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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질 그리고 민주주의
그간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흔히 동원
되는 것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같은 이념이었
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주어진 과제 또는 과업을 표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이념들
은 일단 이루어진 사회 발전을 정의(定義)하는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물론 많은 포괄적 이념이 그러하듯이, 이러
한 정의들도 보완되고 비판되어 마땅한 내용들을 갖는다
고 할 수는 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12

인간적 품격에서 후보자 신뢰감 생겨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개념, 민주화는 참으로 피하
기 어려운 정치적 요청이 되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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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후보자들이 언급하는 여러 제안들에도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가족의 문제는 본인으로

반영된다. 그 대부분이 대중에게 직접적인 호소

부터 분리하여 고려되는 것이 마땅한-엄격하게

력을 가지고 선택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들로 보

따져서 말하면, 법률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가령 재난지원금이나

문제라고 하겠지만, 떳떳치 못한 가족사가 사람

중소기업 지원금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민주화의

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

증표라 할 수 있다. 현금 지원은 단적으로 인심을

시대로부터의 유풍이라고 하겠지만, 수신제가치

사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금 거리를 두고 보

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지도자의 경우

면, 그것은 보다 큰 정책에 관련되는 것인지 분명

에는 아직도 뜻이 있는 인간수련의 절차를 지적

치 않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경우 그와 같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집안을 정돈하지

것은 보다 큰 정책적 전망에 관련되어 있음을 느

않고 나라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끼게 하며, 후보자에 대한 보다 큰 신뢰감을 높이
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실현을 매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보자 부정 요인보다 정책 차원서 진행돼야
그렇다고 하여도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 그리

이 신뢰감은 후보자들의 인간적 품격에 대하

고 후보자 자신들의 토론이 주변의 부정적 요인

여 가질 수 있는 느낌에도 관련된다. 사회와 국

들을 들추어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차원에서 진

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궁극적으로는

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대두되는 것은

후보자의 인간됨에 기초할 것으로 말할 수 있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

다. 역사의 주인공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서 논하여질 수 있다. 제일 큰 것은 사회와 국가

없으나 적어도 우리 사회의 지금의 발전 단계에

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의 차원이다. 평등, 공정,

서 원숙한 인격은 절실하게 필요한 요건으로 말

정의가 사회 질서의 목표로 강조되어 이야기된

할 수 있다.

바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느

회 질서의 목표였고, 그것은 보다 넓게 이야기

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 거론되고

하면, 복지국가 또는 사회주의적이기도 하고 사

있는 대선 후보자들에는 불미스럽다고 할 수밖

회적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 목표를 말한 것

에 없는 여러 사건들--부도덕한 사건들이나 사

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실의 허위 조작과 같은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정당이나 정파가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

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사안들

하지 않는 지표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은 본인보다는 가족들에 연관된 일이라고 할 수

여러 정당--좌우 또는 보수 진보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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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러 정당에 두루 해당되는 정치 지표라

현실화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방안을 발견하는

고 할 수도 있다.

것이다. 적절한 정치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만 깊은 의미에서 내용을 더한다면, 이러한

인간 현실의 총체에 맞는 현실이 되려면 그것은

지표에는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존중, 생명체에

독단적 확신을 넘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되어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평

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회 정책이 비

등, 공정, 정의와 같은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

인간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이러한 독단론을 일

보다도 사회적 경쟁심 그리고 시의(猜疑)에서 나

단 유보하면서 심사숙고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

오는 가치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는 정치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큰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공평한 사회를 향한 지표가 현

유보하고 실천을 궁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

실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과 법을 통하여서

다. 다시 말하여, 큰 정치 지도자는 큰 목표를 생

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굳어진 법과 행

각하면서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

정의 규정이 되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진 사람이다. 참으로 정치의 힘의 정점에 서는 사

을 의식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나 정치적 목표

람은 큰 정치 이상을 마음에 지니면서 그것의 실

의 실현이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고착되어서는

천을 여러 가지로 현실 관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곤란하다.

