에법

원이판결한추징금을완납하고잘못에대해반성을했습니다. 건강이나빠지자아들이대신5.18묘역을찾아

가사죄했습니다. 운명하시기전에역사적과오에대한용서를구하는유언을남겼습니다. 

정부는노전대통령에대해공과를평가하면서5일간의국가장례를결정했습니다. 우리는노태우전대통령

님의그늘진면과밝은면의평가를다르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의견차이를결코정쟁의구실로악용해

서는안됩니다. 이승의수명을다하고저승으로떠나시는노태우전대통령님은우리국민이직선제로6공화

국13대대통령으로뽑았던지도자입니다. 북방외교를열고남북합의를하고군사정권을무력충돌없이민간

정권으로이행시키고, 보통사람대통령을자처하며, 88 올림픽을성공시키고, 산업을일으키며. 경제를부흥시

켰습니다. 그리고국민앞에몸을낮추고과오에대해사죄하는모습을보이신고인을진정으로추모합니다. 

노태우대통령님, 하늘나라에가시더라도당신이일생을바쳐사랑했던분단된조국의통일과나라가처해

있는재난을우리가극복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를기원합니다. 노태우대통령님추모합니다. 명복을빕니다. 

2021년10월31일

보통사람시대를열었습니다

추모사

대대한한민민국국헌헌정정회회회회장장김김일일윤윤근근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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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피해입은자영업자

코로나19 팬데믹최대의피해자는자영업자다. 거의

2년에걸친방역및사회적 거리두기로나라전체취

업자의 20%에 해당되는 550만 자영업자의 생활기반

은 이미 많이 무너졌거나 지금 버티고 있더라도 사실

상거의무너졌다. 이들자영업자에게고용된임시혹

은 일용 임금근로자와 기타 임금근로자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까지합하면거의 1700만명, 전체취업자

의 62%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생업의 타격을 입은 것

이다.       

코로나19로입은경제적피해의규모는 2019년 2%

실질성장에서 2020년 -1%로 추락했으니 실질경제성

장률로보면3% 포인트다. 경제규모를2000조로보면

약 60조원의 부가가치가 코로나19로 상실된 것이다.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약 240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240조원의피해는아래 [표 1]의상위부분, 즉공직

이나공기업혹은전문직보다는하단의취업자들에게

큰타격을주었을것이분명하다. 

자영업자붕괴와2022년경제전망

신세돈

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

특집Ⅰ 경제안보와세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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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늘어나는부채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부채는

832조원으로잡혔다. 2021년연말까지가면거

의900조원이넘을것이확실하다. 1년전에비

해부채를진자영업자는50만명늘고, 부채금

액은 거의 200조원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

총액 1667조원의 꼭 절반인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증가율을보면가계부채증가율의두배가

넘는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즉 LTI

는 357.3%로 비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17.1%보다 140.2% 포인트 높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자영업자라면

평균적으로 부채가 1억8천만 원이

라는 뜻이다. 6백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은 거의 빚으로 연명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들이 비록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

실상 언제 영업을 중단할지 모르는

채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

다고봐야한다. 

매년 15만개이상사라지는자영업자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자

영업자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2019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자영업자의 숫자는 13.2만 명 줄어들었

다. 그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4만명줄어들었다. 2년동안신규로자영업

에뛰어든사람이전혀없지는않았을것이므로

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자영업자의 감소 규모는

그만큼 더 컸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당

분간몇년간지속될것이다. 

또몇년뒤자영업자숫자가줄어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

진것이아니라새로들어오는자영

업자가더많아서그런것일뿐문을

닫고 퇴출되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

어날것이다.  

[표 1] 직종별취업자구성 (2020)

[표 2] 자영업자대출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13   MAC-4       



14

매우미흡한자영업자지원대책

지난 2년동안정부는여섯번의추경을편성

하여 코로나 대책을 펼쳤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2020년 1차

추경부터 2021년 2차 추경까지 총 추경규모는

116.8조원이지만 이 중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규모는 24.8조원에 불과하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로 입은 매출 피해는

240조원을상회할것으로추산되는데에비하면

너무나적은규모이다.   

2021년3분기의손실에대한소상공인손실보

상 규모도 지원방식은 매출감소액에 기초하여

영업손실액을 추정한 다음 그 영업손실의 80%

를보상하는등방법에있어서는매우진전된모

습을 보였지만 총

지원 예상금액이 2

조원내외로알려지

고 있어서 거의 도

움이 되지 못한다.

소상공인 현장에서

는 격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자영업

현장의목소리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지난

2년동안의영업장애로인한고정비, 예컨대임

대료나관리비나수도세와같은고정적지출부

담에대한경감과지난 2년동안의대출증가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할 방법을 촉구하

고있다. 이고정비부담과금융상환부담두가

지는서로연관되어있는부분이크다. 

지난해민간소비는 5%나감소하면서성장률

-1.0%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물

론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이기는 하지만 수출이

늘면수입도따라서느는구조라서실제경제성

장률에 수출이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다.

2020년도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실질성장률 -

0.9% 중 민간소비가 -2.4%였고수출은 -0.7%

였다. 2021년 3분기성장률기여도를보면수출

이2.5% 기여했지만수입이-2.2% 역기여를했

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3%에불과하다. 결국민간소비가살아나지않

으면경제성장이없다는말이다. 그리고민간소

비가살아나려면거의 1700만명에해당되는자

영업자, 그가족및자영업자에게피고용된사람

[표 3] 자영업자증감추이

[표 4] 6차례추경과자영업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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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살아나지않으면안된다.  

바람직한자영업자대책방향

자영업현장의요구는크게두가지로요약된

다.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달라는요구와금융부채에대한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상환지원요구다.

첫째,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의 피해는 100%

정부가지원해줘야한다. 이금액은자영업자의

영업피해와분리하여지원되어야한다. 이 기간

동안의 자영업자 영업피해도 100%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의직접적인규제를받지않은자영업

자들도사실상영업피해를입지않은것이아니

므로영업이익추정률 80%를다소낮추어적용

하더라도피해를보상해주어야한다. 

둘째, 정부의영업규제조치로인한자영업자의

피해는재정자금을통하여 2020년으로소급되어

적용되어야한다. 지난해피해를입은자영업자

들은 기존 예적금 등 자산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를끌어다가손실을메꾸었을것이다. 따

라서소급적용을하면이들자영업자들의늘어난

부채부담을상당부분덜어줄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는그러고도모자라는부분은금융지

원으로지원하되안정적인이자율을적용하되최

소한10년이상의장기간상환하는방안을찾아야

한다. 3년거치·5년상환과같은단기간의상환유

예는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므로 현장에서는 관련

목돈이나가는부분을최소화해야한다고요구하

고있다. 또한제도권이외의금융부채부담을덜

어주기위한전환대출방안도찾아야할것이다.

끝으로소상공인으로분류되어중소기업의일

부로분류되고있는자영업자들은실은중소기업

이라고할수없을정도로열악한경영, 자본여건

을안고있다. 따라서이들을별도의범주로분류

하여체계적인지원대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이런대책을위해서는충분한재원이있어야한

다. 정부는지난2년동안여섯번이나추경을편

성할정도로적극적인재정정책을쓴것은맞다.

그러나 116조원이 넘는 추경예산 중에서 실제로

자영업자나소상공인에게지원된금액은너무초

라하다. 대신코로나피해와전혀상관이없다고

할전국민에게지원금으로 23조원이상을지급

하였다. 소비진작이나경제회생에아무효과도없

을뿐더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생에 소중한

재원을소모시켰을뿐이었다. 재정적자가폭발적

으로늘어난상황에서더이상무분별한재난지원

금지급은억제해야한다. 대신실제피해에비례

하여자영업자의영업손실을소급하여지원해줘

야만2천만명에가까운국민의생업이살아나고

경제가숨통이트인다. 그렇지않으면1천만명이

상의새로운빈곤층이생겨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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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EP에서 TPP, 그리고CPTPP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은 2018

년12월30일발효된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주도하에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아시아·태평양지역의11개국이참여하고있다.

CPTPP의 전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이다. TPP는CPTPP의회원국이외에미국도

참여하여체결된지역경제협정으로2016년2월4

일에각국이서명했다. 그리고이TPP는싱가포르

와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개국의경제동반자

협정(EPA), 즉‘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

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SEP)’로부터 시작됐다.

TPSEP는4개국사이에서2006년 1월까지관세의

90%를철폐하고, 2015년까지모든무역장벽을철

폐하는것을목표로체결된경제협력체제였다. 그

러다2008년에미국이여기에참여하기위한교섭

을 시작하면서 TPSEP는 TPP로 전환됐다. 그 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의국가들이TPP 교섭

CPTPP와동북아경제안보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특집Ⅰ 경제안보와세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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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참가했고, 2013년에일본의참여가최종승인

되면서12개국가가TPP에동참하게됐다. 

TPP는 농업을 포함하여 무역자유화에 원칙

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상품에 대

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TPP에 의욕적으로참여한배경으로메가 FTA

가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가 제기됐다.

하지만미국은TPP의회원국12개국가중에서

이미 6개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

르, 호주)과FTA를맺고있었다. 따라서미국이

당시 TPP에 참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추

가적인시장확보효과는제한적이었다고할수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TPP에 가입함으

로써 얻는 이득은 약 0.5%의 GDP 증가, 약

4.4%의 수출 증가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

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

도미국이TPP에가입함으로써관세를모두철

폐할경우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은 2017년

까지연평균 11억달러로미국GDP의 0.01%에

도못미치는수준이라고전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이 TPP 가입에 적극

적으로 나섰던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라이스

전미국국가안보보좌관은“미국은중국의TPP

가입을환영한다”고했고, 빅터차전미국국가

안전보장회의아시아담당국장도“TPP는중국

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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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자유무역을표방하는통상정책의일환"이

라고주장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

부상과이를견제하고자한미국의전략의도가

미국을TPP에의욕적으로가입하게만들었다고

해석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왜냐하면 TPP

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회원국21

개국가운데 12개국이참여하고있었고, 중국의

10대교역국중 4개국(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

시아)이포함되어있었기때문이다. 특히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중국이 배제

된 TPP가 성립될 경우 중국은 무역전환 효과

(trade diversion effect)에따라적지않은부정

적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무역전환 효

과란역내국간의관세철폐로생산비가낮은역

외국에서수입하던상품이생산비가더높은역

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TPP 체결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할 경제적 이유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중국에게

경제적으로압박이될수있는것이다. 

결국 경제적 이익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미

국이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배경에

는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자하는전략적의도

가있었다고할수있다.

TPP vs RCEP

미국이TPP에적극적이었던이유는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APEC)의아시아·태평양자

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이하 FTAAP)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RCEP)과도관련되어있다.

2006년에베트남하노이에서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었는데, 여기서APEC 회원국들을중심으로

FTAAP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모색하자는논의가이루어졌다. 미국

의입장에서는 TPP에적극참여함으로써 TPP를

통해FTAAP 구축을주도해나가고, 더나아가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헤게모니를 지속해

나간다는전략이었을것이다. 왜냐하면앞서언급

했듯 APEC의 21개국 회원국 중에서 12개국이

TPP에참여하고있어, TPP를통해서FTAAP를주

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TPP가

FTAAP의 모체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이었던

것인데, 이것이실현될경우미국은GDP가 1.3%

상승하고수출도20%나증가하는등의경제적이

익을얻을것이라는분석이제시된바있다. 

하지만 TPP를 통한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은의도대로진행되지못했다. 동남아국가

들이 아세안(ASEAN)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2012년에 RCEP을출범시켰고, TPP를통한미

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RCEP에 적극 참여하며 이 지역에서 경제적 존

재감을높이고있기때문이다.

RCEP은중국과일본이동아시아지역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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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위해 각각 동아시아 FTA(East Asia

FTA: EAFTA)와 동아시아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f East

Asia: CEPEA)을제시하며경합하는가운데아세

안이주도하여출범시킨동아시아역내자유무역

협정추진체이다. 미국주도의 TPP가상당히높

은수준의개방도와함께지적재산권과서비스산

업에상당한비중을두고있었기때문에상품무

역에무게를두고자했던아세안국가들이TPP에

적극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중국의

과도한영향력을우려하여중국이제기한EAFTA

에도 선뜻 참여하기를 주저했었다. 그런 가운데

아세안은아세안중심의 RCEP을출범시켰던것

이다. 상황이이렇게되자중국은자신이주장하

던EAFTA를접고, 미국이빠져있는RCEP에적

극참여했다. 이를통해중국은미국의대중국견

제에대응하고동시에아세안국가들과의경제적

협력을강화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CPTPP를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기회로

이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싸고

TPP와 RCEP이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2017년트럼프행정부가출범했고, 트럼프대통

령은그동안미국이주도해온TPP를탈퇴한다

고선언했다. TPP가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자국 중심주의의 신호탄

이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상징적으로보여주는조치였다. 결국 TPP는일

본주도로협상이진행됐고, 협정의일부항목을

변경한 후 2017년 체결되었으며 협정의 명칭은

TPP에서CPTPP로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21년 9월 16일

CPTPP에 가입하길희망한다고신청했고, 며칠

후대만도CPTPP 가입신청을했다. CPTPP가

미중 경쟁에 이어 양안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CPTPP는 지역경제협정임에

도불구하고, 그 이면에는지정학으로대변되는

안보적관점이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현재일본은미국이CPTPP에복귀하길희망하

고있으나, 바이든정부는무역촉진권한(TPA)의만

료와내년중간선거등국내정치상황에따라가입

에신중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CPTPP의가

입요건과중국의국내경제여건등을고려했을

때, 중국의CPTPP 가입은쉽지않을것이라는전

망이우세하다. 한편우리정부는최근CPTPP 가

입에대한강한의지를나타내며위생검역, 수산보

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등관련국내제도를

정비하고있고, 유관기관사이의협의를통해최종

입장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바야흐로경제와안보를떼려야뗄수없는경

제안보의시대가됐다. CPTPP 가입문제도그렇

다. CPTPP 가입문제를고민하는데있어서경제

적득실뿐만이아니라, 미국과중국이없는지역

경제협력 체제 내에서 한국이 동아시아(동북아)

경제, 안보협력을주도하는리더십을발휘할수

있도록전략방향을세워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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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글로벌리더십

2차세계대전종식이후미국은군사력과정치

력, 경제력측면모두에서세계패권국가로발전

했다. 패권국 지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공재를제공해야하고, 지역분쟁을조정하거나

관리하는등국제정치적역량도출중해야한다. 

2차세계대전종전 1년전인 1944년 7월미국

은44개연합국대표들을미국뉴햄프셔주의브

레튼우즈로 초청하여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확

립,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설립

및“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을주

축으로하는브레튼우즈체제를출범시켰다. 로

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물결을 배경으로 우루과이라운드

(UR)가 시작되었고, UR 협상 타결을 주도하여

미중패권주의와

세계경제

정인교

인하대국제통상학과교수

특집Ⅰ 경제안보와세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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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GATT를세계무역기구(WTO)로확대발

전시켰다.

또한 미국은 자유진영 세계의 무역발전을 위

해해군력을동원하여무역항로의안전보장및

자국 시장개방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했다.

이 당시는 미소 냉전기간으로 미국은 자유진영

의 국제통상 및 세계무역에서 규범 정립자, 룰

세터(Rule setter)가 되었고, 1971년 금본위제

폐기(닉슨 쇼크), 무역수지적자 누적 등 어려운

대내외여건속에서도미국은달러패권을유지

하면서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국가의 지위를 유

지해왔다.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이후구소련사회주

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미

국일극주의시대가개막되었다. 자유진영의승

리로신자유주의가확산되면서미국은UR 협상

타결을 주도하여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으로 국제무역에서 두

각을보였던중국은WTO 가입을희망했고, 인

구 대국인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과 시장경제화를

기대했던 미국 등 서방진영은 2001년 중국을

WTO 회원국으로받아들였다. 

중국의고속성장과패권도전

WTO 회원국이된중국은지난 20여년간초

고속경제성장을기록하였다. 중국은단계별무

역자유화와 국내 통상법 체계를 정비하여 시장

경제국가로면모를갖춰나갔고, 세계의많은다

국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생산설비를 짓

고중국기업과합작해각종상품을생산하면서

얼마안가중국은‘세계의공장’이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

의 위상은 추락했고, 중국이 위기 극복의 소방

수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미국의 일극체제에 금

이 가기 시작했다. G2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국가

가된것이다. 2010년서울에서열린세계주요

국(G20) 정상회의에참석하여달러기축통화는

낡은제도라고공개적으로언급하자, 워싱턴정

가는 경악했고 중국 견제론이 대두하기 시작했

다. 과거중화민국의영광을재현하겠다는취지

의‘중국몽’을내세운시진핑정부가2013년집

권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시각은 근본적으로 바

뀌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에게‘신형대국관계’

를 직접 거론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

님을공론화했다.

이런상황을바탕으로중국압박과미국고립

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대선에서승리함으로써미중관계는우

호협력에서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했던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국에게 무역수지적자와

지적재산권손실을입히고있다고주장했다. 또

한 중국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WTO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수차례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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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대중국디커플링(경제분리)

2018년 10월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17년 동안 중국공산당

(CCP)이 거짓과 사기로 개혁개방보다는 미국의

기술을빼내군사무기를개발하고디지털기술을

발전시켜 CCP 지배체제를 강화시켜 왔다고 비

판했다. 인프라건설을미끼로빚더미국가로만

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강하게 질책하

고, 기업, 대학, 영화계, 공무원 등을 이권과 뇌

물로친중인사로만들고있다고중국을신랄하

게비판했다.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중국공산당인 것으로

규정하고, ‘닉슨독트린’파기를선언했다. 시진

핑주석등중국지도부를향해“파산한전체주

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이고, 중국이“세

계패권장악에나선새로운전체주의독재국가”

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과 근본적인 정치

적·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현재의 외교안

보분야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감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미 의회에도 널리 확산

되어있어대중국정책에대해서는초당적합의

가나오고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분리, 디커플링에

돌입했다. 더이상국제무역을통해경제를키워

군사력을 확충하여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넘보

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WTO 무시 혹은

고사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중국에 대해서는 고

관세, 투자심사 강화, 인력교류 제한, 첨단기술

과부품차단을위한각종수출규제강화등다

양한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더 이상 국제무역에

서의강자로군림하지못하도록한다는것이다.   

최근몇년사이미국의대중국대응방향은근

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 포위전략

(containment policy) 차원에서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을 추진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WTO 체제를인정하면서중국의부상을억제시

키려했다면, 트럼프전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

은탈WTO 발상하에중국에대해‘힘에기반한

압력(power-based pressure)’을 통해 실효성

을높이는전략으로바뀌었다. 미의회는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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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최근 일부 의원들은 대중국 압박을

더강화해야한다는주장을내놓고있다. 

또한미국은제도(체제) 기반가치사슬을중시

하는방향으로GVC 전략을확립했다. 국내공급

망을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공급망을 강화시키

는것이이에해당한다. 동맹국과의기술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9월 미국과

EU는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시작했고, 앞으

로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측은 긴밀하게

협조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전망

한편, 미국은 우방국들이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최근미국이발효시킨미국·멕시코·캐나

다협정(USMCA, 신북미자유무역협정), 미일 무

역협정 관련 문건 등에 비시장경제조항을 포함

시켰다. 중국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 미국

이 문제삼고 있는 비시장경제국가가 중국이란

점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하지 않

을 것임을 국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

(DTA) 등에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 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은 수출통제제

도를강화시켜특정산업및기업에대한견제를

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중국은물론이고

다른국가및기업들의위반에대해서도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기술

보호를위해다양한형태의국제적조직을가동

할 것이다. 이미 反화웨이 동맹으로 불리는 5G

클린네트워크가가동되고있고, 바이든대통령

주도로민주주의기반경제교류를추구하는D-

10(G7 + 호주, 인도, 한국), 민주주의 국가간 4

차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T-12(Techno

Democracies 12) 등을 통해 중국 견제 체계를

다지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중국과는경제협력을, 미

국과는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경중안미(經中安

美)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미중 관계가 적대적

으로바뀐상황에서는이기조가유지되기어렵

다. 오히려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최근 한

미정상회의등에서미국의입장을고려하는듯

했으나, 아직도그방향을파악하기어렵다.

일본기시다후미오총리는취임과더불어경

제안보상을신설하고, 여러부처에산재한통상

안보관련사항을총괄하도록했다. 이미미국에

줄을섰을뿐만아니라자국의정책이나기업활

동이미국의안보관련정책을위반하지않도록

사전에방지하는역할을부여한셈이다.

미중대결과디커플링은이미상수로자리잡

았다. 중국의정치체제는결코바뀌지않을것이

며, 민주주의국가인우리나라가취할방향은명

확하다. 하루빨리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의입장을서둘러확정해야할것이다.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23   MAC-4       



24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시장의 평

가는여전히냉정하다. 3분기에 74조원에육박하는매출

을올리며분기기준사상최대실적을달성했지만주가

는‘7만전자’를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업계에

서는반도체산업전망이밝지않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

있다. 글로벌공급망차질로가전과스마트폰등의출하

량이떨어지면서반도체판매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반도체 가격 하

락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분기기준사상최대실적

삼성전자는10월28일3분기연결기준매출73조9800

억원, 영업이익 15조82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

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10.48%, 영업이익은

28.04% 각각증가한수치다. 삼성전자의분기매출이70

조원이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 3분기영업이익15조

8200억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기)이었던

2018년3분기(17조5700억원) 이후역대두번째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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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한국경제산업부차장

특집Ⅰ 경제안보와세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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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공신은반도체였다. 반도체부문에선지

난해3분기(5조5400억원)보다5조원이상많은

10조600억원의영업이익을올렸다. 삼성전자3

분기전체영업이익의64%에해당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소비자들의실내생활이길

어지면서 전 세계 서버업체들의 반도체 수요도

함께늘어났다. 데이터사용량이급증하면서이

를감당할수있는반도체가필요했기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메모리 반도체는 서버용을

중심으로수요에적극대응해 D램이분기최대

출하량과역대두번째매출을달성했다”며“15

나노D램·128단V낸드판매확대를통한원가

절감으로실적이대폭개선됐다”고설명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IM) 부문도 역대급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갤럭시Z폴드3와 Z플립3 등

‘폴더블폰’이출시이후100만대이상팔리면서

흥행한덕분이다. IM 매출은28조4200억원, 영

업이익은3조3600억원을각각기록했다.

역대급실적에도주가는‘7만전자’

하지만삼성전자주가는‘7만전자’를벗어나지

못하고있다. 11월3일7만400원으로장을마감했

다. 삼성전자주가가실적과비례하는모습을보이

지않으면서시장에선다양한해석을내놓고있다.