사람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고려에는 자신

지금의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겠다

의 마음가짐이 그 기초를 가지면서, 유보를 가진

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고 할 것이다. 의식주(衣食

사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의 넓이는

住)란 말은 옛날부터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을 요

밖으로부터의 조언과 충고에 열려 있어 숙의(熟

약한 말이다.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추위

議)를 통하여 심화된다.

로부터 몸을 지키고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하
여 의복이 필요한 것과 같이 주택 또는 공간이 필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 능력 필요

요한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하여 적절

더 간단히 말하면 사물--사회와 국가 현실에

한 기준의 거주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대한 깊은 사유, 그리고 세상사와 그 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정책의 필수 사항이라

대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법과 행

은 과학적 사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 강제력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확신을 그 배경에

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갖는다. 그것은 사실의 인과관계나 그 인간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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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스스로를 맡기는 극기(克己)를 받아들이는

다.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승화를 집단적

확신이다. 이것은 과학적 탐구에서도 그러하다.

으로 성취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문화의 업

다만 사회적 국가적 실천의 영역에서는 보다 높

적들이고 기념비들이다.

은 윤리적 도덕 이상--실존적 차원에서의 믿음
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높은 사회적 실천의

현실의 여러 가능성 파악, 문화로 승화해야

지도자는 인간의 세속적 희망에도 열려 있어야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중(多衆)이 의망이나 욕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허영(虛榮)의 시대에

망이나 희망의 실현만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체

서 그렇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속적인 욕

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단순하고 조야(粗

망과 필요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野)한 욕망을 넘어 또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

다만 사회와 국가 정책의 입안자는 그것을 보

을 보다 높은 인간적 가능성으로 지향할 수 있는

다 높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문화적 업적으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참

로 지향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

다운 인간적 의의를 갖는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

를“카지노”사회라고 타매(唾罵)한 외국의 관찰

자는, 삶의 수준을 일정한 높이에 유지할 수 있

자가 있다. 사람들의 세속적 욕망에 대하여 관대

어야 한다. 그 높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실의

한 열림을 갖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회적 이상

여러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문화로써 승화

으로 만사를 지배하는 사회가 참으로 인간적 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도덕적 윤

능성을 실현해주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19세

리적 승화의 동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 말 영국에서는 당대의 자본주의를“허영의 시

것이 문화적 성취를 통하여 현실화될 수 있다.

장”
이라고 풍자하는 말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 어설픈 글은 우리의 새 대통령이 어떤 자질

“도금(鍍金)의 시대”
라고 조롱하는 말이 있었다.

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가를 말하라는 요구에 응

경제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이것이

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본 것인데, 한 가

고르게 향유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

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목표이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일정한 높이에 이

정치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

르면, 사람은 쉽게 허영과 과시(誇示), 도금한 삶

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좋은 사회는 너무 많은

을 바라게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

것을 권력에 의지하여 실현하려는 사회가 아니

한 욕망을 문화적 성취로 승화하는 것이다. 그것

라 스스로 잘 돌아가는 사회이다. 이것도 잊지

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집단적인 것이 될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역설은 이것도 정치의 도움

때 참으로 인간성의 승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

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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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감도와 부동층이 높은 이례적 대선
올해는 대한민국이‘대전환의 시대’
를 맞이해야 할
중대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
(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
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황 시절에 민
주당 루스벨트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1932년 대선이 중대 선거의 전형으로 꼽힌다.
그 이후 약 30년간 민주당 우위 체제가 지속되었다.
올해 대선 결과, 여당이 2016년 총선부터 5번의 전국
선거에서 승리해‘민주당 집권 20년 체제’
가 형성될
지, 아니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치 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16

동이 일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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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 2002년 대선과 2012

렀다. 여하튼 후보들의 이런 호감도 추세는 한

년 대선을 제외하고 제3후보가 늘 존재했다.

국갤럽의 작년 10월 3주(19~21일)때와 비교해

1987년 대선 김대중 후보(27.0%), 1992년 대선

도 별로 차이가 없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호감

정주영 후보(16.3%), 1997년 대선 이인제 후보

32%, 비호감 60%’
, 윤석열 후보는‘호감 28%,

(19.2%), 2007년 대선 이회창 후보(15.1%), 2017

비호감 62%’
였다. 다만, 안 후보는 호감도가 2

년 대선 안철수 후보(21.4%) 등이 15% 이상 득표

배 상승(19%→38%) 상승하면서 다른 후보들보

를 했다.

다 앞섰다.
이런 변화가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과 직

역대급 비호감 선거

결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역대급 비호감

이번 대선에선 제3후보들의 지지율은 취약해

선거는 지난 2017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큰 차

보이지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이재

이를 보인다. 2017년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긴 시

명 대 윤석열의 대결’
이 아니라‘심상정 대 안철

점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4월 4～6일) 결

수의 대결’
로 변화될 수도 있다. 심상정과 안철

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수 중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각각 진보와 보

는 38%로 1위,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33%로

수의 표를 잠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2위였다. 문재인 후보는‘호감 48%, 비호감

도 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역

35%였다. 20대에서 호감도는 60%에 달했다.

대급‘비호감 선거’
라는 점이다. 유력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는 호감이 58%로 비호감(35%)을

들에 대한‘비호감도’
가‘호감도’
보다 훨씬 높

압도했다. 특징적인 것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다. 한국갤럽의 올해 1월 첫째 주 조사(4일-6일)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았고, 자신들의 지지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율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 국민의 당 안

당시 지지율 3위를 달리던 자유한국당 홍준

철수 후보 15%, 정의당 심상정 후보 5%였다. 그

표 후보(7%)의 경우, 호감도는 14%였고, 비호

런데, 이재명 후보에‘호감이 간다’
는 36%,‘호

감도는 5배 정도 많은 77%였다. 후보 개인에

감이 가지 않는다’
는 58%였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 인물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박근혜 전

‘호감 25%, 비호감 68%’
였다. 20대에서 이 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몰락했기 때문으로 보

보와 윤 후보의 호감도는 겨우 22%와 10%에 불

였다. 여하튼 정치 상황이 후보 개인의 호감도

과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호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감도도 각각 38%와 30%로 역시 30%대에 머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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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후보 의혹사건 고발·입건

둘째,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낮은 평가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이 작년 10월에 실시한

이렇게 역대급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

조사(11일)에 따르면,‘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

일까?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는질

의혹 사건으로 고발·입건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문에 국민 절반 정도(49.1%)가 이재명 후보를 꼽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의 측근으로

았다. 특히 서울(58.7%)과 대구·경북(60.4%)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역에서는 6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

이‘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뇌물 및

했다.‘형수 욕설’등 논란에 더해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로 작년 10월 3일 구속됐다. 이제 관심

이 불거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은 대장동 특혜에 관여한 인사, 나아가‘윗선’
에

31.6%로 그 다음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 이외에

대한 수사의 확대 여부에 쏠리게 됐다. 대장동 특

전두환 옹호 발언 등 본인의 잦은 실언 등이 영

혜 의혹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수의 개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통해 수천

셋째,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만 주력했기 때문이

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은

다. 여야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정체일 경우,

누구인가? 화천대유의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상대방을 따라잡는 전략으로“네거티브 밖에 없

누구에게 갔는가?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는 어

다”
는 잘못된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떤 관계인가?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대한‘3대 의혹사건’
이 있었다. 이 후보 아들의 병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사

역비리 은폐 의혹, 이 후보 배우자의 기양건설로

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입건

부터 10억원 수수설, 이 후보의 20만 달러 수수설

됐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과정을 거쳐 이 후보와

등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사건들을 여권이 관

윤 후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대선 판에 엄청

여한‘3대 정치공작사건’
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KBS·한국리서치

캐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진실은 대선 후에

가 실시한 조사(2020년 10월 11~13일) 결과,

밝혀졌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

52.7%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의 지지

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런 의혹들로 이 후보 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응답했다. 한

지율이 5~10%포인트 추락해서 대선 결과에 심대

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41.6%가“영향을

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검증이라는 미명

미칠 것이다”
고 응답했다.