전문가들은그중에서도반도체업황전망이어

둡기때문이라는데대체적으로동의한다. 반도체

업황은반도체출하량과가격등으로향방이결정

된다. 그런데이두가지요인모두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에불리한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

노트북·태블릿등PC 수요가감소하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펜트업(pent up·억눌

린) 수요가‘피크아웃’(peak out·정점 찍고 하

강)하면서다. 저사양 시스템반도체 부족 현상도

영향을미치고있다. 아날로그반도체가부족해

지면서제품출하량도함께줄고있어서다. 실제

애플은저사양시스템반도체와부품공급부족

으로올해아이폰생산량을계획보다 1000만대

줄이기로했다. 전세계완성차업체들이시스템

반도체가운데하나인MCU(마이크로컨트롤러유

닛)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듯 애플 또한

MCU  부족으로생산량을줄일수밖에없는상황

이다. 스마트폰업체의출하량이감소하면삼성전

자의D램판매도악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D램가격도하락국면에들어섰다. 10월29일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

PC용 D램 범용제품의 고정거래(기업 간 거래)

가격은 평균 3.71달러로 9월보다 9.51% 떨어졌

다. 2019년 7월(-11.18%) 후 최대 하락폭이다.

올들어꾸준히상승하던추세가무너진것이기

도하다. 메모리반도체의최대고객사인PC 제

조업체의 D램재고가충분한점이가격에영향

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반도체업체의가격협

상력이떨어질수있다는뜻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PC 제조사들은 현재 10주

이상의D램재고를보유중이고, 일부회사는14

주이상의재고를갖고있다”며“이런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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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쌓아두는것을꺼리고있다”고분석했다.

메모리반도체가격하락세는내년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수급난이 당분간

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기때문이다. 애플은이

날 콘퍼런스콜에서“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

가 4분기에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내년1분기에는D램가격하락폭이더커

질수있다는예상이나온다. 이승우유진투자증

권연구원은“고점대비30%가량가격이떨어질

때까지하락세가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

파운드리에서돌파구찾나

삼성전자는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사업과

차세대D램DDR5에서돌파구를찾고있다. 우선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오는 2026년까지 2017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

자는10월28일열린3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

에서“파운드리의 경우 평택공장 생산능력 확대

와미국팹(공장) 신설검토등EUV(극자외선) 공

정에서고객니즈(수요)를최대한충족할수있는

양산능력을확보하기위해인프라와장비등전

례없는투자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 삼성전자

는이어“이런계획에따라2017년대비올해생

산능력이 1.8배확대됐고, 2026년까지는약 3배

가까이큰폭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소개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애플구글등글로벌기업등반도체자체설계를

시도하는기업들이늘고있기때문이다. 이들기

업은설계만할뿐실제제조는삼성전자와대만

TSMC와같은파운드리업체에맡겨야한다.

실제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테슬라등빅테크들은최근몇년새잇따

라독자적으로반도체개발에뛰어들고있다. 미

국 CNBC는“빅테크들은인텔이나퀄컴이대량

양산하는반도체보다자사애플리케이션과서비

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하고있다”고보도했다.

애플은지난10월18일자체설계한컴퓨터칩

인‘애플실리콘’을 적용해 성능을 대폭 강화한

고성능 노트북‘맥북 프로’신제품을 공개하기

도 했다. 구글 역시 11월 19일 공개할 스마트폰

‘픽셀6’에기존에사용하던퀄컴칩대신자체반

도체인텐서를탑재한다.

파운드리 몸값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다시 뛰

어드는 기업도 생겨났다. 인텔은 올해 3월 200

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

조나주에 새로운 파운드리 두 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을발표하며파운드리재진출을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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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리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만 시

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연간 파운드리

시장 매출 규모가 1176억9000만달러(약 137조

6000억원)로전년동기대비13.3% 증가할것으

로전망했다. 올해파운드리업계상위10개사의

매출규모가 1000억달러를넘길것으로 예상되

지만반도체수급부족사태는해결되지않아가

격상승등으로관련매출은늘어날것이라고예

상했기때문이다. 

차세대D램‘DDR5’에도희망걸어

삼성전자는업계최초로극자외선(EUV) 공정

을 적용한 최첨단 D램 DDR5 양산으로 D램 가

격 방어에 나섰다.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Double Data Rate)의약자로D램규격을뜻한

다.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개선됐다는뜻이다. 

현재시장에서대부분을차지하는제품은2013

년출시된DDR4다. 최근경쟁업체들이DDR5를

내놓긴했지만양산규모나수율에서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D램시장의40%를차지하

며 1위를달리고있는삼성전자가 DDR5 양산에

들어가면서시장판도가달라질것으로예상했다.

EUV 노광공정(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DDR5에 적용하면서생산성과가격경쟁

력이획기적으로높아진다. EUV 장비를활용하

면웨이퍼에더얇게선폭을그릴수있어더많은

반도체칩을생산할수있어서다.

DDR5는 DDR4 대비속도가두배이상빠른

것으로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최근데이터센

터와슈퍼컴퓨터, 기업용서버시장의수요가커

지고있어DDR5를선점하려는고객사가늘것”

이라고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옴디아는DDR5

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0.1%에서 2025년엔

40.5%까지급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

삼성전자의DDR5 양산이D램가격하락을방

어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있다. 반도체기업

의생산역량이DDR5로집중되면서DDR4 생산

량이줄면공급과잉우려가해소되고인텔등글

로벌 기업의 서버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격

협상력도이전보다커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

이주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램개발실장

(전무)은“지난30년간끊임없는기술혁신을통

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해왔다”며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더해 뛰어난 생산성으

로빅데이터시대에필요한최고의메모리솔루

션을공급해나가겠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께는 가격이 반등할

것이란예상도나온다. 과거에비해메모리반도

체사이클주기가짧아졌기때문이다. 한진만삼

성전자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3분기실적컨퍼

런스콜에서“응용처가다양해지고있는데다공

정난도가 과거보다 높아져 공급이 크게 늘어나

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작아졌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본

다”고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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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문제인가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 하버드대학교의대니로드릭(Dani Rodrik)

교수가MIT의애쓰모글루교수와로빈슨(James A.

Robinson)의 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대한서평에서이방대한책의내용

을이렇게한마디로요약해서말했다.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서빌클린턴후보가조지(아버지) 부시현직대통령

에게결정적인한방을날렸다: “문제는경제야, 바

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쟁 승리로 한 때 90% 대의 지지율을 과시할

정도로인기가높았으나저조한경제성장으로인해

1년후재선에실패하게된것이다. 반면에그의후

임클린턴대통령은재임중백악관인턴모니카르

윈스키와의섹스스캔들로한때궁지에몰리기도했

지만 경제를 살린 업적으로 인해 재임 중만 아니라

퇴임후에도높은인기를누렸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경제력이 곧 국력이다.

요즘소프트파워의중요성을말하고있지만경제력

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프트 파워도 힘이 없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선거는 예외

없이경제로결판났다. 

민주주의가풀어야할두가지과제(上)

유종근

前전라북도지사

김대중대통령경제고문

특집Ⅰ 경제안보와세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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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렇게중요한데문제는정치라고?  

그렇다. 이렇게중요한경제를결정하는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세

계모든대륙의수많은나라들의역사를비교분

석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

제도이며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

인데, 모든구성원에게자유롭고공평한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inclusive) 정치제도, 즉 민주

적정치제도가포용적경제제도를낳고, 포용적

경제제도는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역으로

정치적 기회를 소수의 특권층에게 집중시키는

착취적(extractive) 정치제도는 경제적 기회를

다수로부터 박탈하여 소수의 특권층에게 집중

시키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그 결과 특권

층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창조적 파괴를 저지함

으로써경제발전을저해한다는것이다.2)

그렇다면 모든 포용적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

이지속적성장을보장하는가? 그렇지않다. 지

구상에 많은 민주국가들이 있지만 어떤 민주국

가는 다른 민주국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나라들은 성과가 저조하다. 또한 어떤 나

라들은저성장의위기를맞아이를극복하는개

혁에성공하는반면다른나라들은개혁에실패

하거나개혁을시도할엄두도못낸다. 그이유

는무엇인가?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It’s the trust,

stupid!). 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학파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내가 한 마디로 요약해본

것이다.

하버드대학교의 퍼트넘(Robert D. Putnam)

교수는 이탈리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성

과를20년에걸쳐비교분석한결과동일한제도

도주민들의시민성에따라성과가다르다는것

을입증한바가있다.3)

시민들의상호신뢰가높은지역(북부이탈리

아)에서는높은성과를이루어내는반면신뢰가

부재하는 지역(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공공부문

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같

은시민성의차이를사회적자본의개념으로설

명한다. 

한편올슨(Mancur Olson)은민주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집단이 많이 생겨나서 자

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

거나배제하는입법을하도록(로비, 데모, 청탁,

뇌물등으로) 유도하는경향이있는데, 이 같은

제도의 변화(변질)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경제성장률

을차츰저하시킨다는이론을제시한바있다.4)

그는 1970년대 영국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

션(stagflation)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현상을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규제 개혁과 시장

개방으로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무력화할 것

을제안하였다. 

실제로영국과미국은 1980년대부터, 그리고

그후호주와뉴질랜드, 그리고네덜란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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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럽의여러나라가기득권보호정책들을제

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를다시살렸다. 프랑스는독일보다앞서1996년

에 개혁을 추진하려다“우리는 앵글로색슨처럼

살기 싫다!”는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2016년에이르러사회당의올랑드대

통령이 당내의 반발을 묵살하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노조의기득권을축소하는규제개혁을

시작하였다. 개혁정책으로인기가추락한올랑

드는 재선을 포기하였으나 혜성같이 등장한 마

크롱대통령이개혁을계속추진하고있지만프

랑스는20여년전에개혁을포기한결과유럽의

주도권을독일에게빼앗겼다. 한때미국을추월

할 듯 위협하던 일본은‘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이제는한국

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감추지 못

하면서도 규제개혁(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마지막화살)에흐지부지한결과노인병에걸

린일본경제가활기를되찾을전망은밝아보이

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이익집단들이 FTA 등

시장개방과 규제 개혁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이올슨이설명하는현상의일면이다. 우리나라

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이제 1%

밖에되지않는이유중하나는이러한이익집단

들(농민단체, 중소기업단체, 각종 직업·직능단

체, 노조등)의포로가된정부가그들을달래는

과정에서 재정을 낭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조

치들을남발하여국가경쟁력을서서히저하시키

고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

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갖추었어도 시민들이 서로 신뢰

하고협동하는시민성이없으면그제도가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또한 한동안 성공적이었던

민주국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이익집단들이만들어내는규제들때문에경제의

효율성이하락하는경향이있는데, 이렇게쌓인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살

리는 데에도 시민들이 신뢰하고 협동하는 시민

성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한 민주국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비효율

적으로변질된제도의개혁이필요할때그것을

해내는데에필요한사회적합의를이룰수있는

가, 이두가지가모든민주국가가풀어야할과

제인데이에대한답은신뢰를기반으로형성된

시민성(호혜주의 정신),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한가지핵심요소에귀결된다.

경제를선도하는신산업이매우빠르게진화하

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정

치·경제 제도가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신속한

제도개혁을이루어내고, 그렇게진화하는제도가

시민들의자발적협동으로최고의성과를올리도

록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정치가갈등증폭의

정치를종식시키고시민성을향상시켜국민통합

을이루는정치로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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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않은선진국

대한민국은지금잘나가고있다. BTS 노래와

<오징어게임>의높은인기가세계전역을강타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제10위

의 경제대국으로 해외에 다녀오면 우리의 높은

생활수준을실감하게된다. 한국을여행해본외

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장점들을 열거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우리는그동안동경

해오던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이 갈팡질팡 하

는모습을보면서우리나라가제법잘하고있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제‘경제

선진국’이라는것에반론을제기할사람은별로

없을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선진국(고소득

국가)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이미 1991년에 우리나라를 고소득국

가로분류하였으며그후 1996년에는세계은행

(World Bank)과 UN이 뒤따랐다. 또한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

는 OECD에 가입하였으나 1년 후 외환위기를

맞게되어국민들은우리나라가아직선진국이

아니라는생각을더욱굳히게된것같다. 그러

나 금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가 57년역사상처음으로우리나라를개발도상

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우리나라가 선진

국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

고있는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에 비해 행복하지도 않다.

UN이금년 5월에발표한『World Happiness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

는 2020년도에조사대상 153개국중 61위(전

년도의 54위에서 하락)를 기록하였는데 타이

완(25위), 싱가포르(31위), 필리핀(52위), 태국

(54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지만 국민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한 자리 낮은 62위였다. 분명 우리

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도 있겠지만 일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

이다.

한편 <표1>이보여주는바와같이국민행복지

수 1위에서 10위까지는뉴질랜드를제외하면모

두서유럽과북유럽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은모

두(뉴질랜드 포함) 사회적 자본 순위가 높은 나

라들이라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소수의예외

(코스타리카, 체코, 벨기에등)를 제하면일반적

으로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은 사회

적자본순위도상위권에속하는경향을보여주

고있다. 국민행복지수에는사회적자본이직접

포함되지않으며여러가지주관적및객관적요

인들이포함된다.5) 

그러나사회적자본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1>의 사회

적 자본 순위는 Lagatum Institute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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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tum Prosperity Index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자본 순위를 차용한 것으로,

Legatum Institute는 사회적자본을측정하

는 데 있어서 개인 및 가족과의 관계

(personal and family relationship),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s), 개인 간의 신뢰

(interpersonal trust), 기관의 신뢰

(institutional trust), 그리고시민적및사회

적참여(civic and social participation) 등을

측정하였는데6) 이들 요소는 국민행복지수의

구성요소들과직·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나

라, 경제외에도정치, 사회, 문화등모든분

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지수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에게는 풍

부하고우리에게는부족한사회적자본을증

대하기위한국민적합의와노력이필요하다.

(*다음호계속) 

1) https://www.amazon.com/Why-Nations-Fail-Origins-Prosperity/dp/0307719227

2)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2012), 『국가는왜실패하는가』, 최완규옮김, 서울 : 시공사 [원저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3) Robert D. Putnam(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Mancur Olson(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5) 정확하게는 1인당국내총생산, 사회적지지, 건강기대수명, 삶에 관한선택의자유, 관용, 부패에대한인식등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Happiness_Report)

6) https://docs.prosperity.com/2916/0568/0539/The_Legatum_Prosperity_Index_2020.pdf

<표1> 2020년도UN국민행복지수순위와사회적자본순위

행행복복지지수수 순순위위 국국가가 사사회회적적 자자본본 순순위위**

1 핀란드 3

2 덴마크 1

3 스위스 9

4 아이슬란드 4

5 노르웨이 2

6 네덜란드 8

7 스웨덴 7

8 뉴질랜드 5

9 오스트리아 10

10 룩셈부르크 28

11 캐나다 11

12 호주 19

13 영국 12

14 이스라엘 30

15 코스타리카 51

16 아일랜드 16

17 독일 15

18 미국 12

19 체코 127

20 벨기에 79

6611 한한국국 113399

62 일본 140

* Legatum Institute,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0 중

사회적자본순위 (조사대상 167개국)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32   MAC-4       



2021. 12 33

조일현(14·17대 의원) 한국통용항공산업발전협회 회장은 최근

『적임자 리더십』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의원내각제가 갈 길이다’

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서두에서“크고 작은 단위의 조직이 성공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3가지(합리적인 규정, 유능한 책임자, 적

극적인 구성원) 핵심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책임자 그리고 국민이 제각기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유

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작동될 때 비로소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

이행복해질수있다. 그런 차원에서현재대한민국의상황은어떠

한가?”라는문제제기로시작한다. 

그러면서필자는더나은대한민국을위해서 3가지의변화가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

꾸어야 한다. 둘째, 모든 책임자의 선택과 임명을 적임자로 뽑아야

한다. 셋째,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즉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크고 작은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각 분야의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강

점을꼽아눈길을끈다. “김종필(생명력), 정주영(추진력), 문창모(실천력), 김동길(통찰력), 박준규(촉진력), 김영

삼(돌파력), 김대중(설득력), 노무현(결단력), 김원기(지구력), 전두환(장악력), 김한길(기획력)”등으로분류했다. 

적임자를 국가지도자로 뽑자고 강조하는 필자는“정치는 결국 사람이 한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

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치인의 죄는 시효가 없다. 자신과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아예 나서지

말아야 한다. 자잘한 실수는 용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은 정치판과

정치인에게용인될수없다”는것이다.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지낸필자는부동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농촌개발에대한새로운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방과 농촌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줄이고 수도권 인구를 밖으로 분산하는 것이 해법

이라고제시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미래한국의 권력구조』『광화문 아고라』外 다수가 있고 창작가곡‘루이스 호숫가에서’등 20여곡이

저작권등록되어있다.

曺馹鉉의원(14·17대)의『적임자리더십』

회원신간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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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5일, 제1야당인국민의힘대통령후보로

윤석열전검찰총장이선출됨으로써제20대대통령

선거는여당의이재명후보와야당의윤석열후보의

대결로일단압축되었다. 물론제3의후보로안철수

국민의당대표, 심상정정의당후보, 김동연전경제

부총리등의출마가예상되고있지만, 두거대정당에

서수개월동안의치열한경쟁끝에두후보가결정

된데에는그자체로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먼저이재명, 윤석열이두사람은각각여야에서

반(反) 문재인 노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

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

지기반인 친(親)문세력과는 대립적 각을 세워왔다.

정책 노선에서도 청와대보다 더욱 과감한, 보편적

여야대선경쟁

막이올랐다

姜孝祥

법무법인대륙아주고문

20대의원

미래통합당원내부대표

前조선일보편집국장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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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가까운포퓰리즘정책을추구해왔다. 

윤석열후보는더말할것도없다. 그는문재인정

부에서서울지검장, 검찰총장등으로고속승진한인

물이지만, 조국사태에서문재인대통령과완전히등

을졌고, 이후친문세력들로부터집요하고처절한탄

압을받아왔다. 정권의핵심인조국법무부장관에대

해정권비리차원의메스를들이댔다는이유하나로

일약국민적영웅으로부상했다. 특히보수세력의추

앙을받았던박근혜정권에대한궤멸적수사에도불

구, 오히려보수세력들로부터문재인정권을제대로

수사해보복할유일한대안으로떠오른것은시대적

아이러니라고할것이다.

현정권반감이탄생시킨후보들

이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정확히말하면문재인대통령의

실정(失政)과 그에 따른 반감이 탄생시킨 후보들

이라고볼수있다.

우선이재명후보는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

가“이재명당선도정권교체”라고말했을정도로,

여권내의야당으로인식되어온인물이다. 그는친

문(親文)의대표주자였던이낙연후보를초반부터

리드, 비교적손쉬운승리를거두었다. 광주, 전남

만빼고는지역별순회경선에서과반득표행진을

이어갔고,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했다.

다만대장동의혹이터져나온뒤3차선거인단투

표에서대패한점은뼈아픈대목이다. 

반면 야당의 경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했

다. “이명박 대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던 2007년

경선같았다”는평가가나올정도였다. 17대대선

을 앞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경선에

서 국민참여선거인단(80%)과 여론조사(20%)를

합산한총득표율은이명박후보가49.56%, 박근

혜후보가 48.06%였다. 이번국민의힘경선에서

는선거인단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합산

한 결과 윤 후보가 47.85%, 홍준표 후보가

41.50%를 기록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윤 후보를 줄곧 위협했다. 그 결과,

이번 경선은 역대 최고 투표율과 20~30대 당원

급증등보수정당으로선기록적인결과를낳으며

전국민적관심을끌었다.

거시적으로도 이 두 후보는 현재의 시대상황을

타개할상징적인물로해석될수있다. 우선이재명

후보는문재인정부이후심화된불평등의해소, 분

배정책, 정부역할의강화등을상징하는인물이다.

반면, 윤석열후보는문재인정부가무너뜨린공정

(公正)의회복, 반부패, 자유주의와시장경제의복

원등을상징하는인물이다. 다소거창하지만이번

대선에서진보, 보수양진영이희망하는시대정신

을각각반영하는인물들이라고하겠다. 

얼마전한모임에서문재인대통령이지난5년

간잘한것이무엇인지를질문한적이있다. 대부

분의사람들이답을못내놓았다. 한젊은이가군

대문화의개선과페미니즘의향상등을겨우꼽

았을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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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문재인정부의실정들은후대대통령들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떠오를정도로많이거론됐

다. 즉흥적인 탈원전정책의 폐해, 아마추어적 대

응책으로인한부동산가격의폭등, 문재인정부

의상징적경제정책인소득주도성장의실패와일

자리 감소, 빈부격차의 심화, 젠더-계층-세대간

대립의격화, 집권진보세력의부패와내로남불의

연속, 정권 지도층의 성추문, 보수세력 궤멸시도

와여야간공멸적대립, 정권내반대자들에대한

무자비한탄압등끝이없었다. 물론문재인대통

령으로선억울한측면도있겠지만, 많은사람들이

냉혹한평가를하고있는것만은분명한것같다. 

대선운명을수사기관이좌우

세계사적관점에서도현재의대한민국앞에는

수많은난제들이놓여있다. 코로나사태라는미

증유의팬데믹현상, 가속화되는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빈부격차의심화와고령화현상등이

바로그것들이다. 국제외교적역학관계의변화

도 큰 과제이다. 미중갈등의 심화와 한국의 대

처, 한일관계의복원, 북한핵사태에대한대응

과평화적남북관계의정립등한국의미래를결

정지을국내외적큰문제들이산적해있다. 이처

럼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는 후보선출의 기

쁨을 누리기보다 당면한 현안의 무게감에 짓눌

려있는엄중한상황이라할수있겠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공론의 장,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서로 국민에

게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뷰티 콘테스트

(Beauty Contest)’가될가능성은거의없을것

으로전망된다. 많은정치전문가들이이번대선

이사상최악의네거티브선거전이될것으로우

려하고있다. 국민의힘경선에서아깝게패배한

홍준표후보의표현처럼, 이번대선은두후보가

모두검찰의수사망에서자유롭지못한‘비리대

선’이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이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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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모두 서로를 향해‘범죄’,‘감옥’운운하며

살벌하게공격하고있는양상이다. 과거보다더

심하게, 대통령선거의운명이수사기관인검찰

과공수처에의해좌우되는상황을목도해야할

지도모르는것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전대미문의 부동산 개

발특혜사건인 대장동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

혹, 처가의비리사건등여러수사사건에서직

간접으로거론되고있다. 두후보모두언제, 또

무슨새로운의혹들이터져나올지국민들은조

마조마한심정으로지켜보고있다. 게다가이재

명후보의공격적성격과윤석열후보의실언(失

言) 등이 더해져 이번 대선 선거전이 사상 최악

의혼탁한선거로변질될가능성도충분하다. 결

과적으로미국의트럼프전대통령처럼가장비

호감 대통령이 탄생해 임기 내내 국정(國政)을

불안하게할지도모르는것이다. 