아래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외면한 채‘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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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식’
의‘닥치고 네거티브’
에 매몰되면 유권자

기행 등 국민의힘의 악재가 쏟아졌어도, 이재명

들의 후보들에 대한 피로감이 극대화되기 쉽다.

후보의 지지는 40%를 넘지 못했다. 한국갤럽 조

네거티브가기승을부리는또다른이유는대권주자

사 결과 작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캠프 핵심들이‘오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이

이 후보의 지지는 36%로 변함이 없었다.

후 논공행상을 의식해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석 달

셋째, 정권창출에 대한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

뒤 지방선거(6월1일)와 2024년 총선에서 이익을 얻

다 훨씬 높은 데 야권 대권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기위해후보에과잉충성하기때문이다.

지지도는 이런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글

어쨌든역대최고의‘비호감선거’
로아직마음을

로벌리서치·JTBC 조사(1월 5～6일) 결과, 정권

정하지못한부동층이역대급으로높다. 문화일보·

교체 여론이 55.3%로 정권 유지 39.2%를 압도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2021년 10월 29～30일)에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25.1%)는 정

따르면 내년 3월 대선에서‘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

권 교체 비율에 한참 못 미치고, 이재명 후보

했다’
고 응답한 무응답층(부동층)이 전체의 절반이

(38%)에게도 크게 뒤졌다.

넘는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정하지

이런‘비호감도 선거’
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야

못했다’
는응답자는특히중도층에서높아60.3%에

후보들은 무엇보다 일체의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달했고, 18～29세에서는무려73.9%나됐다.

서 벗어나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갤럽의 1
월 1주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국가담론보다 생활밀착형 공약 치중

결정할 때 유권자들의 중요 고려 요인은 무엇인지

이렇게‘비호감 선거’
가 지배하면 바람직하지

물어본 결과,‘능력/경험’30%,‘정책 공약’24%,

못한 현상들이 초래된다. 우선, 후보들은‘신한국

‘도덕성’19%,‘소통/화합’15%,‘소속 정당’5%

창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특권과 차별이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대선의 캐

없는 세상’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국가

스팅보터 역할을 할 20대와 30대의 경우,‘정책

담론’
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공약’
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와 35%로 능

생활밀착형 공약에 치중하면서‘탈모제 건강보험

력·경험(20대 23%, 30대 26%)보다 훨씬 높았다.

적용’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
,‘반값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등 미세 공약에 치중하게 된다.

적실성이 있으면 시행 일정표를 제시하는 수준 높

둘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지지율 박스권’
에

은‘스마트(SMART) 매니페스토 공약’
만이 높은

갇히게 된다, 가령, 선대위 혼란, 후보 배우자 김

비호감과 무당층 선거의 늪에 빠져있는 대선을 구

건희씨 경력 부풀리기 의혹, 이준석 당 대표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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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대통령의 자격

대선후보의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
朴燦柱
변호사, 15대 의원
국민회의 총재 법률담당특보·원내부총무
시인

아무도 우리의 힘을 탓할 수 없는데 누가 그것을 알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What need we fear who knows it when none can call our power to account?)
- Lady Macbeth

상황은 엄중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버티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및 제1야당

것이 왕도」
라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과 대통령

의 후보들이 결정되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에 당선되면 뒷배로 작용할「불소추특권」
으로 재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어 온 과거의 정치풍토에

임기간에도 더 이상의 실체 규명은 사실상 불가

비추어 두 당 후보 중 어느 한 후보가 대통령에

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정부에서는 범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후보들이 선거

와의 연루 의혹이 논쟁중인 대통령을 통치자로

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와의 연루 의

「모시는」초유의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혹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단계에선

의사결정자 중에는 정권재창출이나 정권교체

겨우 수면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의혹들이기

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or myside bias)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체를 참작하면서 투표라는

에서 투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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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결정자들로서는 의혹의「참」또는「거