대한민국의진로결정하는선택

이제보수, 진보두거대정당의후보가결정된

만큼 20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의 막이 올랐

다. 후보확정직후윤후보는이재명후보와달

리전당대회승리의컨벤션효과를누리며지지

율에서 10% 포인트내외의격차로우세를보였

다. 50% 이상이정권교체를원한다는여론조사

결과도나왔다. 문재인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

한부정적인평가도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의 10년 주기설

(10년마다 보수, 진보 정권이 교체되어온 전례)

을깨고 5년만에정권이교체될가능성도점쳐

지고있다.

하지만내년3월 9일선거일까지는아직3~4

개월이란시간이남아있다. 한국대선의과거전

례를보면수많은변수가나타날수있는시간이

다. 진보정당으로선당장이재명후보의대장동

의혹 연루 여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연대,

김동연전경제부총리의부상등이최대관심사

이다. 보수정당으로선안철수국민의당후보와

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

다. 윤후보에대한검찰및공수처의수사도변

수지만, 현재까지는오히려보수세력의결집을

불러오는역풍으로작용해왔다. 

남은기간역대대선의캐스팅보트역할을해

온중도층과 20∼30대층의표심이누구에게쏠

리느냐에이번20대대선도승패가갈릴것으로

많은선거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다. 

하지만이미언급한대로진보, 보수양진영의

정책 지향점이 극명히 대비되는 만큼 누가 20대

대통령이되느냐에따라나라의방향이정반대로

갈릴수있다. 비록역대가장비호감후보들과네

거티브 선거전으로 대선이 혼탁해지더라도 어느

신문칼럼제목처럼‘케세라세라(될대로돼라)’대

선이되어서는결코안된다. 대한민국이올바른

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정치권모든지도층들

의각성과올바른결단이요구되는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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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21일오후5시전국민의성원을

받으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700km의 지구 저궤도에 무게 1.5톤급 위성

을발사할수있는무게200톤급중형우주발

사체이다. 

현재 이러한 성능의 우주발사체를 보유하

고있는나라는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

도, 유럽우주기구(ESA) 등 6개국 정도이다.

우주발사체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개발한 V-2미사일을 개량하였고 일

본은미국에서, 인도와중국은러시아에서기

술을이전받았지만우리는독자적으로개발

한것이다. 

누리호의높이는47.2m, 1단직경3.5m, 2

단과 3단의직경 2.6m인데 37만개의부품으

로이루어져있어서우리나라역사이래우리

스스로만든가장복잡하고가장높이올라가

고가장빠른운반체라고생각된다. 

누리호는1단로켓에는75톤엔진4개를붙

여서 사용하여 300톤의 추력을 만들고 2단

에는75톤엔진1개를사용하며3단에는추력

7톤 액체엔진 1개를 사용한다. 누리호의 1단

로켓과 2단 로켓에 사용하는 엔진은

추력 75톤급으로 추진제로

등유와 영하 183도

누리호

첫시험발사성과

채연석

前항공우주연구원장

특집Ⅱ 우주개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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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액체산소를폭발시켜대기압의 60배압력에

서 3,500도의 연소가스를배출, 추력을만드는

특수엔진이다. 

액체 엔진은 우주를 날아가는 고압 용광로이

며 대표적인 극한기술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

다. 항공우주연구원은2003년부터추력30톤급

액체엔진의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2010년경부터 추력 75톤급 엔진 개발을

시작한것이다. 

로켓엔진은 추력이 클수록 연소실이 커진다.

갑자기 연소실 압력이 높아져 엔진이 폭발하는

불완전연소현상이잘발생하는데이문제도잘

해결하였다. 로켓엔진은 성능이 안정되어야 하

기 때문에 많은 지상연소시험이 필요하다. 1단

엔진은 33기를 제작하여 184회를 시험했는데

누적연소시간은 18,290초이다. 추력 7톤 엔진

은12기를제작해서16,925초를연소시험했다. 

지난발사에서 1, 2, 3단의엔진이모두양호

하게 작동한 이유도 개발단계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개발했기때문이다. 누리호에사용한로켓

엔진은모두추진제로케로신(등유)과액체산소

를 사용한다. 이 조합은 현재 우주발사체에서

사용하는가장가성비가좋은추진제이다. 스페

이스X의 펠콘 9 우주발사체에서도 사용한다.

효율도좋고가격이저렴하기때문이다. 추진제

효율은액체산소/액체수소조합이더좋지만가

격이비싸고지상을이륙할때추력이부족해서

부스터로켓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의 우주왕복

선, 일본의H-3, 아리안스페이스의아리안V도

이래서고체추진제부스터를사용한다. 

우주발사체기체는가볍고튼튼해야

누리호 기체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이 추진제

탱크이다. 누리호의 발사시 무게가 200톤인데

이중 182.5톤이 추진제이다. 전체 무게의

91.25%인셈이다. 많은추진제를담기위해특

수알루미늄으로제작한탱크의벽두께는 2∼

3mm이다.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탱크에

채우고 최고 속도 초속 7.5km까지 달린다.

KTX의90배에해당하는빠른속도이다. 

누리호의설계성능은무게1.5톤의승용차를

700km의높이에서지구를돌수있게할수있

는것이다. 

설계성능에90% 발휘한누리호성능

나로우주센터제 2발사대를이륙한누리호는

55초만에음속을돌파했고127초에1단로켓이

분리되었다. 4개의 엔진을 달고 속도가 가속되

면서주변의공기로부터많은압력을받는어려

운 구간을 처음 비행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관문을잘통과했다. 

2단로켓은발사233초에인공위성보호덮개

인 페어링을 분리하고 274초에 2단 로켓이 분

리되었다. 잠시후3단로켓에점화가되어예정

된시간보다46초모자란475초동안작동하며

700km까지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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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15분 3단에서 위성모

사체가 분리되었지만 속도가 초속 6.7km로 설

계속도보다초속0.8km 모자라궤도진입은할

수없었다. 그러나누리호가첫시험발사에서보

여준 성능은 700km의 궤도에 무게 1,340kg짜

리위성을올릴수있는수준으로이는설계성

능의약89%에해당한다. 우주발사체의첫비행

시험에서모든기능이제대로작동하며설계성

능의 89%를발휘한것은대단히우수한성적이

다. 3단 로켓의 연소시간이 계획보다 줄어드는

현상은 외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에서도 있어온

일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원인을

찾아개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첫 비행시험에서 거의 완벽하게 기능과 우수

한성능을보여준것은처음우주발사체를개발

하는 경우치고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 생각된

다. 외국의 기술이전 없이 이 정도의 성과를 올

린것은우리과학기술자의높은연구능력과수

준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가 중형

우주발사체를확보하는것은선진국으로위상이

높아진우리나라에걸맞은건국이후최고의과

학기술연구의쾌거이며경사로생각된다. 

앞으로의과제

작년에만 26회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펠콘 9은 현재 전 세계의 상업위성 발사시장을

제2발사대에기립중인누리호(합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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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쓸고있다. 머스크가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

우주발사체를만들수있었던것은미국이수십

년동안아폴로계획등우주개발에많은투자를

하여우주산업의기반을튼튼히다져놓아서원

하는로켓기술과기술자를모두활용할수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항공우주연구원과산업체가공

동으로 가벼운 고성능 로켓엔진, 1단 로켓의 재

사용등새로운로켓기술의연구를지속하고확

보한누리호기술을산업체가계속유지할수있

도록최소연간2∼3회발사는정부가보장해줄

필요가있다. 

누리호의 연구개발비용 중 80% 이상이 산업

체에제작비용으로투입되어온점을볼때누리

호를 많이 제작하여 발사할수록 제작에 참여한

300여개 산업체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2020년도독자적인우주발사체를보유

하고 있는 선진국의 투자액을

보면우리나라의경우 7.2억 달

러(8,500억원)인데 인도는 17.8

억 달러(2.5배), 일본은 23.2억

달러(3.2배)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주개

발투자액이적다보니사전연구

는할수가없다. 

지금까지국내의로켓분야연

구를 보면 현재 진행하는 과제

가성공적으로끝나야다음과제가진행되었다.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

어질수밖에없다. 특히개발기간이오래걸리는

로켓엔진의경우누리호발사를할때쯤에는차

세대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비타당

성조사를통과못해아직은언제연구를시작할

지알수없는형편이다. 

이번의누리호발사에서온국민들이TV 앞에

서 모두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한마음이

되었다. 웅장하고멋진누리호의발사를지켜본

누리호키즈 중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자의

꿈을꾸고있을것이며이들중훌륭한과학기술

자들이많이탄생할것으로생각된다. 

지난30년간국산액체로켓연구와누리호개

발을 위해 수조원의 연구비를 묵묵히 지원해준

정부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연구현장에서

모든열정을불사른연구원과산업체의기술자와

함께내년의성공적인발사를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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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발사체의귀중한경험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는 정부출연연

구소인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 대학의항

공우주 관련 학과, 항공우주 관련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있다. 항우연은 1989년에설립된정부

출연연구소(연구인력 961명, 협력기관 470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수는 국내 총 5,802건 중

54% 차지)로 우주과학기술연구의중심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주과학기술 분야 산·학·연

의각고의노력의결실로한국형발사체(KSLV-

II) ‘누리호’가 10월 21일오후 5시전남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누리호는 2010

년부터올해까지1조9,572억원을들여, 항우연

등 300여 국내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

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비츠로넥스텍, 한양이앤지등의중소기업)

이 독자적으로공동개발에착수해 11년 반만에

완성한발사체이다.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2013년 1월 3차 발사 성공)는 핵심인 1단 엔진

을러시아에서제작해들여온것이었다. 그러나

누리호는 위성 답재 중량도 나로호의 15배인

1.5t으로 늘었다. 3단 발사체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 고도도 700km로 나로호의 두 배가 넘는

다. 누리호의 기타 제원은 길이 47.2m, 직경

3.5m, 중략 200t, 연료탑재량 56.5t이다. 1단은

75t급액체엔진 4기가부착돼있으며, 2단에는

75t급액체엔진1기, 3단에는7t급액체엔진1기

우주과학기술

강국으로가는길

박성현

서울대명예교수

前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특집Ⅱ 우주개발의미래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42   MAC-4       



2021. 12 43

가장착돼있다. 부품수는총30만개다. 중량 1t

이상 위성을 발사한 국가는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등여섯나라밖에없다. 

누리호는발사된후 16분 7초동안 1단과 2, 3

단로켓이차례대로연소했으며, 위성덮개인페

어링 분리도 제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누리호가

700km 궤도에 도달했으나 연소 압력이 기준치

이하로떨어지면서마지막위성모사체궤도진

입에는실패했다. 항우연은10월27일위성모사

체가궤도진입에실패한이유는 3단엔진의산

화제 가압라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화제

는연료의연소를일으키는데, 가압라인에문제

가생겨산화제가새면서엔진에제대로공급되

지못하였다는것이다. 이때문에연료가정상적

으로연소되지못해, 3단 엔진이계획보다 46초

일찍꺼졌고, 속도가목표한초속7.5km보다낮

은 6.7km에 그치면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세계우주체발사시장

이번누리호발사는우리나라의항공우주기술

여정에서‘절반의 성공’을 보여준 쾌거이다. 이

번성공으로우리나라는일곱번째중량 1t 이상

위성발사체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이 독

자우주수송능력을확보하는초석을쌓았다. 항

우연은세차례시도끝에2013년발사에성공한

나로호의값진경험도축적하고있다. 우주발사

체개발은끊임없는도전의연속이며, 이를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될것이다. 

세계우주체발사시장을선도하고있는기업

은 미국의 우주탐사 전문 기업 스페이스X와 유

럽의 아리안스페이스 등이다. 스페이스X는 머

스크(Elon Musk)가‘화성이주’를목적으로창

업한 회사로, 초기 비행체‘팰컨1(Falcon1)’을

2006년에 시작으로 처음 세 번 발사에 실패하

고 6년후지구궤도진입에성공함으로써기술

축적에 성공했다. 아리안스페이스는 1980년에

유럽12개국이합작하여만든기업으로, 1996년

아리안호 첫 발사 이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100번이넘게우주로발사체를쏘아올렸다. 우

주 기술 선진국들도 발사체 초도비행 성공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의 최초 자

력발사인공위성인‘창정 1호’도첫발사때비

행 69초 만에 추락한 끝에 이듬해 위성을 궤도

에올려놨다. 이외에도프랑스의‘디아망’발사

체, 러시아의‘프로톤’발사체등이페어링분리

실패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항우연은 이번 누리호 3단 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5월에 2차 누리호를 발사할 예

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실제 위성을 실어 4

차례 더 발사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은 명실공이 우

주발사체 분야에서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

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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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기술의폭넓은활용도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되

면, 정부는이후누리호기술을기업에이전해민

간주도의‘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를연다

는계획이다. 누리호발사성공은그자체만으로도

의미가있지만경제, 안보, 과학기술발전등에서

도큰의미를갖는다. 우주발사체와위성개발에

적용된 기술은 전기전자, 소재, 통신, 에너지, 의

료, 항공,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우주

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을 총망라한 집합체라고 할

수있으며, 미래먹거리로꼽히는고부가가치산업

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기술인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다양한첨단기술에도

인공위성은 필수 인프라이다. 발사체에서 연료·

산화제투입에사용되는터보펌프기술은극저온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활용이 가능하

다. 우주과학기술의활용도는무궁무진하다. 

누리호발사기술확보로국가안보관련기술도

진일보한셈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확보가 쉬워졌다.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추진제

를연소시켜추력을얻는방식이라는점에서동일

하기때문이다. 끝부분에위성을실으면우주발사

체, 탄두를탑재하면ICBM이라고불린다. 엔진추

력도 누리호가 북한 ICBM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

져있다. 북한화성-15형 ICBM은 1단로켓에80t

추력엔진 2개를결합해사용해 160t 정도의추력

을갖고있는반면, 누리호는300t의추력을낼수

있다. 누리호의핵심인 1단이밀어올리는추력이

75t급인액체연료엔진4기로구성되었고, 이들 4

기가한몸처럼작동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다. 그

동안북한에대한첩보위성정보는전적으로미국

에의존해왔으나조만간한국의첩보위성이중요

군사정보를수집할날이올것이다.  

고체연료엔진개발해야

대형위성을탑재하려면추력을보강할수있는

고체연료엔진을개발해야한다. 최근한·미미

사일지침(Missile Guideline) 개정으로 고체 연료

를우주발사체에쓸수있는길이열렸고, 탄두중

량500kg, 최대사거리800km 등으로제한한조

건도 풀리게 되었다.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계속

발전시켜 나왔는데도 1978년 원천기술을 미국에

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각종 제한을 두었었다.

그러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드디

어이제한들을해제한것이다. 고체엔진은액체

엔진과달리연료와산화제를발사시간에맞춰주

입하지않고늘충전한상태로보관이가능하므로

발사준비가쉽다. 이런장점으로주로군용미사

일추진엔진으로쓰여그동안한미미사일지침에

서 개발을 제한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

월우주발사체용고체엔진연소시험에성공하며

고체엔진로켓개발의첫발을내디뎠다. 정부는

2024년까지민간기업의고체엔진발사체개발을

지원할예정이다. 

민간기업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글로벌항

공기/위성 제작업체인 유럽의 에어버스와 손잡고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44   MAC-4       



2021. 12 45

최근저궤도소형위성공동개발협약을맺었다. 민

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뉴 스페이스’시대를

맞아고부가가치위성시장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

다. 기쁜소식이다. KAI는에어버스와손잡고작년

에한국첫군사전용통신위성인아나시스2호를

제작해발사했다. KAI는내년에다목적실용위성

으로아리랑 6호를개발해발사할예정이다. 저궤

도소형위성을활용하면지구어느곳에서도통신

지연이없는5G·6G 이동통신이가능해진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NASA)가수십년간쌓은

기술을 개방해 민간업체 스페이스X와 같은 창의

적인 기업을 낳았듯이, 우리도 관련 기술을 대거

개방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우주개발에서민간의참여는정부프로

젝트를 수주 받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경쟁하면서기술을축적할수있는기반이

조성되어야진정으로우주산업강국으로가는길

이 마련될 것이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조선에는현대중공업과같은세계적인기업이있

듯이, 우주산업에서도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

인한국기업이탄생되는날이오기를기대한다. 

지금 우주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각축장

이 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가 많이 늦은 셈이다.

2010년 이래 10년간 우주로 발사된 인공위성이

2,663기였지만, 앞으로 10년후면5배이상늘어

날것으로보고있다. 우주산업비즈니스도급격

히팽창하고있다. 모건스탠리는2020년전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3,780억 달러였고, 20년

후에는 1조 1,0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

다. 이런큰시장에한국도적극적으로참여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우주산업 역량과 예산·인력은 우주강

국들에비하면열악하다. 따라서앞으로가장효

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

이다. 우주개발정책의최고컨트롤타워인국가우

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이 맡고 있으나, 이를 11월에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한다.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주 4강국’이 목표라면 위원장직을 대통령이

직접맡아보는것도좋을것이다. 이미일본은총

리가우주개발전략본부를책임지고있다.  

누리호가발사될때까지항우연을중심으로많

은관련기업이엄청난수고를하였다. 촌음을아

끼지않으며연구에몰두한과학자와기술자들에

게 찬사를 보낸다. 항우연은 앞으로 미국의

NASA와같이정책기능과예산기능을갖는기관

으로발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람을뽑고재

정을사용하는모든일에서일일이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상대적

으로냉대를받아왔던우주과학기술분야에대해

국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우리나라가 우주과학기술 강국으로 우

뚝서기를기원한다. ‘우주개발의꿈’은미래산

업의 총체적 역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

이라도반드시가야할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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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을 대한민국이‘우주 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이라고 하고 싶다. 이

날 300톤(75톤x4)의 거대한 엔진이 지구를 박

차고비행을시작할때의감격은뜨거운눈물이

었다. 왜냐하면 2009년 12월 UAE에서 한국표

준형원자로 4기 건설 약정식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흘리면서, 오늘은우리가‘원자력기술식

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이라고 밤새 글을 썼던

기억때문이다. 

빈손으로시작해수십년을거치면수백수천

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과학자들

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

어는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는 고통 속에서 그

뜻을이루어성공했을때할수있는단하나는

“뜨거운눈물”뿐이다.

문제는안보주권의확립

<Freedom is not free> 

장인순

대덕원자력포럼회장

前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특집Ⅱ 우주개발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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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식민지로부터독립된날

누리호발사는 9단계중에서 8단계(1단점화,

이륙, 1단분리, 2단점화, 페어링분리, 2단분

리, 3단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를 성공한 것으

로, 실패 원인을 밝히면 성공은 예약되어 있는

것이다. 75톤의거대한액체엔진4기가하나의

엔진처럼 움직이는 1단부의 비행을 위해 최대

난제인연소불완전문제를해결하기위해무려

12번의설계변경과20여차례의시험을반복했

다니그고통은상상을초월한다. 그결과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다음으로 7번

째로성공한나라이다. 우주발사체관련기술은

국가간이전이불가능한것으로우리의연구팀

이이어려운기술장벽을넘기위해얼마나많

은밤을새워가며그들의젊음을불태웠겠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찬

사와감사를드리고싶다.

과학을하는이유가무엇인가? 첫째는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주를 포

함한대자연의신비를풀기위함이아니겠는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이다. 우리의 과거

사를돌이켜보면역사상 900번이상의외침을

받았다고한다. 얼마나많은국민들이희생되었

으며, 앞으로무엇으로국민을보호하고나라를

지킬수있는가?

국제사회는 힘이‘선’이고‘규범’이라 한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한다. 패자는

역사의뒤안길로흔적도없이사라진다.

수학을지배하는나라가세계를지배한다. 바

다를지배하는나라가세계를지배한다. 하늘을

지배하는나라가세계를지배한다. 원자력을지

배하는나라가세계를지배한다. 우주를지배하

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수학이 모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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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반이고국가운명을좌우한다는것을알

아야한다.

이 무한경쟁시대에우리국민의풍요로운

삶과안전을위해무엇을 해야하는가? 바로

원자력과 강력한 우주항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에

있어, 새로운정부가탈원전정책을철회하면

쉽게본궤도에복귀할수있을것이다. 반면

우주항공개발은이제본궤도에진입단계이

므로앞으로더많은투자와국민의절대적인

성원이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원자력, 우주항공개발중요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성

과 발사체 분야에 함께 해야 이제는 우리 국

민의풍요로운삶과안전을위해무엇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기술은최첨단기술로돈을주고도살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결정

체로 수학, 극한소재, 기계공학, 화학, 전자

컴퓨터등첨단종합과학이다. 초고온, 초저온

등극한의환경을극복하고고도의정밀성을

요구하는 우주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곳곳에서빛을발해우리들의삶을더욱풍요

롭게할것이다.

앞으로모든분쟁은우주에서시작되고그

해결은 우주 산업에서 찾아야 할 이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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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주변을살펴보자. 주변 4강인미

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이미우주군비경

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 5,000여 개의 인공위성 중에서

600여 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

를 내려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물론주변강국들의잠재위협으로

부터우리의생존을위해서 국방우주개발

을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한다.

현재우주는전세계국가와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2010년 이래 10년간

발사된인공위성이 2663기이며앞으로 10

년 뒤엔 1만기가넘을것으로예측하고있

다. 따라서우주산업규모도현재 5,000억

달러규모에서 20년후에는 1조천억달러

로 증가할 것이라 한다. 우리의 우주 개발

의 핵심은 안보, 과학기술, 산업차원에서

상호유기적인협력이필요하다. 앞으로누

리호를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해고체우주

발사체도 개발해 군에서 필요한 소형정찰

위성과중대형통신위성들을외국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발사체로 국내에서

해야한다.

다행히도지난 5월한미정상회담에서미

사일 개발 족쇄(사거리 800km 초과 고체

로켓개발제한)가완전히풀린것을계기로

항공우주연구원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성공한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위성뿐만아니라발사체분야에협력도본

격화해야한다. 더나아가우주기술과국방

기술분야에서민간기업이참여하여고도

화함으로써국방뿐만아니라미래일자리와

먹거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이다.

탈원전정책철회로

핵무장잠재력유지해야

해방후우리의모습은상처받은민족혼

과자존심으로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과

학기술식민지였다. 한국의산업화세대는

“배가 고파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 꿈

을 먹고 산 세대”로 많은 꿈을 이루었다.

우리의후손들의풍요로운삶을위해우리

가무엇을해야하는가? 

원자력기술자립을하면서에너지자립

에기여하고동시에핵무장잠재력을키웠

듯이 우주개발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

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브

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대한민국 국가위상

을높여야한다. 정부는하루빨리탈원전

정책을철회하여, 핵무장잠재력도유지하

면서, 동시에무리하게추진되는탄소중립

정책으로국가산업을흔들지말아야한다.