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판결이

짓」
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단계에서 투표가 이루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대통령

어졌기 때문에「참」또는「거짓」
이 밝혀졌을 경

직의 취임과 동시에 상고심의 판결 선고가 허용

우와는 달리 의사결정 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비상

다. 실체가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의사결

식적인 상황까지 허용되어야 한다면, 대통령으

정은 국가를 위해서건 개인의 입장에서건 바람

로서는 어떠한 압력이나 핑계를 동원하여서라

직한 결과는 아니다. 이를 되돌려 바랐던 결과

도 재판의 진행을 막으려할 것이다. 재판계속중

로 돌이킬 길은 있는가? 없다. 왜 그러한가? 헌

의 사건은 많든 적든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법 제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대통령 선거에 임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무시하고 부정·불법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유

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

인이 된다. 이러한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문자 그대로」

있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직선

해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

거법 위반을 이유로 소추가 추진되거나 소추되

리는 대체역사(alternate history)를 쓰는 것으

었던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례가 없

로 만족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었다는 이유가 부정·불법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에서 출발하며, 우리의 헌정이 대체역사의 소재

유인이 된다는 우려에 대한 반대논리가 되어서

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는 아니 된다. 불소추특권의 악용에 대해 어느

제시하고자 한다.

법학자도 문제 제기를 아니 하는 풍토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당선자가 일단 대통

불소추특권 악용의 대표적 예

령직에 취임하면 경쟁후보들은 물론이고 시민단

취임 전의 범죄행위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체나 시민 모두 논쟁되었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이었다고 가정하자. 재판 중의 형사사건의 운명

위반행위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을 포기하는 것

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은 불소추특권 때문이다. 끝나버린 선거를 대체

무작정 미루어두어야 하는가? 심지어는 당선자

역사의 소재로 돌려버리는 체념 때문이다.

가 취임 전에 이미 형사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
역형 선고를 받았고 무죄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위의 신성화는 입헌취지가 아니다

확립된 판례이론에 비추어 사실오인·법리오해

불소추특권에 관한 제헌헌법 제67조는 제헌

를 이유로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

헌법 제정과정에서 의원내각제 안이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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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바이마르헌법

로 들고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을 제창한 제임스

제43조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1세는 1603년 국왕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한 정치

「특권」
으로 격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

철학에서 대권은 신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헌취지에 대해 통상적으로는「대통령의 직책의

분명히 하고 있다.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대권의 존재 근거가 인민의 이익에 있다는 영국

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에서의 전통이 우리 헌법과 관련하여서 부정할 성

위한 것」
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질의 것은 아니다. 사면에 대한 대표적 남용은「자

「국가의 원수로서 ⋯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

기사면(self-pardon)」
이다. 자기사면은 미국에서

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닉슨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시도되었다

것」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라는 지위

가「Nemo iudex in causa sua(어느 누구도 자기

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 하에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는 명제를 위반한

서 미국이 차지하는 국격에 비추어볼 때 불소추

다는 반대론에 부딪쳐 모두 좌절되었다. 불소추특

특권은 국격(國格)과는 무관하며, 헌법재판소가

권은 재임기간 중 소추를 당하지 아니할 뿐 한정

설시하는 입헌취지는 잘못이다.「국가원수」라

적으로 소추가 면제될 뿐이기 때문에「완전한」소

는 용어는「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

추면제 의미의「사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국

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통령들이 시도했던 것은 자기사면이며 완전한

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가 허

소추면제의 시도이다. 불소추특권은 재임기간 중

용된다는 환상을 가지도록 하는 위험성 있는 용

소추 불허에 국한되지만「사실상」
의 소추의 제약

어이다. 국왕의 불소추특권은 연혁적으로「신성

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

불가침」
과 관련을 맺고 있다.

권은「부분적 자기사면」
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대통
령의 지위에서「국가원수」
라는 지위는 삭제되어
야 마땅한 규정이다.

왜 하늘에 대한 호소인가?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이론은「전쟁상태」
라
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전쟁상태는「만인의 만인

「대권」
은 무제한적 권력 아니다

에 대한 전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불소추특권은「대권」
으로서의 성질과「부분적

으로 표현된다. 전쟁상태는「재판관」
이 부존재

자기사면」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사회계약론

한 상태를 의미한다. 설사 재판관이 존재한다고

자 존 로크는 불소추특권을 대표적인 대권의 예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편향적이면 전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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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war)이 된다. 존 로크는 정의가 실현

되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제한이 따르며,「인민

되지 못하는 것이 재판관에 의한 정의와 법에 대

의 이익」
이라는 목적론적 제한을 벗어난 특권

한「악의적」
인 왜곡과 편향성에서 기인하는 경

의 행사는 헌법 제84조가 예정하는 특권의 행

우에 있어서「하늘에 대한 호소(appeal to

사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축소해석」
의

heaven)」
가 유일한 호소 수단이라는 점을 역설

문제이다. 또한 악용된 행사에 대해「권리남용」

하고「혁명권」
과 연결시키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이론을 적용하여 효력을 무효화 하는 길이 있

서 패배한 트럼프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가 개

다. 불소추특권은 공권이지만「법의 지배」
를선

입되었음을 주장하고 넌지시「혁명」
을 부추겼던

언하는 스위스연방헌법 제5조에서는「국가의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주장의 타당성은

활동은 공익에 부합하고 그 추구하는 목적에 비

접어두고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국가기관 및

의사당 점거 시도를 통해 사실상의「내란」
으로

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

돌입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하늘에 대한 호소」

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응하는 규정을

가 명분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불소추

두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여 그 취

특권」
이 악용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정

지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남용

할 때, 이를 막는 가장 간단한 지름길을 찾아야

이 신의성실과 대척점에 있다. 선거과정에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거졌던 범죄의혹과 관련하여 후보가 대통령
에 당선되더라도 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검

불소추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언

찰의 소추를 용인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불법·부정선거를 부

이미 소추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예정되어

추기는 동인이 될 수 있다면, 대권이 대통령에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소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

게 주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대권의 행사는

지 않고 협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민 앞

「인민의 이익」
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목적상의

에서 명백히 선언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후보가

한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악용의 방지

요구에 응하는 방법도 있다.

는 악용된 특권의 행사를 무효화 하는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논리는 헌법 제84조가

「가짜대통령」
에 의한 통치를 방치할 것인가?

불법·부정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동인이 된다

필자는 종전부터「대통령직에 취임한 당선자

는 데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에게 인정되는 특권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당

대권의 일종인 이상「인민의 이익」
을 위해 행사

선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대통령 당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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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위는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후보가 대통령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목적을 제공하는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비로소 취득하는 자격

법은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한다」
.

이다. 여기서의“당선”
이란“적법한”당선을 말

「수단」
에는「구제수단」
이 포함된다. 제공되는

한다.」
라고 주장하여 왔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

수단은「용이하고 안전한」것이어야 한다. 미국

령 선거가 아닌 다른 공직선거인 경우에는 선거

연방대법원은 Marbury v Madison 사건 판결

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부정선거를 이

에서 사법심사권의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거를 통해 획득한 공

명제:「ubi jus, ibi remedium(권리가 있으면 구

직을 상실하는데도 선거가 대통령 선거이고 대

제가 존재한다)」
을 끌어들였다.

통령직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헌법 제84조의 불
소추특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직

구제의 길은 재판소의「의지」
에

에서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소추하여야 하고 소

존 로크의 혁명권에 관한 논급은 혁명권 자

추 결과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소추특

체를「초」
헌법적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받으려 하는데 있지 아니하다. 로크의 논급은

달라고 한다면, 재임기간 동안의 통치는「가짜

「하늘에 대한 호소」
가 최후의 길로 남아 있어

대통령(fake or sham president)」
에 의한 통치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고, 정의가 실현되지