그리고우주개발에적극적인투자와함께,

실패도 용인하는 문화가 정책될 때 연구

성과도극대화되어빠른시간에과학선진

국에진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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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의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샤를 미셀

정상회의의장은“에펠탑없는파리와같다”고메르

켈독일총리의퇴장헌사를했다. 통일총리콜과같

은 16년최장기집권후메르켈의퇴장에대해유럽

의찬사와아쉬움이교차했다. 미셀의장은 104회나

EU정상회담에서 난제들을 풀어준 업적을 기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작별하면서“우려가 있는

시기에떠난다. 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있다”

고작별인사를하자 46명의유럽정상이기립박수를

보냈다. 메르켈은독일총선에서기민-기사당연합이

최악의득표로사회민주당에정권을넘기면서도밝

은표정으로그의시대를종결했다.

좌우대연정으로국민통합에성공

메르켈은최초의여성총리, 최초동독출신총리로

서통독후많은난제들을성공적으로풀어냈다. EU

27개국의 난제들을‘엄마(Mutti)의 정치타협’으로

풀어준최고대정치인으로칭송되고있다. 무엇보다

도 독일정치에는 보수-좌파-중도의 대연정이라는

정치통합양식을 정치집행의 관행으로세운것이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최근 집권한 노르웨이의

사회민주당총리가독일대연정모델을본받겠다고

통합의아이콘, 메르켈의퇴장

주섭일

언론인

前중앙일보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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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해메르켈의정치가 21세기국민통합적정

치모델로빛을발하고있다. 

메르켈은3차례의좌우대연정과1차의기민-

자유민주의 보수연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다원주의적국민통합에성공한대정치인이되었

다. 정치의최종목표인국민통합성공은 21세기

정치목표 국민통합에 새 길을 낸 것이다. 정치

대석학모리스뒤베르제는 1970년대냉전의한

복판에서국민통합이정치의최고목표이며이는

영원한 이상(理想)으로 인류의 꿈이 아닌가 싶

다”고정치원론에서서술했다. 메르켈은정치이

상을 독일정치현장에서 실현함으로써“정치의

엄마”로서정치사에서큰기여를했다.  

콜총리가1990년서독민주체제에공산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장관에 기용된 메르켈은 좌우

대연정으로 정치통합의 기수가 되었다. 그는

2005년 기민-기사당과 사회민주당 대연정,

2009년기민기사당과자유민주당과연정, 2013

년 좌파 사민당 대연정, 2017년 사민당 대연정

등16년간4차례대연정을통해좌우정치의갈등

과 투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통합에 성공한

것이다. ‘통일의아버지’콜총리의공산동독-자

유민주서독의통일아버지의발탁으로16년만에

완성한국민통합을메르켈이성공시킨것이다.

동독선거콜의공약지원하다

메르켈의 아버지는 서베를린 교외 루터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는 함부르크 출신 영어교사였

다. 아버지가동독으로발령이나면서동독으로

이주했다. 동독사람들이 서독이주를 꿈꾸던 분

단시절에 동독이주라는 독특한 경우로, 메르켈

은동독에서교육받고경력을쌓았다. 동독에서

아버지가 교회목사여서 출세와는 거리가 먼 학

구생활을했다. 메르켈은동베를린교외브란덴

부르크주소도시템플린에서성장했다. 

목사인 아버지가 공산당의 박해를 받고 어머

니는 교사직에서 밀려남으로써 행복과는 먼 유

년기를보냈다. 메르켈은서독함부르크의외가

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가입한 청년

공산당 대신 루터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아 공산

당가입을거부하고면학에열중했다. 공산당과

비밀경찰 슈타지와 협력을 피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대학에서물리학을전공, 1978년 졸업

하면서동베를린독일과학원물리학연구소에서

연구를계속했다. 1986년 양자화학분야박사학

위를취득한후연구원으로서강의를잘해학계

에천재학자의명성을얻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붕괴되고콜서독

총리의경제원조를동독이받았고, 민주화시민

단체 노이에스포럼의 통일운동이 확산되자, 메

르켈도적극적으로지원했다는것이다. 1990년

3월 최초의 동독 총선거에서 고속통일이냐, 완

속 통일이냐의 좌우 공약으로 선거운동이 전개

되었다. 집권기민당콜의고속통일과사회민주

당빌리브란트의단계적통일이치열한경쟁을

했다. 사민당의초기우세였으나, 막판에흡수통

일방식 승리로 결정되었다. 이 때 메르켈이 콜

총리의주목을받아입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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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슈피겔지는 정치인 메르켈을 이렇게

평했다. “깨어있는지성, 빠른파악력, 기회포착

의달인. 정계에서그는특정한정치세력이없었

다. 젊은 시절 연구실에서 연구한 과학자였다.

정치를배우거나사람들과깊은대화를한적이

없었다. 사생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학창

시절 루터교회 목회자의 딸로서 사회주의 동독

에서는 불가능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아버지 카스너 목사의 별명이‘붉은 목사’였다

는사실이어떤영향을준것일까?”

좌파사민당과첫대연정단행

1990년 10월 콜 총리는 여성청소년부 장관으

로메르켈을발탁했다. 통독정부에동독출신각

료의입각이다. 메르켈은1998년까지환경자연보

호원자력부 장관을 지낸 후 2000년 4월부터 기

민당최초의여성의장에임명되었다. 2005년총

선에서 집권 기민당 선거를 총지휘했다. 그러나

사민당의 슈뢰더 당수와의 TV토론에서 판정패

했다. 기민당은간신히1위를했으나의석과반수

미달로좌파사회민주당과대연정을꾸렸다. 

첫 출발이좌파와대연정이었다. 유로화약세

와 5백만 실업자의 기록적 위기를 긴축재정과

유로화 안정으로 잠재웠다. 미국발 세계금융위

기가덮치면서금융시장의유로화의신뢰회복으

로경제안정에성공했다. 게다가그리스의국가

부도와유로화위기등 난제를유럽연합(EU)과

그리스의초긴축정책으로간신히돌파했다.

2009∼2013 2차연정은최초로좌파가아닌기

민-자유민주당의보수연정으로성장정책에집중

했다. 경제성장정책으로 독일의 부와 자산을 극

적으로 확대했고 최초의 흑자재정을 기록했다.

총선공약 실현에서 풍요의 경제로 행복한 삶을

국민에게선사했고, 결과는기민당이41.5%를득

표, 대승을거두었다.  제3차 2013-2017년좌우

대연정으로다시돌아갔다. 2015년 유럽이비교

적안정과성장지속을기대했던대연정은뜻밖의

중동내전의대규모난민문제에봉착했다.

시리아의장기내전에다이슬람극단주의테러

의 확산으로 중동이 무차별 살인지옥으로 빠지

면서난민들이유럽으로대거몰려든것이다. 시

리아뿐 아니라‘이슬람국가’(IS)의 '살인'집단이

중동에 둥지를 틀며 영토를 넓히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몰려들었다. 중동인접의헝가리그리

스 터키 오스트리아로 밀려든 난민물결은 유럽

연합(EU)을난민천지로덮어버리는대위기로확

대되었다. 

유럽은난민수용가부문제로대논쟁이야기되

었다. 모두가메르켈의얼굴을쳐다보았다. EU

차원의 논쟁이 계속되자 메르켈이 전면적 난민

수용을 선포했다. 독일이 난민 100만명을 받는

다고폭탄선언을한것이다. 메르켈의용단은인

권우선의 유럽인도주의를 자극하여 유럽전체가

할당제로난민문제를모두풀었던것이다. 세계

의박수를받은메르켈은독일국민의비싼대가

를치르지않으면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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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치로유럽번영보장

2017년메르켈의4차선거에서동독지역을중

심으로 극우신나치정당‘독일의 위한 대안’

(AfD)당이의회에제3당으로진출한것이다. 난

민수용의 엄청난 반동이었다. 2차대전 후 국제

사회와서독정부의나치전범청산작업으로사라

진‘20세기의악마’가등장한것이다. 메르켈의

용단을높이평가해유럽각국이난민을할당수

용함으로써최악의인간비극을해결했으나독일

이대가를치른셈이다. 

4차총선에서기민-기사당연합은32.9% 득표

로 제1당이었으나, 20,5%의 좌파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했다. 국제사회는 메르켈의 선택을 주

시했다. 사민당 대연정이냐, 기민당 소수정권이

냐, 아니면재선거냐의기로에메르켈이섰기때

문이다. 결국 5개월의 협상 끝에 좌파와 대연정

을결정했다. 메르켈은그때의원출마를안할것

이며총리직도최후임을이때선언했다. 

마지막 4년이 메르켈에게 시련을 준 셈이다.

또영국이‘브렉시트(EU이탈)’를선언했고미국

트럼프대통령이‘아메리카퍼스트’를선포하면

서 미국-EU의 국제공조를 박살내버린 것이다.

제2차 대전에서 미영불소 공조로 히틀러-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영·불

국제공조는국제질서와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에도 실현되어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기관차가

되었다. 트럼프가 미국과 유럽연합 국제공조를

파기하고G7 정상회담을무산시켰다. 

G20 정상회담견습시킨‘엄마메르켈’

미-유럽의 국제공조는 자유민주체제의 번영을

위한공동경영의틀, G7과유엔등국제기구의핵

이었으나, 이를파탄낸것이다. 트럼프와영국존슨

총리의 국가이기주의가 민주-시장경제 세계화를

붕괴시키면서세계는무질서의혼란으로빠져들었

다. 다행히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6월영국G7

정상회담에서“미국이 돌아왔다”고 선포함으로써

세계는G7회담을복원, 국제공조체제가간신히복

원되었다. 여기에메르켈과마크롱프랑스대통령

의유럽쌍두마차의외교노력이주효했다.  

메르켈은9월총선에서기민당의대패로사민

당 주도의 녹색당-자유민주당의‘신호등 대연

정’으로교체되었다. 좌파주도이지만독일사민

당은 자유민주체제에 통합된 중도좌파로서, 숄

츠총리예정자는부유세신설과세금인상포기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9.6에서 12유로로 인상,

녹색당의 차량 속도제한 제한포기와 보수 자민

당의국가부채감소정책을선택했다. 특히녹색

당요구인 탈탄소시기를 2038년에서 2030년으

로 앞당겼다. 좌파대연정이 메르켈 정책기조를

대체로유지한사실에유럽이안도했다.

메르켈이숄츠총리예정자를G20정상회담에

대동한 것은 후임 좌파 총리의 국가경영신뢰의

표현이다. 메르켈은 국민통합정책을 정착한 후

떠난 것이다. 귀가 때 장바구니 메고 시장에서

장보는‘독일 엄마’의 국민통합은 유럽의 행복

을강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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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다. ‘박수칠때떠나라’는말이있지만앙

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취임 때보다 퇴임 때의

박수소리가더크다. 임기말권력누수현상을일

컫는 레임덕도 없다. 퇴임 무렵의 국민 지지율이

무려75%에이른다. 세계정치사의불가사의이다.

2005년독일의첫여성총리로취임한메르켈은

네 번 연거푸 연임에 성공했다. 16년의 재임 동안

에단한건의부패나측근스캔들도없었다. 그의

재임 기간에‘유럽 병자’로 조롱받던 독일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동독 출신, 과학자, 여성

이라는 삼중의 아웃사이더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마침내세계가인정하는정치거목이되었다.

메르켈리더십, 

비밀의코드를풀다

배연국

언론인, 前세계일보논설실장

소확행작가, 강연자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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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메르켈에게 앞다퉈 찬

사를보내고, 정치학자들은그의놀라운리더십

을분석하기에바쁘다. “당신과함께일련의위

기들을극복할수있어서자랑스러워요. 당신과

친구가될수있어서행복했습니다.”그의오랜

정치파트너였던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이

영상으로전한감사의인사이다.

메르켈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무티(mutti)

리더십’이라고할수있다. 무티는독일어로엄

마를 가리킨다. 그는 자식이 없지만 독일 국민

에게무티라는애칭으로불린다. 세심하게국정

을살피는메르켈의모습이엄마가아이를보살

피는것과같은심리적안정감을국민에게심어

주었기때문이다.

‘엄마리더십’으로포용과통합실천

동네슈퍼마켓에들러장을보는메르켈총리

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다. 장바구니

를 든 소탈한 행동이 화제에 올랐으나 정작 본

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바쁜

정치일정에서도거의매주주말에장을본다고

한다. 메르켈은양자화학자인남편의아침식탁

을손수차린다. 또주말별장에서키운채소로

친구들을대접하며농담을즐긴다. 이같이엄마

처럼수수하고다정한태도는독일국민의심금

을울렸다.

엄마 리더십은 정치 무대에서 포용과 통합으

로 나타났다. 메르켈은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가슴으로포용한다. 갈등이있으면마음을열고

들어준다. 의사결정이 더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설득과 타협에는 이만한 게 없다. 모

성적인 소통 방식은 갈등을 조율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유리하다. 그가재임중숱한위기

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런

포용정신이주효했음은물론이다.

엄마리더십은 2015년시리아난민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

들을향해이렇게소리쳤다. “독일은강합니다.

이런문제를다룰때‘우리는할수있다’고생

각해야 합니다.”난민 수용 결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지만그는끈질긴설득을통해3년간140

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나치 전범 국가였

던독일이도덕국가로탈바꿈하는순간이었다.

포용은 보자기의 덕목과 같다. 가위바위보에

서 보가 단단한 바위를 이기는 것은 무조건 감

싸기 때문이다. 포용하면 적이 없고, 부드러움

은강함을이긴다. 이것이트럼프, 푸틴과같은

‘스트롱맨’이즐비한국제정치무대에서메르켈

이 걸출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는 10년 연속 미국 경제전문지 포

브스가 선정한‘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

성1위’의자리를지켰다.

정직으로신뢰의정치구현

메르켈리더십의두번째키워드는정직이다.

메르켈은솔직하고담백하다. 화려하게겉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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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않고객관적인사실을중시한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메르켈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국민과소통한다”고평가했다. 그는코로나19 전

염병이엄습했을때에도신중하게행동했다. 자

화자찬하거나 허세를 일삼는 여느 지도자들과

달리국민에게실질적대처방안을차분하게전

달했다.

메르켈은 지난해 가을에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의회 단상에 섰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

하기위해엄청난예산을투입했습니다. 국가채

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지속할순없습니다. 2023년부터는국가

채무를갚아나가야합니다.”메르켈은코로나를

핑계삼아나랏돈을쏟아붓는포퓰리즘의길을

걷지않았다. 흥청망청돈을쓰면국가가빚더미

에오른다는명확한진실을외면할수없었기때

문이다.

정직은사회를떠받치는대

들보이다. 정직 없이 사회 구

성원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예전에 20대한국젊은

이들을대상으로한국사람에

대한신뢰도를조사했더니고

작32.9%, 조사대상국중가

장 낮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바닥이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년 꼴찌권에 머문다. 지도

층이나일반국민들이별죄의식없이거짓말을

하다보니불신사회로추락한것이다.

말이곧아야사람을믿을수있다

신뢰의‘신(信)’은‘인(人)’과‘언(言)’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 사람의 말이 곧아야 신뢰감이

생길수있다는뜻이다. 공자는“말이바르지못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믿지못하는풍토에선어떤일도성취되

기어렵기때문이다. 믿을수없는사람, 믿을수

없는사회, 믿을수없는나라는발전할수없다.

신뢰는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응집시키는 접

착제이다. 단단한콘크리트를만들려면모래, 자

갈을 하나로 접착하는 시멘트가 있어야 하듯이

신뢰가없으면사회구성원들은모래알처럼흩어

진다. 개인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구성

원들끼리뭉칠수없고갈등과대립만커질뿐이

퇴근때동네슈퍼마켓에들러장을보고있는메르켈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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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의번영은커녕존립마저위태로워진다.

일찍이 공자는 신뢰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았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이 나라를

세우는데필요한요소가무엇이냐고묻자공자

는‘식(食), 병(兵), 신(信)’셋을 들었다. 경제와

국방, 신뢰라는얘기다. “부득이셋중에하나를

버려야한다면무엇을버려야하느냐”는제자의

질문에“‘병’을 버려라”하고 말했다. “만일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하고 재차 묻자 공자는

“‘식’을 버려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신’이었다. ‘무신불립(無信不쒩)!’신뢰가 없으

면나라가존립할수없다는말이다.

“나에게신은윤리적으로산다는뜻”

메르켈 리더십의 핵심인 포용과 정직은 종국

에는 마음으로 통한다. 포용은 하심(下心)에서

나오고, 정직은양심(良心)에서잉태된다.

하심은자신을낮추는고귀한품성이다. 하심

을행하면포용과통합은자연히이루어진다. 바

다가지구상에서가장넓은면적을차지할수있

었던것은자신을낮추었기때문이다. 자기를고

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다는

넓어질수있었다. 하심은널뛰기원리와유사하

다. 널뛰기를 할 때 나의 위치를 낮추면 낮출수

록 상대는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높이 치솟

은상대가다음번에나를올려주는에너지로고

스란히되돌아온다.

남보다자기주장이나이익을앞세우는사람은

높아질 수 없다. 엄마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춘다. 이런

엄마의 리더십을 통해 메르켈은 누구보다 높아

질수있었다.

메르켈이 중시한 정직과 양심은 과학적 리더

십을통해열매를맺을수있었다. 거짓없이참

된마음은사실과자료에근거한과학정신과일

맥상통한다. 메르켈은 과학자 출신답게 문제를

가장작은, 가장잘관리할수있는부분들로쪼

개고, 하나씩따져묻고검토하는방식으로해법

을 찾으려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메르켈은과학을버리고정치를택했으나과

학의합리성과실용성은그의정치에살아숨쉬

고있었다. 메르켈의성공은정직의토대위에서

합리와 실용으로 정치적 자산을 꾸준히 쌓아올

린덕분이라고할수있다.

메르켈은말한다. “나에게신은윤리적으로산

다는뜻이에요. 제목표는윤리와과학을통합하

는일입니다.”

메르켈은 거짓과 음모가 판치는 정치 무대에

서정치의품격이무엇인지를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으로‘겸손과 품위’를 선택했다.

그의품성이새삼엿보이는대목이다.

2021년대선을앞두고온나라가수선스럽다.

포용과통합은보이지않고갈등과분열이춤을

춘다. 화려한구호와거짓이정치불신을부추긴

다. 메르켈의 교훈을 거꾸로 읽는‘4류 정치’에

서국민은무엇으로희망을삼겠는가.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57   MAC-4       



58

2021년 10월 4일행해진자민당총재선거에

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총재로

당선되고,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

스가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중의원선거를앞

두고내각지지율의저하에따른선거패배를우

려한자민당내반발이심화되자1년만에사퇴할

수밖에없었다. 내각지지율급락은코로나19 위

기에대한대응에서여론의동향을무시한정책

을 연이어 추진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사퇴의

직접적인계기는스가총리의지역구가있는요

코하마시 시장선거에서 스가 총리의 측근인 오

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가 스가 총리의 전면

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낙선함으로써 자민당

내에스가총리를리더로중의원선거에서승리

하기어렵다는불안감이확산되었기때문이라는

지적이주류를이루고있다.

기시다내각

출범과한일관계

쐥相薰

한국외대융합일본지역학부교수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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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내각의출범

자민당총재선거에는기시다외에고노다로

(河野太郞), 다카이치 하나에(高市早苗), 노다

세코(野田聖子) 등 전현직 각료 4명이 출마했

다. 제1차 투표에서 기시다가 1위를 했으나 과

반수를획득하지못해실시된결선투표에서국

회의원표에서압도한기시다가고노를누르고

승리했다. 기시다가국민적인기가있었던고노

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시다 정권 탄생을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나 아소 다로(麻生太

郞) 등 거물 정치가의 영향력과 파벌역학이 강

하게작용한결과라는부정적평가가주류를이

루고 있지만,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것은고노보다는기시다라고많은자민당의

원이판단했기때문이라는점은부인할수없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정권운영

과이를기반으로한장기집권의여부는선거에

서의 지속적인 승리에 달려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역대 최장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달성했기때문이라는점

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런의미에서 10월 31

일 중의원 선거의 결과는 이제 막 취임한 기시

다 총리에게도 스가를 대신하여 기시다를 선택

한자민당에게도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기시다정권이출범하긴했지만, 선거

에서의 승리 전망은 불투명했다. 출범 초기의

내각 지지율이 아소 내각, 후쿠다(福田) 내각에

이어역대내각중 3번째로낮았기때문이다. 1

년 만에 사퇴한 스가 내각 출범 초기보다 낮은

내각 지지율을 보인 것은 총리 교체를 통해 내

각 지지율의 상승을 기대했던 자민당에게는 충

격으로다가왔다. 눈앞으로다가온중의원선거

에서의석수가급감할것이라는것이대다수언

론의예상이었고, 자민당내에서도자민당단독

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전망이우세했으며, 연립내각을구성하고있

는 공명당과 합쳐 과반수를 획득하면 성공이라

는분위기였다. 

중의원선거결과와의미

그러나 10월 31일 행해진 중의원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거의 모든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기시다 총리는‘선전’이라는 성적표를 받

았다. ‘선전’이라는평가는획득한자민당의석

수가276의석에서 261의석으로감소했지만, 단

독으로 과반수인 233의석 이상을 획득하였고,

32의석을 획득한 공명당과 합쳐 여당이 293의

석을 획득, 절대안정다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패배’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절대안정다수 의

석을유지했다는말은기시다내각이앞으로추

진할정책을안정적으로성립시킬수있는기반

이마련되었다는의미이다. 따라서비록의석수

가 감소하고, 기시다 내각 탄생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여 자민당 간사장에 취임했던 아마리

아키라(甘쐡明) 등 자민당 중진 정치가가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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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지만, 사전 예상을 뒤집고 261의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의‘승리’라고

보아도무방할것같다. 

왜냐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09의석에서

96의석으로 13의석이 감소하는 참패를 했으며,

그책임을지고당대표에다노유키오(枝野幸男)

가사임했기때문이다. 아베정권과스가정권에

서연이어발생한‘정치와돈’을둘러싼스캔들,

공문서개찬(改竄), 아베노믹스하에서도증가하

지않은소득, 일관성을상실한코로나19 대책이

라는객관적상황을고려한다면야당이질수없

는선거였다. 사전여론조사도입헌민주당의약

진을예상했다. 그러나결과는입헌민주당의‘참

패’로끝났다. 자민당의승리요인으로는자민당

과공명당의선거협력정착, 자민당총재선거를

통한 새로운 자민당 연출, 전후 3번째로 낮은

55.93%라는 투표율이 조직을 동원한 선거전을

수행한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 등

을들수있겠지만, 공산당과의선거협력을통해

소선거구에서의승리를목표로한입헌민주당의

전략 실패가 자민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고해도무방할것같다.  

한일관계개선이곤란한이유

기시다내각출범이후한국에서는아베정권

과 스가 정권 하의 대한(對韓) 강경노선의 변화

를기대하는목소리가존재한다. 문재인대통령

도수차례대화의신호를보내기도하였다. 그러

나전후최악이라고하는최근의한일관계를바

라보면서 누구나가 느끼는 것이겠지만, 해결방

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역사인식의 차이에

서기인하는일본군위안부문제와강제징용노

동자문제는경제문제나안보문제로까지확산되

었으며, 아직도한일정부간외교관계는경직된

상태하에놓여있고, 그해결에대한전망도어

둡다.