를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직은

못하는 것이 재판관들에 의한 정의와 법에 대

「적법한」선거를 통하여 취득한 지위이어야 한

한「악의적」
인 왜곡과 편향성에서 기인하는 경

다.「적법한」선거는 직의 취득을 위한「자격요

우에는「악의적」
인 왜곡과 편향성을 중지하여

건」
이고 특권은「자격요건」
을 갖춘 대통령에게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민들이 로크의

주어지는 것이지, 불소추특권에 의해 어쩔 수 없

입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혁명권에 호소할

이 유지되어야 하는 지위는 아니다.「적법한」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리지 아니하도록 하여달

거가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선재하는 당위성의

라는 기원이요 바람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근거가 여기에 있다. 부정·불법선거의 사후적

헌법과 관련지어 말한다면「하늘에 대한 호소」

방치는 불소추특권의 악용과는 무관하다.「악

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 추구이고

용」
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의 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의 본질에 해당하며(제10

행을 용인하는 것은「가짜대통령」
에 의한 통치

조),「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의 방치이다.

아니하여야 하는」권리에 속한다(제37조 제1

특권의「악용」
에는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수

24

항)는 소박한, 최소한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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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정을 되돌리면 로크의「하늘에 대한 호소」

었고 그 후 직무에서 배제되며 왕으로부터 판결에

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권리는 혁명권을 주장

대한 정정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The Case of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게 해달

Proclamations(포고령 사건)와 관련하여서는 결

라는,「오늘도 무사히」
라는 권리에 속한다. 인

정내용이 너무 논쟁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험하여

민들의 권리가「불소추특권」
의「악용」
과 연결

코크는 자신의 생전에 출간된 11권의 보고서

되는 경우에도 인민들에게「권리」
가 존재한다

(Report)에 싣지 못하고 사후 증간된 12권에 보고

고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에 실렸을 정도였다. 보고서는 코크가 사망한

「불소추특권」
의「악용」
이 이루어진 경우에「구

1633년 국왕에 의해 몰수되었다가 영국 내전이

제」
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우리는 찾아내야

시작되며 의회가 그의 장남에게 반환하였다. 존

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축소해석, 남용이론 포

로크와 함께 미국 독립전쟁의 이념적 근거를 제공

기라는 수단은 그 일단이다.

하였던 Algernon Sidney는 저서 때문에 반역죄
로 처형되었다. 유죄의 증거로는 저서의 견본 정

우리는 재판관들의 결기를 꿈꾼다

도이었으며 비밀리에 저술된 것으로 출판이 되지

제임스 1세가 1603년 국왕으로 취임하면서 부

도 아니한 상태였다. 그가 애용한 라틴어 표어

각된「왕권신수설」
은「교황은 전체 세계의 속사

「manus haec inimica tyrannis(전제군주의 적,

(俗 事 )에 관 한 통 치 자 는 아 니 다 」라 는

이 손)」
는 통치자의 입장에게는
「반역」
으로 평가하

Bellarmine의 주장에 힘을 입은 바가 컸을 것이

는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다. 그의 저서는 금서목록으로 내몰리는 위기까

17～8세기의 영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

지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바로 이어지는「속사의

는 성숙한 민주주의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

통치자는 자신의 통치권력을 신으로부터 끌어내

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코크와 시드

는 것이 아니라 피통치 인민들의 동의로부터 끌

니는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왕권과 대립하

어내기 때문」
이라는 논거는 대권은「인민의 이

며 투쟁하였다. 특히 시드니는 교수형까지 처해

익」
을 행사되어야 한다는 방향제시이다.

졌다. 인민들은 재판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

에드워드 코크가 Bellarmine의 주장에 얼마나

구하지 아니한다. 불소추특권에 대한 악용은 막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입법권과 대권

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Lady Macbeth

에 대해 큰 제한을 설정하였다. 코크는 Dr.

는 속으로 웃을 것이다.