그 배경에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라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반일’감정과‘혐

한’감정이강력한영향력을가지고있고, 약화되

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는점이다. ‘반일’감정과‘혐한’감정을극복하

고 양국 정부가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방향으

로나아가기위해서는국민을설득해야하지만,

현재양국에는이러한정치리더십이보이지않

는다. 오히려‘반일’감정과‘혐한’감정을선동하

는정치리더십이존재할뿐이다. 

그리고양국정부에상대국에대한인적네트

워크가미약하며, 청와대나일본내각에상대국

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갈등관계를

해결하는계기자체를창출하기어렵게하고있

다고생각한다. 나아가이번중의원선거에서입

헌민주당이참패했다는것도한일관계에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탈냉전 후

역사문제 등에서 한국과 인식을 공유하거나 아

시아 중시의 외교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이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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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이고,

이번선거결과는이러한세력의약화를의미하

기때문이다.

또한이제막출범한기시다총리와이제임기

가얼마남지않은문재인대통령사이에한일관

계개선을위한해결책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

이다. 물론기시다총리가자민당내에서는리버

럴한 정치가이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

시해왔으며, 한국과역사적으로관계가있는파

벌고치카이(宏池會)를이끌고있기때문에개인

적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있다는기대가없는것은아니다. 다만, 기

시다총리의소신표명연설에나타난기시다내

각의외교정책에서한일관계는우선순위가높은

것같지는않다. 더욱이잘알지못하는두정상

간의개인적관계를고려한다면한일관계가문재

인정부하에서는정치적해결을기대하기어렵

다고볼수밖에없지않을까생각한다.

새로운어프로치모색

그럼에도불구하고한일관계는개선되어야하

고,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관계로나아가야한

다. 기시다내각이이제막출범했고, 문재인정

부의임기가반년정도남은상황이기에극적인

관계개선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을 상호 확인했기에 이제

는새로운어프로치를모색해야하지않을까생

각한다.  

첫째, 현시점에서양국정부가추구해야할것

은전후최악이라는 현재의 한일관계를더 악화

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

작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기시다

총리나문재인대통령의관계개선을위한적극적

움직임을말하는것이아니라 다음정부에서한

일관계의개선이가능하도록하는분위기조성을

위해진지한대화를시도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양국정부가 한일관계라는 2국 관계에

초점을맞추면운신의폭이좁아질수밖에없으

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조할수있는분야나공간을찾는작업을선행

시킬필요가있다. 국제질서속에서한국이지향

하는방향내지는큰틀을설정하고, 그큰틀속

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상할 필

요가있다는말이다. 

셋째, 역사인식의차이에서발생한다양한현

안을해결하는것이곤란한상황이기에우선양

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격차의 문

제, 코로나19 대책,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선행시키는 것도 상호신

뢰를회복하는하나의방법이라생각한다.

한일양국정부가현재의단절된관계를방치

해두어도좋다고생각하지않는다면, 갈등이심

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국제적인 시점에

서 서서 장기적인 상호이익과 새로운 한일관계

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프로치를 모색해

야하는시기가아닐까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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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로대학신입생충원에비상이걸

렸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

655명에 이르렀다. 전체 미달 인원의 75%인 3만

565명이지방에서발생했고, 60%인 2만 4,223명

은전문대학이차지했다.1)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정부가 고등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립대학 비율

이가장높다. 사립대학은등록금에의존해서학교

를운영해왔고, 학생수는곧대학재정수입과직

결됐다. 이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충원 미달은 대

학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미 미충원이 발

생한대학들은심각한재정난에직면해있다.

대학재정수입가운데, 큰 몫을차지하는것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다.

대학재정난과

기부금실태

쐹銀熙

대학교육연구소연구원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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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대학 구성원이나 학부모, 시민, 외부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내놓은돈이다.

재정난이닥치면서한푼이라도아쉬운대학입

장에서 기부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특히

학생수감소로재정위기에처한사립대학입장

에서는더그렇다. 따라서이글에서는사립대학

중심으로기부금실태를알아보고, 부분적으로국

립대도함께살펴보면서기부금확충과대학재정

난극복을위한개선방안을밝히고자한다.  

대학재정수입현황

2021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2020년 145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18조 13억원이다. 지역별로구분하면, 33개서

울지역사립대학의수입총액은 7조 9,298억원

이고, 27개 경인지역은 2조 5,083억 원, 85개

지방사립대학은7조5,632억원이다. 지방대학

수가서울지역의 2배 이상인데수입총액은지

방대학이오히려적다.

연도별 수입총액 변동 현황을 보면, 2015년

수입총액은 18조 6,50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조 5,404억원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이후

수입총액은해마다감소해2020년에는18조 13

억원으로무려6,488억원감소했다.

2015년 대비 2020년 지역별 감소현황을 보

면, 서울지역은922억원, 경인지역은524억원

감소하는 것에 그쳤으나, 지방 사립대학은

5,041억원감소했다. 모든사립대학재정상황

이어려워지고있는데, 특히지방대학은심각한

위기에처해있다고볼수있다.

기부금현황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금 수입이

라도좋으면대학운영에큰보탬이될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기부금 특징은 액

1) 대상 : 전국 사립일반대및산업대학※자료 : 국회의원윤영덕, '지방사립대학재정진단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21, 17쪽.

<표1> 사립대학수입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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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작고,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도매우

작다. 2020년 전체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은

3,418억 원으로 수입총액 대비 비율이 1.9%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에는 기부금 수입이

4,364억 원으로 전체 수입총액의 2.7%에 이르

렀으나 2015년 3,697억 원(2.0%), 2019년

3,664억원(2.0%)으로액수와비율모두감소했

다. 기부금수입감소가전체수입총액감소에도

영향을미친셈이다.

문제는 전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기부금마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격차

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기부금의 71.4%를 수도권 대학

(2,439억 원 )이 차지하고 지방대는

28.6%(979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기부금은 59.7%(2,041억 원)에 이른

다. 분석 대상 대학이 수도권이 60곳(서울 33

곳)이고, 지방이 85곳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

1) 대상 : 전국 사립일반대및산업대학, 2) 비율 : 기부금수입 / 수입총액

※자료 : 국회의원윤영덕, ‘지방사립대학재정진단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21, 17쪽

<표2> 사립대학기부금수입

1) 비율 : 해당 구간대학수 / 145교 ※자료 : 국회의원윤영덕, ‘지방사립대학재정진단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21, 19쪽 재편집

<표3> 2020년 사립대학별기부금수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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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있다.

대학별기부금수입분포를보면대학간극심

한격차를확인할수있다. 2020년기부금을50

억 원 이상 받은 대학은 모두 12곳(8.2%)인데,

이 가운데 11곳이 수도권 대학이고, 9곳이 서울

지역대학이다. 기부금을100억원이상받은대

학은6곳이고, 서울지역대학이5곳이다. 지방은

50억원이상기부금을받은대학이단1곳에불

과하다.

반면, 기부금이 5억 원 미만인 대학은 48곳

(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5억 원

~10억원미만도38곳(26.2%)이다. 전체대학의

59.3%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대학 3곳 중 1곳

은연간기부금수입이5억원미만이고, 60%에

가까운 대학이 기부금 10억 원을 넘지 못한다.

10억원미만구간의대학분포는수도권대학이

28곳이고, 지방대학이58곳이다. 

2020년 기부금 수입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사립대학은상위 10개대학이사립대전체기부

금3,418억원가운데1,729억원을받아50.6%

를차지했다. 특징적인것은모두가부속병원을

소유한대학들이다. 이가운데지방소재대학은

을지대가유일하다.

국립대학상위 10개대학은국립대전체기부

금 1,597억 원 가운데 1,393억 원을 받아 무려

1) 비율 : 대학별기부금수입 / 전체기부금수입

※자료 : 국회의원윤영덕, '지방사립대학재정진단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21, 18쪽 재편집및대학알리미

<표4> 2020년 기부금수입상위 10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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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를 차지했고,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의

41.2%(658억원)를차지했다.

사립대와국립대기부금상위 10개대학을비

교하면, 사립대는 6개 대학이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받은반면, 국립대는2곳밖에없다. 또

한 사립대 10위인중앙대가 71억 원인반면, 국

립대는 5곳이 70억원미만이다. 지방거점국립

대기부금이수도권주요대학들기부금과비교

해매우적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기부문화가정착되지않아대학기

부금 수입이 대학 재정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한다. 뿐만아니라학벌주의와수도권집중이라

는 고질적 문제로 인해 기부금이 극소수 대학에

집중되는극심한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다.

대학 기부금을 확대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대학의노력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기

부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고, 학벌주의, 수도권

집중문제를범국가적으로해결해나가야한다.

그러나이와별개로정부가우선대학기부금

문화활성화를위해대학당국의목소리에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기업의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을 100% 인정

하던조세특례제한법상의한시적특례규정이폐

지되고, 2011년 1월부터 기업 및 영리법인(학교

법인 전액출자)의 법정기부금의 손금 인정이

50%로 대폭 축소되어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이감소하고있다.”며기업의법정기부금

공제한도 상향조정과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

대를 요구2)하고 있다. 정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학당국역시중장기적인기부금확보전략

을수립하고체계적인모금시스템구축과더불

어기부자에대한예우프로그램마련, 홍보등을

통해기부금확충을위한노력을다해야한다.

대학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한다 해도 현실적

으로대학, 특히등록금에의존하는사립대학재

정난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해지면서대학재정에서가장큰수입을차지

하는 등록금수입 감소가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대학기부금활성

화를위한지원을넘어대학재정위기를극복하

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고등

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등과같은담대한대책

을마련해야한다. 

1) 대학알리미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세제규제의현황과개선방안, 201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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쐍三男(16대 의원) 前 성우회장은 최근 자서전『유삼남』을 발간

했다. 필자는 책 서두에서“‘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말한다. 나는

해군생활 39년 중 12년을 바다에서 지냈다. 눈보라치는 겨울바다

한치가안보이는안개속에서 NLL을응시하며조국의바다를지

켜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숱한 난

관과보람을함께했다. 강한 파도가강한어부를만들듯이청소년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한 불굴의 정신은 나의 인생항해에 큰 원동

력이 되었다. 전진하는 배는 멈추지 않는다. 배는 동력을 잃으면

항해를할수없다. 내 인생항해의동력은열정이었다”고밝힌다. 

필자는 어린 시절 부친의 배움과 열정의 가르침을 교훈삼아 해

군사관학교(18기) 졸업, 미 해군 대잠전 과정 유학, 미 해군 해양

수료 과정, 영국 해군대학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 과정, 해

양대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는등일련의혹독한교육과정등을담았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가정사부터 해군사관학교 입학 과정, 6.25전쟁 회고,  해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이야

기, 해군참모총장과 16대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재임시업무등에대해비교적소상히다루었다.   

필자는“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대양해군건설 준비라는 표어를 제정하여 해군을 지휘하고 싶었다.

대양해군의선결요건은해군예산과인력의확충이었다. 그러다보니국방부로부터더많은해군예산과인력

을확보하는것이총장의제일중요한임무였다.… 당시 해군예산은국방예산대비 17%로 나의생각으로는

25%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미래한반도의군사분쟁은육지가아니라바다에서일어날수있

기때문이다. 국가이익을보호하기위한해군예산이더욱증가되어야한다.”고회고했다. 

40여년의해군생활을마감하면서몇가지제언도덧붙였다. 첫째, 정책과행정그리고전략전술을공정하

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둘째, 정신전력과 전비태세가 골고루 배분 공유하고, 셋째, 각 군

의특성과문화의전문성과리더십의차이를인식공유하고, 넷째, 국방부와합참의편제나조직기구는각군

이정상적인군정과군령을집행토록제자리로돌려놓아야한다고했다. 

16대 국회의정활동은김대중전대통령이창당한새천년민주당에영남, 해군출신으로참여해국방위여당

간사, 국회예결특위위원, 해양포럼창설대표의원으로활동했다. 초선의원이지만, 軍의인사청문회제도도입

으로인사투명성을촉구하고, 군의정보화사업예산2천억에대한낭비를지적했다고회고했다.

쐍三男前성우회장의자서전『유삼남』

회원신간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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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발표된노벨평화상은절묘하다. 오랜만에노벨평화상의가치를제대로살린수상자선정으

로아! 하는감탄이절로나오게했다. 근래노벨평화상에대해서는그가치가크게하락했다는평가

가많았다. 2019년에노벨평화상을수상한아비아머드에티오피아총리가대표적이다. 그는 2018

년 집권 후 정치범 석방 등 민주적 개혁도 하고 에리트레아와 국경분쟁을 해결해서 수상했지만,

2020년 이후 자국 에티오피아 북부 지

역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집단학살과

성폭력을 방치하고 장기집권을 추진하

는 등 평화와는 거리가 먼 독재적 행보

를보였던것이다.

올해노벨평화상은필리핀언론인마

리아 레사(58·여)와 러시아 언론인 드

미트리 무라토프(60)가 공동 수상했다.

언론인이수상한

노벨평화상

시사초점

김대호

인하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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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독일이 1

차세계대전뒤비밀리에재무장하고있다는사

실을 알린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에츠키

(1889∼1938)가 1935년에수상한지86년만이

다. 오시에츠키는1929년독일공군이러시아에

서 실시한 비밀 군사훈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

는 독일의 재무장을 금지한‘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는 반역 및 간첩죄 혐의로

체포되어18개월형을선고받았다. 히틀러집권

이후에는 나치의 군국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비

판하는보도를펴나가다가또다시 1933년 2월

체포돼슈판다우강제수용소에수감됐다. 1935

년강제수용소수감중에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로맹 롤랑 등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던 노벨 평화상 청원운동

의 결과였다. 이 운동의 슬로건은‘강제수용소

로평화상을!’이었다. 나치정권은그의노벨평

화상수상을막기위해갖은노력을기울였으나

허사로 돌아갔고, 그의 수상이 확정된 후에는

독일인의노벨상수상자체를금지할정도였다.

나치 정권의 재무장과 반유대주의를 고발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언론인에게

수여한 노벨 평화상은 역사적으로 무거운 의미

를보여주었다.

필리핀의레사와러시아의무라토프

마리아레사는온라인탐사보도미디어인‘래

플러(Rappler)’의 공동 설립자로서, 필리핀의

두테르테정권이 '마약소탕'이라는명목으로인

권을 유린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비판론자

를탄압하고여론을호도하는방식등을신랄하

게보도했다. 그래서정치적으로탄압받아체포

되기도했다.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러시아의 사실상 유일

한 독립언론인‘노바야 가제타(Novaja

Gazeta)’공동설립자로푸틴러시아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부패 의혹, 불법 행위, 선거 부정,

친정부댓글부대등을지속적으로보도했다. 그

런데이들언론인의활동은거저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노바야 가제타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이 언론사의 6명의언론인이 총살등으로 사망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는

데흔들림이없었다.

이번 노벨 평화상이 언론인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시의적절했다. 지금 민주주의의위기와함

께언론의위기가심각한상황이다.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가짜뉴스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되고있다. 소셜미디어의확산으로의도

적으로허위정보를퍼뜨리면서여론을왜곡하는

한편, 언론의신뢰도를점점떨어뜨리고있다. 

이런 맥락에서‘진실’은 실종되고 사회의 신

뢰가 약화되는 취약한 시대적 상황이 되고 있

다. 영국의 옥스퍼드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

어로‘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다. ‘탈진

실’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개인의믿음에호소하는것이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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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있는현상을말한다. 진실여부를판단하는

데감성과느낌에의존하는것은이성의쇠퇴를

의미한다. 인지편향이 진실의 추구를 가로막고

진실이 상대적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지경

에이르렀다. 탈진실의시대는가짜뉴스와직결

된다.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었

다. 그런데가짜뉴스는단순한거짓정보가아니

라의도적으로꾸며낸정보다. 의도적인목적을

가지고꾸며낸뉴스가미디어세계를휘젓고돌

아다니는상황이된것이다. 가짜뉴스는인류역

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소셜미디

어의 확산으로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

었다. 가짜뉴스는언론의신뢰를깎아내리고뉴

스를가장한허구적인텍스트를만들어내서사

회에혼란을확산하는것이다. 

미디어 환경은 크게 변했다. 뉴스나 정보 제

공, 토론등전통적인언론이담당했던기본적인

역할이 유튜브와 같은 대안 미디어로 넘어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등 새로운 뉴스,

정보 유통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시사IN’

의언론신뢰도조사에서응답자들은가장신뢰

하는언론매체로‘유튜브’를꼽았다. 포털사이

트‘네이버’가2위였다. 이런상황이되자전, 현

직언론인들이대거유튜브를통해의견을표명

하고, 전통언론사들도유튜브를보완미디어로

활용할정도가되었다. 누구나쉽게정보와뉴스

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디지털 미디어가 가짜뉴

스현상을부채질하고언론에대한불신을가중

시키는것이다.

부끄러운국내언론중재법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부들이

언론의자유를위축시키려는움직임이강화되고

있어서더욱우려되고있다. 헝가리의빅토로오

르반 총리는 검열, 언론인에 대한 임의적 구속,

언론인에대한폭력과살해등을저지르는것으

로 유명하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오르반 총리가

독립적 언론의 언론출판 권리를 박탈하고 공공

언론은프로파간다와친정부기사만공표하도록

만들었다고비판하였다. 터키도 2016년이후에

르도안정부가100개이상의언론사를폐쇄하는

등언론의자유를크게위축시켰다. 중국은영국

의BBC가중국의인권을보도한내용을가짜뉴

스라고비방하고는, BBC 월드뉴스채널허가를

아예취소시켜버렸다. 

한국에서도정부여당이언론중재법을개정하

여‘언론등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보복

적이거나반복적’인경우등에대한고의·중과

실 추정을 규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했다. 전문가들은기존법체계에서도명예훼

손피해구제방안이상당히많다고지적한다. 명

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

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원회를통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70   MAC-4       



2021. 12 71

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

해구제에대해많은제도들을운용하고있는것

이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

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서도“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

상과잉금지원칙에위반될소지가있고”, 언론

보도에대한명예훼손죄처벌수준이“이미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밝혔다. 그런데도언론중재법을강행하

려하자국제사회에서도크게우려를표명하고

나섰다. ‘UN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

게제한할수있다고명확하게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국제기자연맹(IFJ), 세계신문협회

(WAN) 등도나서서깊은우려를표명했다.

이번노벨평화상은바로이러한언론탄압이

나언론중재법과같은시도에경종을울리는중

요한시금석이다. 노벨위원회는언론인수상자

들이“필리핀과러시아에서표현의자유를위한

용감한싸움을벌였다”고밝힘으로써언론의자

유를지키는것이인류보편의가치임을분명히

하였다. 특히노벨위원회는무라토프가“저널리

즘의전문적이고윤리적인기준을준수하는한,

그들이원하는무엇이든쓸수있는언론인의권

리를일관되게옹호해왔다”라고평가했다.

표현자유는세계의공통규범

뿐만아니라언론사와언론인에게도스스로를

돌아보게하는계기가되고있다. 언론의위기는

언론내부에서도온다. 언론인이특정권력과밀

착하거나특정한이해관계의대변자가됨으로써

권언유착의불명예를자초하기도한다. 예컨대

경기도성남대장동사태에서보듯이현직언론

인이부동산개발관련자산관리회사의대표를

동시에맡아사회적물의를일으킨것은스스로

언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언론인의 윤리를 심

각하게위반한것이었다. 

언론인에대한신뢰는매우낮다. 한국언론의

신뢰도는최하위다. 영국옥스퍼드대부설로이

터저널리즘연구소가매년발표하는주요국가들

의뉴스신뢰도순위에서한국은2016년26개국

중 23위, 2017년 36개국중 36위, 2018년 37개

국 중 37위, 2019년 38개국 중 38위, 2020년

40개국 중 40위다. 그야말로 신뢰도 꼴찌라는

오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노벨 평화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언론인에게주어진것은정부와언론모두언론

의역할을다시출발선에서부터정립할것을요

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의전제조건인표현의자유를지키는것이

세계의 공통된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라토프의 수상소감은 가슴을 울린다.

“언론의자유가없으면국가는가난에서벗어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부패와 독재 권력을 막

는수단인데부패와독재권력이바로가난의근

본적인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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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오징어게임’이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인넷플릭스를통해9월17일업

로드이후1억5천만명이상이시청하며넷플

릭스시청률 1위를기록하고있다. 영화‘기

생충’, 팝그룹 BTS에 이은 쾌거로 K-콘텐

츠의경쟁력을입증하면서한류의세계적보

편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축하하고 기뻐

할일이다. 자랑스러운일이다.

그러나 미디어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마냥즐거워할일만은아닌것같다. 왜냐하

면 국내 드라마 제작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

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은 지금까지 지상

파3사와tvN 중심으로기획-제작-방송-유

통의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드라마 제작에 재투

자하며 관련된 크고 작은 회사들의 협력 체

제를 통해 국내 제작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를유지해왔다. 그런데이선순환구조가글

로벌거대플랫폼인넷플릭스를중심으로수

72

시사초점

辛京썺

SBS 미디어홀딩스대표

K-콘텐츠

성공의빛과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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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계열화되면서 와해되고 있다. 그게 뭐가 문

제냐고? 첫째는국민들이재미있는좋은드라마

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OTT 기업이수익을독차지하는구조로

바뀌고있기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

민들은무료보편적 서비스인지상파 3사 드라

마를 통해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소통해왔다.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만큼 좋은 드라마가 많

이 방송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재미있는 좋은 드라마를 보기위해서

는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가입해야 한다. 상대

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좋은 드라

마를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상파는 넷플릭

스가 올려놓은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좋은

드라마를만들기어렵게된것이다.

넷플릭스의제작생태계장악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제작요소가

관건이다. 좋은 작가, 좋은 연기자, 그리고 역량

있는연출자가조합을이루었을때성공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런3가지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

많은돈이들어간다. 그래서이세가지제작요소

비용이전체제작비의60% 정도를차지한다. 

방송사의주말기획드라마 60분한편제작비

는 보통 1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서 제작비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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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 넷플릭스는 편당 제작비 15억-20억

원을투입하며좋은작품을끌어모으기시작했

다. 오징어게임은 9편에 250억원정도의제작

비가투입됐다고하니편당 26억원정도다. 국

내방송사에서는상상할수없는제작비다. 이렇

게많은제작비를투입하다보니국내유수제작

기획사들이가장먼저넷플릭스를찾아간다. 이

렇게해서넷플릭스는국내진출3∼4년만에국

내드라마제작생태계의 60~70%를장악한것

으로보인다. 

사정이이렇다보니국내방송사들은황새걸음

쫓아가는 뱁새 신세가 되고 말았다. 좋은 작가,

좋은연기자, 역량있는연출자를확보하기가하

늘의 별따기다. 무엇보다 치솟은 제작비를 감당

하기가 어려워졌다. 좋은 드라마를 수급하지 못

하니시청자들이외면하고드라마를만들면만들

수록손해보는적자의늪에빠져들었다. 방송사

의최대수익원이었던드라마가이제는돈먹는

하마가 된 격이다. 급기야 SBS MBC가 비용을

절감하기위해드라마편성을대폭축소했다. 

넷플릭스등글로벌OTT 기업들이국내제작

사들에게제작비를많이투입하는게뭐가문제

냐고? 문제는국내제작사들의권리주장을봉쇄

하면서 글로벌 OTT 플랫폼에 예속화시킨다는

것이다. 국내 제작사들은 넷플릭스로부터 제작

비와 최소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모든 IP(지적

재산권)와 유통 판매 권리를 포기한다. 기획 제

작사들이 방송사를 통해 방송할 때는 제작비는

빠듯하지만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을일정

비율로나눠가지는계약을맺는다. 제작사들이

IP 권리를가지고추가수익을올릴수있는구

조가유지되는것이다.

국내미디어제작자의한계

그런데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제작사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눈

앞의보장된이익을확보하는쪽으로기울게되

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거대 자본의 힘이 국

내제작생태계를장악지배하면서유료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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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둬들이

는구조를만들었다. 한마디로재주는곰이부리

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구조다. 결국 국내 제작

사는 세계적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푼돈

(전체수익에비해)을버는반면, 그드라마를방

송 유통시키는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는 떼돈

을버는구조가됐다.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후 국회 국감장에

서국내방송사들은왜이런작품을못만드냐는

질책성질의가있었다. 유감스럽게도현행방송

규제아래서는이런작품이나올수가없다. 

첫번째이유는대규모투자자본을조달할수

가 없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어쩔 수 없다 치

더라도 민영방송인 SBS마저 방송법상 소유 규

제로인해인수합병등외형적자산을늘릴수

가없다. 외국인투자도금지돼있다. 자산규모

10조이상인회사는민영방송을경영할수도없

다. 이런규제환경에서는과감한투자와도전을

꿈꿀수도없고우물안의개구리신세를벗어날

수가 없다. 넷플릭스가 올 한해만 국내 콘텐츠

제작에 5,500억원을 투자했다. 지상파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는 SBS마저 방송사

전체제작비가연간 3,000억원남짓이다. 제작

비투자규모에서비교가되지않는다. 그러다보

니좋은작가, 좋은연기자, 좋은연출자를잡아

둘수가없다.  

두번째이유는심의규제다. 폭력성과선정성

이유를 들어 사회 규범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장면은 모두 심의 규제에 걸린다. 이런 규제 때

문에 극적 연출이 제한적이고 흥미가 반감되고

메시지전달이약해질수밖에없다. 간접광고도

심의가 엄격하다. 제작사들은 간접광고를 통해

부족한제작비를충당하는데지상파에서는이것

마저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이나‘마이 네임’같은 드라마는

100% 국내방송불가다.  

넷플릭스가 안정적인 둥지를 튼데 이어 11월

중에는 또 다른 글로벌 OTT 기업인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가국내에진출한다. 모두거대자

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또 한

번국내미디어업계가요동칠전망이다. 방송사

는 물론이고 3개 통신사 그리고 기획 제작사들

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미디어업의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기존체제와질서의와해를가속화시킬것

으로예상된다. 새로운질서를만들어갈준비와

규모가 되어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는가마

는국내준비가아직도태동단계에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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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사업자들은불안감에우왕좌왕하며각자도

생을모색하고있다. 

미디어환경에대한새로운제도

현정부는출범이후지금까지이렇다할미디

어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역할과 기능마저

분산돼있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대응도 다르다. 콘텐츠를 주관하는 문화

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왜곡

와해되고있는현상을애써외면하며 K-콘텐츠

가글로벌OTT 플랫폼을통해세계로진출할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환호하고 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공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방송계를 옥죄고 있다. 변화

하는시대속에서 무엇이공익이고무엇이 국익

인지에 대한개념과기준에 대한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부족하다. 통신과 유료방송 업무를 관할

하는과학기술정통부는문화부와방통위사이에

서어정쩡한태도를보이고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지상파의MMS(다채널방송)가가능해

졌지만말도제대로꺼내지못하고있다. 국민들

이다양한콘텐츠를무료로시청할수있는기회

를외면하고있는것이다. 글로벌OTT 기업을육

성하겠다고선언했지만조정능력부족으로고만

고만한잔챙이싸움만더방치하고있는것같다. 

‘오징어 게임’은 냉혹한 사회 현실을 적나라

하게 노출시키면서 어떤 이에게는 분노를 어떤

이에게는좌절을또어떤이에게는두려움과공

포를안겨주기도하겠지만‘사회가이래서야되

겠는가’라는공감때문에성공했다고본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다. 이로 인해 한글과 K-문화를 알고자하는 세

계적열풍이일고있다. 구슬치기나딱지치기게

임과달고나사탕과같은드라마에등장하는아

이디어와 소품들이 세계적인 유행 상품으로 떠

오르고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경제, 군

사적인힘과같은하드파워가아닌소프트파워

의위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앞으로도한국의소프트파워역량은지속적으

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성장과 공존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한다. 그래야미디어업계도살고국민들

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왜곡

된제작구조가심화될수록국내미디어생태계

의와해속도는더빨라질것이고피해는고스란

히국민에게로돌아갈것이다. 

기술과 자본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

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은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정서적 정신적 영

향력이크기때문에그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해야한다. K-콘텐츠가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

내미디어환경에대한규제개선과새로운제도

설계가 절실해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

성과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수치에오차가있

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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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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싕承晁

충청남도지사

17·18·19·20대의원

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어렵지만반드시

가야하는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감소한 것

이다. 이로써‘데드크로스’라불리는사상첫인

구자연감소시대가시작되었다. 어느나라도겪

어보지못한아주특별하고심각한상황이다. 우

리나라는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진입한이래, OECD국가중에서출산율

이19년째꼴찌를기록하고있다. 영국의옥스퍼

드대인구문제연구소데이비드콜먼은세계에서

가장먼저소멸할민족으로대한민국을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예측은 더욱암울하다. 2100

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반인

2,468만명에이르고, 2500년이되면대한민국

인구가현재충청남도아산시규모인33만명에

이를것이라고예측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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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 지난해충남청양군에서태어난출생

아 수는 97명에 불과하다. 부여군은 174명, 서

천군은 182명이다. 충남 전체로 보면 12,123명

이태어났는데, 사망자수가 16,102명으로한해

4천 명의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이미 저출산의

재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대학교

정원은 49만 7천 명이다. 그런데 입학 가능 인

구는 47만 9천 명에 불과하다. 정원 대비

17,800명정도부족한형편이다. 지방대학미달

사태가속출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제 3년

이 지나면 대학 정원대비 12만 명이 부족해질

것이다. 어린이집과유치원도마찬가지이다. 작

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19개소, 폐원된

소아청소년과병·의원은 154개소에이르고있

다. 병역가능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35만명의병역가능인구가불과4년후

인2022년에는25만명으로무려 10만명이줄

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대로가다가는국가의미래는없다. 역사적

으로도인구감소는국가의멸망을불러왔다. 일

본의역사학자시오노나나미는로마멸망의가

장 큰 원인이 인구감소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처럼 저출산은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국가적 위기이다. 저출산 극복에 국가의 존

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시민사회가비상한각오로힘

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

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각계가 힘을 모

아국난극복의정신으로보다실효성있는정책

을펼쳐야한다. 

저출산의원인, 청년일자리

나는무엇보다저출산의원인으로일자리, 주

택, 양육비와사교육비, 그리고독박육아문화를

꼽고 있다.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실업률이 4%인데, 청년실업률은 9%로

2배가 넘는다. 대한민국 110만 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32%를차지하고있다. 그나마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불안

과열악한근무환경에힘들어하고있다.

주거문제는또어떠한가. 서울아파트평균매

매가가12억원을넘어섰다. 2019년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은 5.4배에이르고,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

수는 6.9년이 걸린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의절반이신혼집마련을위해대출을받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계획하는것은쉬운일이아닐것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의부담도 저출산의큰원

인이다. 2018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에따

르면, 자녀수1명의가구는월73만원, 자녀수

2명의 가구는 월 137만 원의 양육비가 소요되

며, 자녀1인당고등학교졸업까지양육비가1억

6천만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 사교육비또한만만치않은부담을준다.

2020년 기준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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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고등학생의경우는 38.8만원에달한다

고 한다. 여성의 육아부담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고용노동부분석에따르면한국남성가

사 분담율이 16.5%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이른다. 이는OECD 평균 33.6%의절반에도미

치지못하는수치이다. 우리나라남성의가사노

동시간은하루평균 45분으로 1일 1시간도미치

지않는국가는대한민국이유일하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닥친 위기를 종합적으

로 보여주는 신호이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도‘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도 저출산의 극복

없이는불가능하다. 저출산이야말로국정의제1

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민과관, 시민사회와학계가합심하여지

금 대한민국의 국난이 바로 저출산이라는 공감

대를바탕으로힘을모으고제대로된전략으로

실효성있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혹자는말한다. 저출산극복을위해지난10년

간 국가가 14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달라

진 게 없다고. 그러나 저출산 예산과 정책을 들

여다보면아직엉터리가많다. 더욱깊은고민이

필요하고더욱실효성있는대안이필요하다. 나

는 무엇보다 이를 풀기 위해서 제도적·경제

적·사회문화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극복위한접근방법

첫째, 제도적 접근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강력한정책을추진할컨트롤타워

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이없다. 또, 보건복지부가총괄하기에도무리가

있다.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한전반적인이해와저출산에대한깊은고민

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 강

력한조직과협업체계를갖추고이를국정의제

1과제로추진해야한다.

둘째, 경제적 접근이다. 무엇보다 저비용사회

로가야한다. 일자리, 주거, 양육, 교육등아이

를낳고키울수있는비용부담을완화하고, 먹

고살기힘든고비용사회를저비용상생사회의

시스템으로구축해야만한다. 정규직전환및임

금격차해소등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해청년

고용문제를해결하고, 사회주택과공공주택확

대를통해주거문제를해결하면서사회각분야

의양극화를해소하고, 이를통해출산과양육에

드는비용부담을완화해야한다. 더불어현금보

조확대로재정효율성을높여가야한다. 우리나

라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기준 14.3%로OECD 32개국중 31위에

머물고있다.

이와함께, 국공립보육기관이용률을더욱제

고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보육기관

국공립기관이용률은21.9%로OECD 국가평균

인66.4%의3분의1 수준에불과하며32개국중

29위를기록하고있다. 경제적부담이출산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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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원인인 만큼, 현금보조 확대와 국공립

이용률을획기적으로제고하여양육비를절감시

켜야할필요가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접근이다. 일·가정의양립

문화를정착시키고, 양성평등문화확산을통해여

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환경을 만들

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아직

양성평등의개념이부족하다. 일터와삶터, 두곳

모두에서성평등이동반되지않으면, 여성의출산

기피현상은개선되지않을것이다. 양성평등문화

를보다확산해야한다. 또한출산에대한인식을

개선하는노력도필요하다. 우리나라는결혼해야

만출산할수있다는관념이강하게자리잡고있

다. 결혼하지않고출산하는비율이OECD국가가

40%에 달하는반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

다. 프랑스는다양한형태의가족을인정하여법

률혼이아닌사실혼커플에게도다양한보육혜택

을제공하고있다. 결혼여부와상관없이양육지

원을강화하고, 이민과귀화등을통한외생적접

근또한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모범사례를찾아내야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길

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성공 사례를

대한민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충남은

2018년 11월, 전국최초로행복키움수당을지급

하였고, 2019년 3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

교육등 3대무상교육을최초로시행했으며, 어

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임산부 119 전문 구급

대 창설, 24시간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임산부

우대금리예적금상품실시, 공공기관아이키움

시간확대, 임산부전용민원창구개설, 출산및

다자녀인사가점제도등다양한출산정책을펼

치며대한민국저출산극복을선도하고있다. 

특히충남에는‘충남형더행복한주택’이있

다. 두자녀출산시임대료가무상인충남형더

행복한주택은더좋은지역에, 더넓게지어서,

두 자녀 출산 시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있는공공주택이다. 충남형더행복한주택은

근본적문제인주거문제해결을통한저출산극

복은물론, 저비용사회로나아가고자하는충남

의선도사업이자, 핵심사업이라할수있다. 나

는‘충남형더행복한주택’이저출산의실타래

를풀대안이될것이라확신하며전국적으로확

산하길바란다. 

충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어야 한

다. 충남의모범사례를범국민캠페인으로확대

하고, 가용할수있는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

저출산극복을국가의핵심아젠다로삼고모두

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 세계최저출산율국가

가대한민국의미래가되어서는안된다. 선조들

이물려주신자랑스러운국가, 대한민국의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난극복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야한다. 우리는할수있다. 저와충남도

정이최선을다해힘차게걸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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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올라갈수있을까? 합계출산율로1.3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2002년 처음 초저

출산에접어든이후로우리나라는20년가까이되

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2006년부터는출산율하락세가다시시작

되었다. 1.3 이하도 낮은 수준인데 1.0 밑으로 내

려가더니지난해에는0.84를기록했다. 세계최저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뿐 아니라 과거 어느 국가

에서도비교대상을찾아보기힘들다.

초저출산은 199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

에서나타난매우낮은수준의출산율을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

어들면서 이들 초저출산 국가들 대다수가 출산율

아빠출산휴가

도입된다면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기획 저출산해법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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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에 성공했다.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려면 무

엇이필요했던것일까?

주목받고있는정책중에하나가남성육아휴

직이다. 유럽여러국가에서적극적으로도입하

고있는정책이다. 한손에는커피를다른손으

로는유모차를밀며육아에참여하는아빠를뜻

하는‘라테파파’라는 용어와 함께 국내에도 소

개된바있다. 육아휴직을통해자녀와직접접

촉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빠의 역

할, 태도, 관계를변화시키는것이목표이다. 육

아휴직을 경험한 아빠들이 많아진다면 가정에

서육아에참여하는아빠들이늘어나고, 일터에

서성평등한근로환경이만들어지는것을기대

하는것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육아휴직 할당제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14개월의 부모 육아휴직 수당

(Elterngeld)이주어지는데부부중어느한명

만이 사용한다면 이 기간은 최대 12개월이 된

다. 나머지 2개월은 다른 일방이 사용해야 쓸

수 있다. 즉 엄마만 육아휴직을 쓴다면 휴직기

간은 1년에불과하지만, 아빠와엄마가함께사

용한다면 휴직기간은 14개월이 된다.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적어도 두 달은 육

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한때 1.2까지 내려갔

던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6에 이르게

반등하였다.

남성육아휴직시행문제점

우리나라도남성육아휴직을확대하고자노력

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아빠의달’이다. 한자

녀에대해육아휴직을첫번째사용자에이어두

번째사용자가쓸경우, 두번째사용자의육아휴

직급여를3개월간은통상임금의100%로지급하

는정책이다. 대체로두번째사용자가아빠인경

우가많아서‘아빠의달’이라는별칭을붙였다. 

이러한정책방향은 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서는‘3+3육아휴직제’로 더욱 강화되었

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각각

첫달에최대 200만원, 둘째달에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

어난다. 이제도는2022년도부터시행된다. 

그런데 남성육아휴직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한다. 하나는높은소득대체율이다.

다른 하나는 휴직자에 대한 차별 해소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육아휴직이 오히려 출

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해외사례도 있다.

휴직기간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추

가출산을생각하기어려울것이다. 육아휴직을

했다고 경력에 불이익을 경험했다면 역시 추가

출산은포기하기쉬울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은이두가지 조건에서문제점

을갖고있다. ‘아빠의달’기간에는통상임금의

100%를급여로지원한다고하지만상한선이있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83   MAC-4       



84

다. 몇차례인상을통해월250만원까지로상한

이증대되었지만, 급여가이보다높다면소득감

소를피할수없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

히여성이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자녀를

낳고 짧게라도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은 여전

히소수에불과하다. 그나마육아휴직을사용하

는 남성도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일부에 재직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육아휴직자

에대한차별적시각이존재하기때문이다.  

출산초기육아휴직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존재한다. 휴직자는휴직기

간 동안 새로운 경력을 쌓지

못하며, 일정부분 자신이 갖

고 있던 능력이 노후화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단기

간이라면 별문제가 아니겠

지만 휴직기간이 길어진다

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누군가에게 대신 맡길 수밖에 없

다. 휴직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대

체자를 고용해야 한다. 휴직자와

동등한 업무능력을 갖춘 이를 찾

아서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도 어

려운일이다. 설사기간제근로

자가 업무에 숙달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면이근로자는그만두어야한다. 육아휴

직은 유급휴직이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

원을 한다.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고용보험

료인상이예정되어있다. 보험재정에여유가없

기때문이다. 남녀모두가일년씩육아휴직을사

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할

재정여력이있는지도의문이다.

급여 손실 없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보편화

하려면어떤방법이있을까? 모두가일년씩사

용하는것이어렵더라도한달은가능하지않을

까? 이와관련해서흥미로운국내사례가있다.

2017년도부터 국내 한 대기업에서‘남성육아휴

직의무화제도’를도입했다. 자녀가태어나면첫

3개월 이내에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의

무화했고, 기존급여를100% 지급해주었다. 

필자는이사례와관련해서 2018년과 2019년

에면접조사를실시했다. 회사에서는대체자없

이도 한 달이라는 업무공백은 감당할 수준이라

고 생각했다. 대략적인 출산시기는 예측가능하

기때문에어느정도미리일을해놓는방식으로

대비할수도있었다. 아이가태어나서갖는한달

간 휴직은 누구나 가는 일이므로, 서로 업무를

품앗이하는사내문화도만들어졌다.

한달이긴시간은아니지만가정내에서아빠의

새로운역할을형성하기엔부족하지않았다. 특히

출산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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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가족의탄생과함께가족내역할이새

로이정립되게되는데, 이때아빠도주요당사자

로참여하는것이다. 몸조리중인아내와아기를

돌보는일을한달간맡게된다. 큰아이가있을경

우에는더욱아빠의역할이긴요했다. 자신의역할

을정립하자더이상아내를도와주는조수로서가

아니라, 자녀를돌보는공동책임자가되었다.

한달이지나서복직을하고나서도한번정립

된역할은유지되었다. 육아휴직자의아내들을인

터뷰했을때‘비로소행복감을느낄수있었다’

는말이기억에남는다. 자녀를낳고기르는일은

힘들고불안한일이기도하다. 이를혼자도맡아

야했을때는산후우울증을느낄만큼어려웠다고

했다. 남편과함께짊어지게되니까그제서야즐

거움을느낄여유를찾을수있었던것이다.

사내문화의변화도놀라웠다. 육아를직접경

험한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회사일과 육아의 경

계가달라졌다. 아이를이유로일찍퇴근하는경

우가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게되었다. 같은또

래아이를가진아빠들끼리육아를매개로관계

를맺는일도생겨났다.

성평등의문화형성

이기업의사례가확산될수있다면남성육아

휴직의보편화와이를통한가정과일터에서성

평등한문화형성이빠르게이루어질수있을것

이라기대된다. 

앞서 육아휴직의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려면

소득대체율을높이고, 보편적인사용이되도록정

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각에

대한정책지원과제도개선을고려해보아야한다.

첫째, 적어도 이 한 달 동안은 소득감소를 경

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적

극적인 재정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통상임금

100% 지원이현실성이있도록상한선을지금보

다상향할필요가있다.

두번째는보편적인사용문제이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방식보다는이를권리로인식하게하

는것이필요하다. 자녀를낳고기르는것은국민의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출산

휴가를연장하는방안을제안하고싶다. 여성은90

일간의출산전후휴가를갖는다. 남성은1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를갖는다. 이배우자출산휴가를

‘아빠출산휴가’로이름을바꾸고유급 30일로연

장하는것을제안한다. 여력이생긴다면향후휴가

기간을40일로, 60일로늘릴수도있을것이다. 

휴직은 선택적으로 신청해서 가지만, 휴가는

모두가쓰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휴직은무급

이많지만휴가는유급인경우가많다.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배우자’로서 간접적인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라는 새

로운역할을직접갖게되기때문이므로이름도

이에걸맞게변경하는게좋겠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반등하는

날이다가오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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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ROTC 동기인이경재(李敬在) 전국회

의원이지인들과덕소를지나다가내우거(寓居)

에들렀다. 이런저런학군(學軍) 때의얘기를나

누다가내게원고청탁을했다. 주제는자유이니

헌정(憲政)지에 글 한 꼭지 써달라는 청이었다.

널리 애창되는‘비목(碑木)’의 작사가라는 점을

의식한부탁임이분명해보였다. 나는가볍게승

낙했다.

하지만 오산(誤算)이었던 것 같다. 막상 펜을

드니첫줄부터어려워진다. 딱히모르긴해도헌

정회라는이름의육중한권위와무게감이내주

관적인만필(漫筆)의관행을제약하는듯느껴지

기 때문이다. 붓 가는 대로 가볍게 쓴다는 수필

의 속성과 지중지엄(至重至嚴)한 헌정회의 상징

성과는무언가괴리가있어보여서이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허락 원고이니 갈지자에 횡설

수설로근간에내머리속을떠돌다스쳐가는몇

몇단상(斷想)들을두서없이적어볼까한다.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나는‘체상진변(體常盡

變)’이라는 어휘를 좋아한다. 오늘의 우리네 세

태가 곰곰 반추(反芻)해볼 만한 가장 적실한 사

자성어이기 때문이다. ‘체상(體常)’이란 몸체가

되고뼈대가되고토대가되는것으로서항상변

치않고한결같다는얘기이고, ‘진변(盡變)’은바

로 그 바탕 위에서 천변만화(千變萬化)의 변용

(變容)을 꾀해간다는 뜻이다. 말없이 운행하는

대자연(大自然)을보라, 봄철에는기화요초의요

추
사
만
필(

秋
思
漫
筆)

韓明熙

‘비목’작사가

前서울시립대교수

前국립국악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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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瑤池鏡)을 펼쳐냈다가도 가을이 되면

가차없이자신의분신들을낙엽으로털어내

고는앙상한형해(形骸)의나목(쁋木)마저동

토의혹한속으로방치해버린다. 이 얼마나

인간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장엄한‘진변(盡

變)’의경지인가말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같은 진변의 이면에

도만고(萬古)에변치않는내재율(內在쐜)인

체상(體常)이있다. 사계(四季)의변화상이나

순서는지난해다르고올해다르지않다. 시

속 10만km의 지구공전(地球公轉)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된다. 이게 바로 항구불변(恒久

不變)의체상이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온

통 진변만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매사에 과

도하게변화만을추구한다. 창의라는이름으

로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변(盡變)만을

최고의가치로여긴다. 이 같은조급한풍토

속에서는체상이설자리가없다. 체상없는

진변의 사회나 문화는 곧 뿌리 없는 나무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보듬고 가꿔봐

도머지않아고사(枯死)한다. 온고(溫故)해야

지신(知新)이되고법고(法古)해야창신(創新)

을할수있는데작금의세태는거두절미새

로움만추구하며돌진한다. 외화내빈(外華內

貧)의 거품문화로 흐르기 마련이다. 당연히

문화에도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문화적체상을전제또는병행해가면

서진변을꾀해야한다. 그래야튼실하고격

조 있는 문화가 발효(醱酵)되고 탐스런 결실

을얻을수있다.

한때서울대인문대미학과에10여년출강

을한적이있다. 그때의경험중에서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의 삽화가 하나

있다. 강의하던과목은서양음악사상사와음

악미학이었다. 예능계열학생들이많았지만,

법과대, 경상대, 의예과등타계열학생들도

꽤있었다. 시험때가되면16절지한장씩을

나눠주고 뭐뭐에 대해서 상술(詳述)하라며

문제 하나만을 칠판에 써준다. 전자의 학생

들은겨우시험지반절정도채우는게다반

사였다. 반면 후자의 학생들은 16절지를 앞

뒤로다채우고도한장을더달라는경우가

종종있었다.

채점을하다보면양계열간의학생들의성

향이판이함을알게된다. 대개예능계학생

들의 답안에는 과장이나 가식이 없다. 아는

것만솔직하게쓰고만다. 이에비해천하의

영재(英材)집단이라는후자의답안에는갖은

기교가다동원된다. 한자로된중후한낱말

을 섞어가며 서술의 무게감을 높이는가 하

면, 논리학적 서술구도도 원용해가며 한껏

박학다식(博學多쩮)을과시하기도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강의가 끝나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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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면, 선생이 나가기도 전에 먼저 폴짝

나가는 학생은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전자의

재승박덕형(才勝薄德型) 수재들이다.

세상만사는 체(體)와 용(用)이 균형과 조화

를 이뤄야 하는데, 인성교육과 같은 인간의

바탕을다듬는일에는소홀하고오직효용성

이나 유용성만 추구하며 알량한 지식전달에

만치중하는교육현장의육중한관성과폐습

이주범임은불문가지의사실이다.

춘추전국시대라는 난세를 살았던 공자(孔

子)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풍조를 개탄하

며 한결같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강조했

다. 간단히 말해서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

남을의식한공부, 즉타인과경쟁을전제하

며타인에대한과시용공부이다. 이에반해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즉 수신

(修身)과 수기(修己)의 학문이다. 당연히 수

신이 돼야 제가(齊家)도 할 수 있고 치국(治

國)이나 평천하(平天下)도 할 수 있다고 믿

은것이다.

여기서잠시오늘의우리네위정자들의인

성(人性), 유가적 표현으로 수신이나 수기의

지수(指數)를 가늠해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의수치가나올까. 딱히 수신의기준이아니

래도좋다. 모름지기정치의길에들어선사

람이면우선도량(쇐싙)이넓어야한다. 국량

(局싙)이커야국민이따르고승복한다. 국민

이 따르고 공감하면 굳이 참신한 계책(計策)

이나선전이아니더라도자연히무위이치(無

爲而治)가된다. 

자공(子貢)이 스승에게 질문을 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자가 답했

다. 두소지인( )들을 두고 평가는

무슨 평가냐고〔 〕! 여기

서 두(斗)는 한 말을 뜻하고 소( )는 한 말

두되의용량단위이다. 한말남짓한용량의

그러그러한범부(凡夫)들인데어찌나라를경

영할 동량재(棟싕材)가 될 수 있겠느냐는 한

탄섞인술회라고하겠다. 우리도한때두소

지인을뛰어넘는한섬들이쯤은되고도남을

대장부정객들이없던것도아니었다. 내 어

린 기억 속에는 아직도 신익희(申翼熙) 선생

을 흠모하여 모인 한강 백사장의 구름 같은

인파와 태산 같은 풍모와 천금의 언행으로

민초들의전폭적인신뢰를받던조병옥(趙炳

玉) 박사의 인상이 아련히 남아 있다. 바로

이분들같은국량이요화통함이라면작은나

라 한국에서는 당연히 협객(俠客) 스타일의

대장부정치인의반열에선두로꼽히고도남

는다고하겠다. 아무튼그시절만해도국민

은 정치가들에게 희망을 걸고 환호작약하며

그분들을존경했다. 이런추억속의풍경들을

회상하다보니머리속에선절로‘아그리운

시절이여’, ‘간고한삶속에서도신바람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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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이던 시절이여’라며, 대중가요 가사 같은

감상적인발화(發話)들이주마등처럼스쳐간

다.

1965년중동부지역전선에서소대장으로

복무하던 때였다. 장마 후의 유실된 도로의

복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대장이 지나가

다가 짚차에서 내려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나는그때연대장께강청(强請) 하나

를 드렸다. ‘저 DMZ GP장으로 발령 좀 내

주세요!’연대장의 안색이 갑자기 상기되더

니‘한소위그곳이어떤곳인지알고나하는

말이야? 그곳GP장은국가관이투철하고적

어도 유도 몇 단 당수 몇 단의 육사 출신이

가서목잘릴각오하고근무하는곳이야….!’

결국 그날의 우연한 대화 끝에 나는 ROTC

출신최초의GP장이되었고그덕에산화한

영령들의 정한(情恨)을 응축시킨 우리 가곡

‘비목(碑木)’을얻게도되었다. 

군복무를마친한참후인서울시립대교수

시절의일이다. 동숭동불고기집에서소개받

은 병무청 고참 직원과 소주를 마시며 청탁

좀하나하자고했다. 병무청에대한청탁은

대개 뻔한 것이었다. 소집된 자식의 입영을

연기시켜달라던가, 일선에근무하는아이를

후방으로빼달라는장삼이사(張三쐥四) 부모

들의이기적행태의청들이대부분이다.

한참내얘기를경청하던그분은의아스

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병무청 경

력이 30년이 넘습니다. 제게 청탁하는 내

용은 100%가 전방에 배치 받은 아들을 후

방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데 한 교수님의 경우처럼 후방(당시 충남

유성지구)에 배속된 자식을 최전방으로 보

내달라는청은생전처음입니다. 한번힘써

보겠습니다.”결국그분의배려가느슨했는

지우리아이는최전방이아닌화천군사창

리‘이기자 부대’로 전출되고 그곳에 제대

를했다.

공연한허세가아니다. 군대를가면정말

배워오는 게 참 많다. 조직생활을 통한 협

동심도 익히게 되고, 서로 다른 개성 간의

갈등을조화와배려로풀어내고, 어려운난

관을이겨내는극기심(克己心)도 기르게되

고, 무엇보다도웬만한일은‘하면된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체득(體

得)하고나오는일이아닐수없다. 특히전

우애(戰友愛)라는 특수정서지대를 바탕으

로 배양된‘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

식(Positive way of thinking)이야말로개

인적으로는 사회적 성공의 밑거름이 됐음

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국민통합 국가관통

합 가치관통합에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의군생활이결정적인역할을했음도우리

는잊어선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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쐍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남기고싶은이야기(3회) 

나의주일대사

시절

남기고싶은이야기는 10월호부터 6회에걸쳐유흥수(4선) 前주일대사가일본에서대사로공직생활을하면서

느낀소회를담은글을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터널의출구를찾아라’편이다.  <편집자> 

터널의출구를찾아라

요인들의상호방문추진

양국의막힌기류를풀기위해선우선요인들

의 상호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것

부터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양국의 지도급인

사들을서로교류시키는것이다.

▲▲모모리리((森森)),, 니니카카이이((二二階階))의의청청와와대대방방문문

마침부임한지한달도안돼서9월에인천에

서아시안게임폐막식이있게되었는데모리요

시로올림픽조직위원장이그폐막식에참석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절호의 기회이다. 이때 청

와대에서박근혜대통령을만나게하는것이다.

나는 꽤를 부렸다. 모리를 찾아갔다. 대놓고

당신이인천에온다고하니대통령이만나기원

하니꼭한번예방해달라고했다. 반응은그리

나쁘지않았다.

이번엔 거꾸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걸어모리가청와대예방을희망하니꼭

대통령예방을시켜달라고부탁했다. 이런것을

하려고부임해올때대통령에게도미리일본사

람많이만나달라고건의하고왔다.

이렇게해서이예방은아베의친서를휴대하

고이루어졌다.

이것이일본거물급인사의첫박근혜대통령

예방이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이런 일들은 없었

고생각하지도않았다.

모리전총리는당시2020년동경올림픽조직

위원장일뿐만아니라아베총리에게가장영향

력을 많이 가진 원로 거물 정치인이다. 김종필

총리가한일의원연맹회장일때일본측회장이

모리였고 그때 나는 간사장으로서 자주 만나고

또 동갑으로 친하게 지냈다. 서로 정계를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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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후에도교류를계속해왔다.

내가일하기엔너무좋았고사실도움을많이

받았다. 그는 지금 암 투병중인데 꼭 쾌유하기

를간절히기도한다.

그후니카이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간사

장도박근혜대통령을예방시킴으로써뭔가점차

분위기가좀누그러지는감을느끼기시작했다.

▲▲정정의의화화의의장장의의방방일일

국회의장에취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첫 해

외 방문국으로 중국이냐 일본이냐를 저울질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점을 감안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

다. 나는강력히일본을권유했다.

그때 마침 박 대통령도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장마저 중국으로 가버리면 일본과

는너무어려워진다고설득했다. 그리고나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나를 보더라도 일본을 와달라

고사정을했다. 정의장은같은부산출신으로

같이의원생활을하면서가깝게지내고있었다. 

정의회의장의일본방문은성공적이었다. 당

시의이부키(伊吹文明) 의장은환대해주었고위

안부문제를비롯한한일현안에대해서도서로

기탄없는의견교환이활발했다.

그때수행해온김태환·심상정·심윤조의원

등도측면에서양국관계발전을위한토론을활

발하게해주신것은무척인상적이었다.

정의장의일본방문후의원외교도활발해져

중단되었던친선바둑대회축구대회등도재개되

어김무성의원이축구단을이끌고오기도했다.

국회차원에서는거의정상화되는분위기였다.

정치이외의분야교류강화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중단되었던 여

러 교류가 시작되었다. 개인 사이도 그렇고 국

가 간 외교에서도 첨예한 갈등요소는 제쳐두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접

근하는것이원칙이다.

미국과중국간의핑퐁외교는유명한사례이다.

나는스포츠보다문화예술분야가더좋을것으로

보았다. 스포츠는기본적으로승부를겨루는요소

가강하기때문에양국의국민정서상경쟁의식을

배제한문화예술분야가더좋다고생각했다.

한일한마당축제행사는쉼없이개최되었고

양국의국보급문화제의교환전시회등도이루

어졌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전시행사에는

와세다대학의 이성시 교수와 나와 개인적으로

매우가까웠던다케모토(武本孝俊) 이사장의도

움이컸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동경 공연도

대성황이었고 백건우씨의 피아노 독주도 많은

기여를했다. 두고두고고마운분들이다.

2015년 11월 20일 NHK 정기공연에서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조성진군의 협연이 있었

다. 나는처음그유명한쇼팽콩쿠르에서일등

을 한 피아니스트가 한국인인데 왜 그 첫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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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본에서 하느냐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NHK가누구든지일등을한사람은NHK와제

일먼저협연을한다고계약이되어있다는것을

알았다. 연말엔정명훈씨가지휘하는서울필하

모니가와서베토벤의운명을연주했다.

한일 경제인 회의도 7년 만에 재개되고 한일

도지사회의도 7년 만에 동경에서 열렸다. 자매

결연을 맺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다시 활발해져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활기를 띠

기시작했다. 

아내가주축이되는대사관저에서의김장축제

도연례적으로계속되는중요행사이다.

일단정치외교이외의분야에서는서서히기

지개를켜는분위기가느껴지기시작했다.

걸림돌‘산케이신문가토지국장사건’

이사건은내가부임하기직전인 2014년 8월

3일에 터졌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

장인가토다쓰야가‘박근혜대통령세월호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하는

다소자극적인칼럼을쓴것이다.

여성 대통령에게는 민감한 사항이고 일본 특

파원이 썼다는 점에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촉진제가되었으며이것은분명한일양국간의

외교갈등을불러오기충분했다.

세월호사건에대한여러억측이난무하고있

던상황에서가토지국장의칼럼은그억측을확

대하는꼴이되고그나마남아있던한일양국의

연결고리를끊는폭탄이되고말았다.

급기야 법무부는 가토 지국장에 대해 출국금

지조치를내리고검찰은불구속기소하게된다.

이에일본에서는언론탄압이라는여론이들끓고

혐한발언이여과없이흘러나오고있었다.

전회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기시다외상이

갓부임한신임대사를빨리만나자고하여이문

제를부탁할정도로이산케이사건은한국에서

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아베정부에서는큰관

심을갖고있었던것이다. 산케이는여당지로서

극우적인데 아베가 그렇게 아끼는 신문이라고

알려져있었다.

드디어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外交靑書)에서

대한민국을‘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권’을공

유하는 나라라는 종래의 기술마저 삭제해버렸

다. 한일갈등은총만들지않았을뿐준전시상

태같은느낌이들정도였다.

사실잘해결못할사항도아니었는데이상하

게일이꼬였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이니

까산케이측에서사과를하고피해자인대통령

이처벌을원하지않는다하면바로끝나는일이

다. 그러나 산케이는 전혀 사과의 뜻이 없고 청

와대에서도 이런 내용을 건의할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여자 대통령 개인에 관한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이다.

여전히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는속에서서

울에서 공관장회의가 열렸다. 대사로서도 역할

의한계가있는일이지만귀국을계기로백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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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일본의분위기를전했다.

청와대에도 찾아가 건의도

했다. 윤병세 외무장관은 물론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찾아가

호소도했다. 황장관에게는출

국금지만이라도 해제시켜달라

고건의했다. 가토지국장의노

모가아들이보고싶은데일본에도오지못한다

고연일일본신문이떠들어대니일본여론이좋

을수가없다, 출국금지정도는풀수있지않느

냐고일본이들끓는다. 

다행히건의한일주일후출국금지는겨우해

제되어그나마숨통이터였다.

결국 이 사건은 2015년 연말이 다 되어 무죄

가선고되었다.

그해10월검찰은가토지국장에대해결심공

판에서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다. 검찰의

구형은한동안물밑으로가라앉아있던산케이

문제를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계기가되었

다. 한동안잠잠했던언론들도사건을다시주목

하기시작했다.

만일 검찰의 구형대로 가토 지국장에게 유죄

가선고된다면한일관계는돌아올수없는다리

를 건너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

렇다고무죄판결이나도문제는있었다. 대통령

의체면이크게훼손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안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과

나는 백방으로 물밑에서 움직였으나 뜻대로 되

지못했다. 산케이의사과를받아내고청와대는

처벌을원하지않는다고하여사건자체를원만

하게해결하려한것이다. 그러나산케이도사설

을통해유감의뜻은표했지만우리가바라던수

준에는이루지못했고박대통령의처벌불원의

사도받아내지못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16일 가토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재판

결과가나왔다. 무죄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유

감스런 일일지 모르지만 한일 양국관계를 위

해선다행한일이다. 아베 총리와기시다외무

대신모두한일양국의장래를위해매우잘된

일로 평가하고 사이키 차관은 우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전화까지 왔다. 다음날 아침 일본

언론은모두산케이무죄선고를 1면톱으로보

도했다.

그당시이병기실장과내가양국관계를훼손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짜내면서 긴박하게 움직

였던일들은정말나라위한일념이었으며잊을

수없는일이다. 이러한고비를넘기면서양국관

계는정상화의길을찾게된다. 

공관장청와대만찬시건배하는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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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전남영암군기찬랜드트로트

가요센터에서‘공론정치와 대동정신’이란 주제

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호남학진흥원, 마한역사문화연구회가공동주최

하고한국학중앙연구원이협찬하고영암군과제

일건설, 버들농장이후원했다. 

1부에서는 김일윤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개

회사와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일윤 회장은 개회사에서“이번 대회

는 조선시대의 공론정치와 대동정신에 관한 연

구를통하여지난역사를바로이해하고자유민

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원을 찾고 발전을 도모

하는것이다. 지금은우리민족의정치사상에대

한법고창신을할때다.”고말했다. 천득염원장

은“정치가해야할일이무엇인가를묻게된다.

우리는 현안을 공론화하고 함께 문제를 토론하

였던 조선시대 선비들에게서 배움을 찾이야 한

다.”고제언했다. 

2부에서는 유인학 마한역사문화연구회장의

‘조선조 공론정치와 대동화합의 연구과제’라는

주제발표와김충환헌정회사무총장의‘조선조

공론정치와 대동화합 정신’, 이종범 조선대 명

예교수의‘조선사회 공론정치와 약재(約齋) 유

상운(柳尙運)’, 이종묵 서울대 교수의‘약재 유

상운 당벌과 거리두기’, 조창록 성균관대 퇴계

학연구원의‘약재유상운의행적과저술’, 김세

호 원광대 교수의‘조선조 공론정치와 만암 유

봉휘의정치활동’의발표가있었다. 

유인학회장은“조선조의국가운영의질서와

전통은첫째조선조국가통치와질서는국왕과

신하의모임인조정이논의협치했다. 둘째격렬

한 붕당정치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왕권과 신

권이 융화합된 상대적으로 안정된 민본주의가

바탕이됐다. 셋째과열된당쟁으로세도정치의

폐해가 있었으나 공론정치는 국왕과 신하 집단

견제와 갈등 속에 운영됐다.”며 순기능을 강조

했다. 

김충환사무총장은조선시대붕당정치에관해

서“첫째신권을강화했던조선경국전의정신을

반영해 선비들이 국왕의 행태에 대해 시시비비

를가렸다. 둘째선비들의주장은민주주의시대

에국민의여론과유사한기능이었다. 셋째우리

나라붕당의논점은유교적가치관에입각해옳

고그름을논쟁하여정권을쟁취하였다. 넷째당

조선조공론정치와대동정신

이동한헌정회편집주간

헌정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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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백성의뜻을왕에게전달하고국가정책에

반영하는민주적정치과정의일부였다. 다섯째

일본 다이묘들 간의 전투, 프랑스 혁명기의 급

진파와온건파의싸움등에비교하면조선의당

파싸움은일반민중의희생이거의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종범 조선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도학과

유교정치를 거론하면서“공론은 물정, 중론,

인심과 다르다. 사단과 칠정을 도덕감정과 일

반감정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정

이편치못한터에공론이발현되었다. 국가는

인심으로 유지되고 인심은 공론에 의지한다.”

고 말했다. 이종묵 교수는 당벌(黨伐)과 거리

두기의관점에서“류상운과남구만, 신익상등

은 당벌과 거리두기를 잘 해 한양의 조정에서

벗어나 여생을 무난히 보냈다. 김창집과 이이

명, 이건명, 조태채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은

당벌과 거리두기를 못해 신임옥사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조창록 연구원은“약재는

1636년 12월 22일 제천현 구억산 묵계촌에서

태어났다. 10살까지 영암에서 성장했으며 그

이후에는 서울을 오가며 학업을 했다. 31세에

벼슬을 하고 부사와 관찰사를 거처 도승지와

이조판서, 호조판서, 우의정, 영의정에 올랐

다. 그후당쟁에휘말리고 67세에직산으로유

배되었고 72세에 임종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세호 원광대 교수는“만암(晩菴) 류봉휘(柳

鳳輝)는 류상운의 아들이며 경종 때 왕세자인

연잉군의 대리청정에 반대해 영조가 즉위한

후에 경원부로 유배되었으며 적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만암류봉희는관리의청렴과세금감

면등백성을위한정치를했지만노론과의격

렬한 당쟁에 휘말려 몰락했다.”고 말했다. 청

중 가운데는“지금의 정치 현장의‘대깨문 박

깨문’하는작당과분쟁에대한해법이무엇인

가?”라는질문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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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헌정회회장

(12,13,15,16대)

만추(晩秋)에흐르는묵(墨)의향(香)

세계문화예술대전헌정회서화위원출품작

헌정회서예를 지도하는 초당 이무호 선생이 주최하는 세계문화예술대전에 헌정회에서 다수 회원이 참여했다.

이 전시회는 지난 11월 2일 전남 강진아트센터에서 개막했다. 세계 서예전시회가 지방 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헌정회 서도회에서 김용채·김창환·변우량·남재한·조남조·심국무·신하철·나오연·박명서·

이경재·안재홍·배종무·유민봉위원등이출품했다. 한편헌정회임원으로김일윤회장, 목요상원로회의의장,

김충환사무총장등도찬조출품했다. 다음은헌정회서화위원들의출품작이다. (대별순)

목요상원로회의의장

(11,12,15,16대)

김용채서화위원장

(7,9,12,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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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8,9대)

남재한(10대)

조남조(11,12대)

변우량(9,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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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무(12대) 신하철(13대)

박명서(14대) 나오연(14,15,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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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무(15대) 

이경재(15,16,17,18대) 

안재홍(15대) 김충환사무총장(17,18대) 

유민봉(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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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반 고흐는《파리의 교외》(1886)라는 소품

을그렸다. 잿빛의어두운하늘이지평선위로낮게

드리워진 황량한 풍경이다. 구도의 방향성도 없다.

한쪽에 무너진 울타리가 보이고 얼굴 없는 용 같은

형체가전경에보이며, 멀리엄마와아이들, 가스등

하나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지평선에는 방앗

간과 작고 초라한 공장과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있

다. 색채도단조롭다. 빅토르위고나에밀졸라가묘

사한풍경과어울린다.

모더니즘의 탄생은 바로 19세기 도시다. 19세기

후반에는내연기관, 증기터빈이나왔고전기가사용

되고 전화, 타자기, 녹음기 등도 등장했다. 신문과

영화도 발명됐다. 최초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런던, 파리, 뉴욕을 비롯하여 인구 1백만이 넘는 도

시가 10개가 넘었다. 도시의 팽창은 대학의 발달과

더불어 전문직 사회의 성장을 낳았다. 19세기 말경

에는변호사, 교사, 교수, 공무원, 건축가, 과학자들

이민주주의정치를논하게되었으며전문가의의견

을 지침으로 삼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1910년경이

되면영국같은나라에는그런전문직의수가3배이

상으로늘었다. 

모더니즘과그선구자들

羅昌柱

13대 의원

前건국대교수

회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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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보들레르나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마네

등이 회화로 포착하려는 것을 글로 표현했다.

그것은 바로 짧고, 격렬하고, 우연적이며 임의

적인도시의무상한경험이었다. 인상주의는변

화하는 빛뿐 아니라 특이한 장면도 포착했다.

철도처럼놀라우면서도두려운새기계, 여행의

희망을 주면서도 질식할 듯한 매연으로 뒤덮인

철도 역사, 보기 흉하지만 꼭 필요한 다리들로

구획된 도시 풍경, 부자연스런 발밑 조명을 받

는 카바레의 스타들, 커다랗게 빛나는 벽면 거

울에 비친 여급의 옆모습과 뒷모습, 이것들은

새로움의 시각적 상징이었지만 모더니즘에는

그런것만있는것이아니었다.

과학은비판하고예술은복구

모더니즘의의미는모더니즘이현대적인것, 세

계적인것-과학, 실증주의, 합리주의-을찬미하

는동시에경멸한다는사실에있다. 때문에모더니

즘은막대한부와황폐하고비참한새로운형태의

빈곤이공존하는대도시를낳았다. 모더니즘의도

시는모두가분주하게오가고우발과우연으로가

득찬어지러운분위기였다.

과학은그의미의세계를밝혀냈다. 바야흐로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

능하다면복구하는것은예술의사명이되었다.

이런 식으로 견해의 풍토가 조성되자 모더니즘

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 반대도 표현하게

되었다. 

놀라운 점은이당혹스럽고 역설적인상황에

서도온갖재능이꽃피었다는사실이다. 창의성

의 견지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의충격, 심지어르네상스와비교됨직하다.

새것의변종이자라나기시작했다. 가히부르주

아 문화의 전성기였다. 이 비옥하고 풍성한 세

계에서 낭만주의 관념의 정수인 아방가르드 관

념이 싹텄다. 심미안의 상상력에서 예술가들은

부르주아지를 선호했으나 그들의 역할은 발명

인동시에파괴였다.

인형의집작가헨리크입센생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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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 합리주의자, 사실주

의자, 다른한편에합리성의비

평가, 무의식의 사도, 문화적

비판주의자로 분리된 모더니스

트들을 통합시키는 요소가 있

다면 그것은 열렬한 참여였다.

모더니즘은 무엇보다도 회화,

문학, 음악등예술의정점이었

다. 도시가바로격화시키는요

소였기 때문이다. 도시는 본성

상 사람들을 어울리게 만들었

다. 소통·교통의수단이발달하면서모든만남

이 가속화된다. 그 결과 거래와 교환이 첨예화

되고, 요란해지고, 아울러모질어지고스트레스

를 증대시킨다. 사람들은 그것이 창의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더니즘이 흔히

반과학적인 이유는 그 과학에서 비판주의가 촉

발되기때문이다. 다윈, 맥스웰, J. J. 톰슨등의

발견은 혼란스러웠다. 온갖 도덕, 방향, 안정을

없애고 현실의 관념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자연주의와낭만주의종합

이어지러운세계에서길을찾으려애쓴작가

중 한 사람인 호프만슈탈(Hugo Von

Hofmannsthal)은 합리적인 출발점을 정했고

혼돈을상당부분명료하게밝혔다. 그는과학이

빈의옛심미적문화를침

해하는 것에 주목하고

1905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시대의본질은다양

성과 불확실성이다. 중요

한 것 은 Das

Gleitende(미끄러짐)뿐이

다.”그는 다른 세대들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Das Gleitende였다고 덧

붙였다. 뉴턴적세계가맥

스웰과프랑크의발견후미끄러져가는현상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모든 것이 부분으로 분해된다. 부분들은 다시

부분으로 나뉜다. 아무것도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호프만슈탈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

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반유대주의의 성장에

곤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비합리주의가

힘을얻는이유가과학이현실의이해를변화시

켰기때문이라고보았다. 즉, 새로운관념이혼

란을 유발한 탓에 비합리주의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호프만슈탈과 더불어 모더니즘의 돌파구를

연사람은입센, 스트린드베리(Strindberg), 니

체 등이다. 게오르그 브라네스(Georg

Brandes)는 The Men of the Modern

스트린드베리의 <꿈> 표지(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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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1883)에서 20세기를 연 지성

으로 플로베르, 존 스튜어트 밀, 졸라, 톨스토

이, 브렛하트(Brett Harte), 월트휘트먼을거

론하면서, 현대 문학의 과제를 자연주의와 낭

만주의의 종합- 즉, 외면과 내면의 종합-이라

고 규정하고 입센, 스트린드베리, 니체, 이 세

사람을최고의본보기로꼽았다.

입센 현상은 베를린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번 졌 다 . 그 계 기 는 1887년《 유 령

(Gengangere)》이경찰의금지처분을받은사

건이다. 결국 이 작품은 제한적으로 공연되었

는데 관람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입센 축하연

은 새 시대의 여명이 선포되는 곳에서 열렸다.

그뒤‘입센주간’이개막되어《바다에서온부

인》, 《인형의 집》등이 동시에 공연되었다. 훗

날《유령》이마침내공연되자일대선풍이일었

다. “어떤사람들은마음이무너진것처럼며칠

씩이나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그들은 비어가

르텐 주변을 마구 뛰어다녔다.”입센 열풍은 2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현대 연극사에서 입센이

시를 버리고 현대의 문제를 다룬 산문극인《페

르귄트(Peer Gynt)》를 쓴 것이다. 입센은 체

홉, 쇼, 릴케를 비롯해 많은 작가들에게 큰 영

향을 주었다. 그가 일군 새 영토에는 현대 정

치, 대중매체의 성장, 도덕의 변화, 무의식 등

이포함되는데이모든분야에서입센은누구보

다섬세하고치밀했다.

입센의강렬함과스트린드베리의융통성

릴케에따르면입센은“내면을통해보이는가

시적인 것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보인다.”입센은처음으로현대의산물인

또다른자아를표현하기위한연극적구조를모

색했으며그과정에서인간의처지가비코(Vico)

이래로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입센

은평범함, 어리석음, 무의미함이불안전한기반

이라는것을보여주었다.

입센의 강점이 강렬함이라면 스트린드베리의

강점은 융통성이랄까? 스트린드베리는‘말을 탄

지성’으로불릴만큼괴테나다빈치에비견된다

재다능한천재였다. 소설가이자화가였고, 극작가

였다. 그는현대세계의격동기에살았다. 초기작

품《바닷가에서》(1890)는 고립된 개인의 파멸을

말한다. 주인공보리는‘증기기관과전기시대로

너무급히떠밀려와현대인’이된인물로혼란스

럽고신경이곤두서있다. 그것은삶의원기가증

대되는조짐이며사람들을점점더예민하게만든

다. 그결과새로운종족, 적어도새로운유형의인

간이 탄생한다. 40대에 심각한 정신불안을 겪은

후에희곡에서스트린드베리는꿈에더욱경사된

다. 《다마스쿠스》, 《꿈의연극》등에서그는내적

현실, 부조리의 내적 현실을 보여주었고, 의식적

통제에 전적으로 예속되지 않는 (내적·외적) 힘

들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첨단기술을

받아들여표현주의연극을선보이고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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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쿠스》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인물들은

실제인물인지아니면정신적, 정서적상태를표

현하는심리적원형인지명확하지않다. 스트린

드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인물들은 분해되고,

이중화되고, 복수화 된다. 증발하고, 결정화되

고, 흩어지고 모인다. 하지만 하나의 의식이 그

들모두를지배한다. 바로꿈꾸는사람의의식이

다.”여기서 그는 과학이 신념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합리성은 근원적인

삶의수수께끼에직면할때무기력하다. 꿈은섞

임, 변형, 용해등겉으로보이는유연성에형태

를부여하는수단이된다. “나는때로는나자신

이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쉽게

온다. 절반은무의식이고, 약간의계획과계산이

있을뿐이다. 하지만이것은정리된상태가아니

고내게만족을주지않는다.”릴케도《두이노의

비가》에서자신에게전해진과정을이처럼말했

다. 피카소도아프리카가면이자기예술의중개

자였다고술회했다.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다는 사실, 실험주의(전

통에대한불만), 정서불안을겪은뒤과학에등

을돌린점, 비합리적인것(꿈, 무의식)에이끌림

등 여러 측면에서 스트린드베리는 모더니즘의

정수였다. 유진 오닐은 스트린드베리를 오늘날

의연극에서모든현대성의선구자이자그시대

의유일한감지기였다고극찬했다.

스트린드베리, 입센과 더불어 강렬한 내면의

대열에동참한러시아작가들로톨스토이, 푸슈

킨, 도스토예프스키등다수가있다. 아마‘모호

한자아’에대한러시아작가들의집착은러시아

가다른유럽국가에비해후진적이었던탓에그

만큼작가들이불안했기때문이었을까?

니체의영향받은프로이트심리학

니체는철학자로간주되지만심리학이과학의

기둥이라고말한바있다. “지금까지의심리학은

도덕적 편견과 공포에 갇혀 있었다. 저 깊은 바

닥으로내려가려하지않았다.…깊은바닥을탐

구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는 심리학자는… 적어

도심리학이과학의여왕이라는확신을얻을수

있을것이다. 다른과학들은바로심리학을위해

존재한다.”

발터 카우프만(Walter Kaufmann)은 니체를

최초의위대한심리학자라고했고, ‘숨겨진동기

를 보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듣는’자기규정을

넘어서는니체의능력을높이평가했다. 

프로이트도 니체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

으나구체적인지적은없었다. 프로이트는감정

과욕망이겉으로말하는것과다르다는데착안

해무의식의개념에이르렀으나, 니체에게는무

의식이아니라권력의지(Wille zur Macht)였다.

모호한자아, 또는다른자아가숨겨져있다기보

다는 부분적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자기충족,

자기실현으로 가는 길은 의지를 통해서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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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자기극복, 즉자아의한계를넘어서는과정

이다. 니체는내적인자아를들여다본다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적인 자아에

외적인형태를부여해야만그것을발견할수있

다. 그러려면자존심같은동기들이존재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한다. 자신의한계를극복할때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객관성을

믿는과학적태도가부적절하다고생각했다. 낭

만주의처럼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자신의 가치관

을창조하는것은바로자신이며, 자신의자아를

발견하는것은행동을통해서만가능하다. 자기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실험으로 삶을 집중하고

격화시키는것은권력의지를내면화해자아에게

로돌리는자기부정이며억압과대척을이룬다. 

전통의굴레를파괴하고

모더니즘의근저에는프로이트의무의식에상

당하는심미적요소가있다. 모더니즘은내적상

태와밀접한관계가있다. 모더니즘은현대의모

순을 해소하기 위해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를 결

합코자 했으며, 과학·합리주의, 민주주의를 강

조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단점을 부각시키려 했

다. 모더니즘은사물의외양을넘어서려는미학

적 시도였다. 비구상주의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모더니즘의작품은고도한자기서

명이고개성의또다른정령이다. 모더니즘에속

하는 유파들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표현주

의,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상징주의, 이미지

즘, 소용돌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은 아방

가르드의여러측면이며, 미래의식에대한혁명

적실천으로간주된다.

20세기에 등장한 모더니즘은 그 전문지식의

파편화를 드러냈다. 파블로피카소, 이고르 스트

라빈스키, 조지엘리엇, 제임스조이스, 발터그

로피우스등등을비롯한그동료들, 이른바거장

들의작품은너무나진지하고종잡을수없어서

일반적으로 분류될 수 없었다. 모더니스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롭고 도발적인 것을

성취하려 했다는 것을 빼놓으면 아무런 공통점

도가지지않는다. 그들은전통이강요하는굴레

를찾아내어의식적으로파괴했다. 많은이들이

무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표현적 사실주의를 거

부했다. 그들에게영감을불어넣은것은프로이

트였다. 변화에 대한 갈급증도 있었다. 혁명이

필연적이라고본마르크스주의가그예이다. 

칼 쇼르스케(Carl Shorske)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모든주제들을‘변화의무자비한원심분

리기(Ruthless Centrifuge of Change)’속에

쑤셔넣고과거에대한20세기의문화적독립을

당당하게선언했다. 그들은급진적인기술적, 정

치적 변화의 세기에 동참하며 전적으로 자기들

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자 한 실험

주의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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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건립부지방문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0월 28일 정진석 국회부의

장, 여야원내대표와함께‘세종의사당’건립부지를방문했다. 지

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국회

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된지꼭한달만이다. 朴의장은이자

리에서“국가균형발전의핵심은세종시의완성이고, 세종시완성의핵심은세종의사당이다.”고강조했다.  

故박정희전대통령묘역참배

鄭鎭碩(16,17,18,20,21) 국회 부의장은 10월 26일 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

을방문, 故박정희전대통령묘역을참배했다. 鄭부의장은“박정희대통령은

1960년대의산업화 1970년대의중화학공업집중투자를통해오늘우리의먹

거리를마련했다. 오늘의대한민국은박정희의공과위에서있다.”고했다. 

제56회전국여성대회참석

金富謙(16,17,18,20) 국무총리는 11월 9일서울강남구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에참석했다. 金총리는“위대한여성의진가는 2년가까이지속된코로나국

면에서 잘 드러났다. 방역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간호사와 돌봄 종사자도

다수가여성이었다.”라고강조했다.

인도네시아하원의원단접견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11월 2일국회부의장실에서인도네시아하원

의원단을접견했다. 金부의장은“동남아시아국가중유일한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인인도네시아와한국이경제및투자분야를비롯해방위산업·문화산업

영역까지협력을더욱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 

106

노태우前대통령별세

盧泰愚(12) 前대통령이 10월 26일별세했다. 10월 30일서울송파구올림

픽공원에서 국가장 영결식이 있었다. 고인은 육군사관학교(제11기) 졸업,

제9사단장(소장), 수도경비사령관(소장), 국군보안사령관(중장), 전역(대장),

제2정무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대

한체육회회장, 민정당총재, 제13대대통령등을역임했다. 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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쐍瓊賢(10,11,12) 前 헌정회장은

10월 27일 서울종로구에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前 국무총

리)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정세균 20대 국회전반기국회의장에

게‘헌정대상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

달식에는 양경자 前 부회장, 황학수 前 사무총장

등이참석했다.    

이사회개최

朴權欽(10,11,12) 한국차인연합회 회

장은 11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송년

다담회 준비를 논의했다. 송년회는

한국다도대학원제28기 졸업과올해의차인상시

상식을갖는다.    

김종인前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초청특강

쐍晙相(11,12,13,14) 한국정

보기술연구원원장은 10월

1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진행했다. 이어 11월 6일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공동으로‘화이트햇 해커를 꿈꾼다! 사이

버가디언즈콘퍼런스’를온라인으로생중계했다. 

제68회한얼노인교육축제

韓斅葉(12) 한얼공동체 이

사장은 11월 14일 부산용

두산공원 야외무대에서

한국노인교육연구소·한

얼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제68회 한얼노인교육축

제를개최했다.  

‘조선조 公論政治와 大同精神’세미나

쐍寅鶴(13,14) 헌정회 마한역사문화연

구회장(헌정회 공약추진위원장)은 11

월 12일 전남 영암군 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조선조 公論政治와 大同

精神’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서김일윤

회장은개회사, 김충환사무총장은‘조선조공론정

치와대동화합정신’에대해발표했다. 헌정회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10월 26일 전남 영암군

마한공원에서‘마한역사문화 발전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사등재추진’세미나를개최했다. 

‘정주영의오해와진실’주제강연

원광호(14) 아산정주영기념사업회회

장은 11월 25일 고 정주영 회장 탄

생 106주년을 맞아 매년 묘소 참배

와 기념 강연회 등 연중 추모행사를 해오던 것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대한민국헌정회 김일

윤 회장이 준비한 꽃 바치기를 대신하며 추모 집

회를 축소하여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국문화의집

에서 기념사업회 회원과 뜻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전 현대중공업 김문현 전무의‘내가 아는

정주영’, 원광호 회장의‘정주영의 오해와 진실’

주제로강연을개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실천과정착방안’세미나

薛勳(15,16,19,20,21)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

에서 정진석 의원실, 김영태 교수, 상생과통일포

럼과 공동으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개최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2021. 12 107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107   MAC-4       



헌정廣場헌정廣場

108

가나야마 제2대 주한 일본대

사24주기추모제례

黃鶴洙(15) 한일친선친화가나

야마정신선양회 회장은 11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천주교 한강성당 하늘

공원에 영면한 가나야마 마사히데 제2대 주한 일

본대사의 24주기추모제례를가졌다. 

산재예방예산및대안마련전문가토론회

權샼世(16,17,18,21) 의원실은 11월 9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중소사업장 산

재절감 혁신 방안: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 

‘미중패권경쟁과한미동맹의미래’세미나

朴振(16,17,18,21) 의원실은 11월 2일

공군호텔 세미나실에서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미중패권

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 국회 글로

벌외교안보포럼세미나’를개최했다. 

‘22년물예산과통합물관리, 

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

卞在一(17,18,19,20,21) 의원실은 11월

2일 (사)국회물포럼과 공동으로‘22

년 물 예산과 통합물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물포럼제15차대토론회’를개최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본 한미관계’창립 30

주년기념세미나

黃震夏(17,18,19) 한미우

호협회 회장은 10월 2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

랜드 볼룸에서‘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본 한미관

계’에 대해 창립 30주년 기념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범도장군서거 78주년및청산리

전투 101주년기념학술회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10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홍범도장

군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홍범도 장군 서거 78주년 및 청산리전투 101주년

기념학술회의’를개최했다. 

제14회義巖朱論介像수상

申 (17) 한국여성의정 상임

대표는 10월 8일 (사)의암주

논개정신선양회에서 시행하

는 義巖 朱論介 像 제14회 수상자로 추대되었고

상금 1천만원을 여성신문(대표 김효선)에 기부했

다. 이어 11월 25∼26일(1박2일)에 더케이 호텔에

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희

망자 4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시행하였다. 서울을

비롯해 8개지역정치학교기본과정 156명, 전문과

정 118명교육을실시하였고, 12월초지역별로남

녀동수연대결성토론회를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

는성과와과제’토론회

全惠淑(18,20,21) 의원실은 10월 27

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공

동으로‘국회 연속토론회(1차)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는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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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지속가능 예술 활동을

위한제안’포럼

都鍾煥(19,20,21) 의원실은 10월

28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예술활동추진위와 공동으로‘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예술 활동을 위한 제안: 문화예

술인들과 함께하는 명명백백 FORUM’을 개최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

술의필요성과추진전략’토론회

朴完柱(19,20,21) 의원실은 11월 9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이학영·이원욱 의원실과 공동으로‘탄소중립 실

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

회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및토론회’

徐瑛敎(19,20,21) 행안위원장은 10월

25일 국회 본청 행안위원장실에서

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정책포럼

과 공동으로‘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식및토론회’를개최했다.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국회 대

토론회’

尹厚德(19,20,21) 의원실은 10월 28

일 한국노총 13층 늘솔홀에서 김영

진·우원식·박홍근·김주영 의원실,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등과 공

동으로‘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국회 대토론회’

를개최했다. 

‘미래융합인재상논의포럼’

쐥元旭(19,20,21) 의원실은 11월 11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해진

의원실과 공동으로‘미래융합 인재

상 논의포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

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포럼

을개최했다. 

‘개인이실패해도되는나라, 스웨덴’세미나

印在謹(19,20,21) 의원실은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오

영훈·고영인 의원실, 국회‘민주주

의와 복지국가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에 대해 국

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연속 세미나Ⅱ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잘사는경제’토론회

陳聲準(19,21) 의원실은 11월 3일 문

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국회의원

모임(73인)과 공동으로‘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경제’국회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PEOPLE 365 STORY』와특별대담

楊昶榮(19) ㈜세계한상드림아

일랜드 대표이사 겸 세계한인

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

근『PEOPLE 365 STORY』

(SUMMER 2021vol 05)와의

스페셜 대담을 가졌으며 표지

모델로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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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위상 제고와 재원 필

요성을중심으로’세미나

金斗官(20,21) 의원실은 11월 9일 의

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한국

영화산업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만들것인

가-한국영화의 위상 제고와 재원 필요성을 중심

으로’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3차) 국민이주인인정부’토론회

金鍾民(20,21) 의원실은 11월 10일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

원모임(총73인)과 공동으로‘(국회 연속토론회)문

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3차)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신국제질서와대한민국외교의방향’세미나

金漢正(20,21) 의원실은 11월 9일 김

경협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공동으로‘신국제질서와대한민국외

교의 방향: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

세미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

교’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대한민국 신경제축, 문경-상주-김

천철도완성이정답이다’세미나

宋彦錫(20,21) 의원실은11월4일전경련

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임이자 의

원실과 공동으로‘대한민국 신경제축, 문경-상주-김

천철도완성이정답이다’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소액주주권리강화를위한상법개정토론회’

朴柱民(20,21) 의원실은 10월 27일 경제개혁연대

와 공동으로‘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박주민

TV를통해생중계했다.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정책토론회’

鄭点植(20,21) 의원실은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를위한어업세제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자

립지원강화위한간담회

姜仙祐(21) 의원실은 11월 4일지역사

무실에서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열

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자립준

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강화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 

‘완전한수사·기소분리법안의조

속한처리필요성과입법’세미나

金南局(21) 의원실은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

에서 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검찰개혁 연속세미나(1차) 완

전한수사·기소분리법안의조속한처리필요성

과입법’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새로운기능의정부기능개편방식

에대한논의들’토론회

金承洙(21) 의원실은 11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제2회의실에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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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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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金杞培(12,13,14,16,) 회원이 11월 8일

별세. 고인은 경기 중·고등학교, 고려

대 법대,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업. 한

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 민자당서울시

지부위원장·제1사무부총장, 국회 내무위원장, 한나

라당 사무총장·당무위원, 한·프랑스의원친선협회

회장,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선거 서울시선거대책

위원장등을역임했다. 향년 85세

쐍惇佑(13,14) 회원이 10월 24일 별세.

고인은 대구 대륜고등학교, 고려대학

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했으며

한국주택은행 이사, 한국보험공사 부

사장, 대한투자신탁(주) 사장, 한국주택은행 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향년 88세.

쐥完九(15,16,19) 前 국무총리가 10

월 14일 별세. 고인은 성균관대 법

대 행정학과 졸업, 美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취득, 충북지방

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신한국당 이홍구 대

표위원 비서실장,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신한국당 원내부

총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유민주연합 제1사무부총

장·대변인, 남북정상회담 남측대표, 국회 재정경

제위원회 위원,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 국회 운

영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향년 71세.

로운 기능의 정부 기능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들: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줌(zoom)으로생중계했다.  

‘대전환시대의국가와차기정부’세미나

朴省俊(21) 의원실은 10월 27일 서

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3층에서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

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노조의사회

적책임’세미나

朴洙瑩(21) 의원실은 10월 14일 한

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제

380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를 구글 Meet 온

라인세미나를개최했다. 

‘뇌성마비인의 생애주기별 접근

5개년정책제안토론회’

徐正淑(21) 의원실은 10월 22일‘뇌

성마비인의 생애주기별 접근 5개년

정책제안토론회’를온라인으로개최했다. 

‘청소년의경제적권리를보장하는

기본소득도입’국회토론회

쐋慧仁(21) 의원실은 11월 9일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기

본소득당과 공동으로‘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

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

최했다.   

01-112(12월)수  2021.11.23 13:19  페이지111   MA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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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