Bonham’
s Case(의사 보넘 사건)와 관련하여 민
사법원에서 King's Bench(왕좌부)로 강제 이동되

「아무도 우리의 힘을 탓할 수 없는데 누가 그
것을 알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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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대통령의 자격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할 대통령 뽑자

올해 3월 9일은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
령을 뽑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경
제성장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성장을
위한 방법론은 투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집권 5년 간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여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관련 각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등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
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저성장의 주범은 저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촉
진책으로서 기업에서 탄소세를 징수하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정
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성장정책을 박정희식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워 국가 주도로 밀고 나가겠다는 복안이
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

姜金植
13대 의원
前 헌정회 정책실장
前 성균관대 교수

26

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 국가 주도로 성장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통하는 발상이다. 과
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대기업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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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막대한 통치자금을 거둬들
이는 대가로 온갖 특혜를 베
푸는 정경유착을 고리로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 수출 성
장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바뀌
었다.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
을 추진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데 어떻게 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찾아볼 수 없다.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고 다만

있다는 것인지 근거가 확실치 않다.

정부는 적극 지원만 하면 된다.

(3)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청년세대 절망

(2) 디지털 전환이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

의 주범은 성장률 저하이고 이는 저소비 때문이

든 전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므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는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징수하여 국민에 기

디지털 기업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

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탄소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통적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탄소

인 기업 운영방식이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세는 탄소 감축 기술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등 사회경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게 된다.

해야 마땅하다. 탄소세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

이는 규모가 방대한 사업으로서 장기적 목표

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한편 기본소

는 될지언정 135조 원을 투입해서 전 산업의 모

득은 푼돈 수준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지

든 기업들로 하여금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은 실

도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적 효과

현 가능성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

도 미미하여 선진국에서는 전혀 사용하는 정책

서 디지털 전환은 각 개별 기업들이 처한 환경

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란 표를 얻

에 따라서 각자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만

기 위한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하면 된다.

여기에 규모도 방대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200만 개의 일자

높은 성장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올

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가능할지 의문이 제

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기된다.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

의 성공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솔루션이기 때문

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에 다음 대통령은 이에 올인해야 마땅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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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살아오면서 세 번 산업혁명을 겪었고 이제

불평등, 빈부격차, 임금격차, 고용불안문제 등

네 번째 산업혁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1차 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업혁명은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노동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조

을 대체한 기계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미

업의 융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분야에서

국에서 전기와 석유를 활용한 자동화된 생산 조

그런대로 글로벌 강자로 군림해 왔다고 할 수 있

립 라인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된 생산 혁

다. 주요 제조업으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

명이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에 아

체, 기계, 스마트폰, 석유화학 등이다. 즉 4차 산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업혁명의 성공에 필요한 토양은 갖추어져 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 컴퓨터와 인터

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잘 닦아 놓았지만 그

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정보화 혁명

위를 씽씽 달릴 수 있는 차량과 짐이 없는 것이

으로서 정보와 지식이 거대한 자본보다 새로운

문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

생산요소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3차 산업혁명

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소

기간에 한국은 후발 주자였으나 그동안 이룩한

프트 파워 부문에 대한 기술혁신이 시급한 실정

성취는 대단하였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

이다. 이렇게 부족한 소프트웨어 부문의 기술혁

하였고 정보산업 분야의 육성정책에 따라 반도

신을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혜

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에 있어서도 괄목할

택 등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하

만한 성장을 이루어 정보 강국이 되었다.

기 좋은 국가 건설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창 진행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개혁과 인공지능 학과 증설을 통한 디지털 전문
가 50만 명을 육성해야 한다.

에서 슈밥 회장이 처음 언급한 이래 미국, 일본,

제조기업에 핵심기술을 접목하려는 목적은 생

독일, 중국 등 제조업 강국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산 활동 전반을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하는 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

4차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로 우리

리를 구축하면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은 비교

인간의 삶에 엄청난 혜택과 풍요로움을 줄 것이

적 쉬운 일이다. 스마트 팩토리로 성공한 기업은

다. 다방면에 걸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다.

독일의 아디다스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높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곧 시내를 씽씽 달릴

인건비 때문에 운동화 생산라인을 중국과 베트

것이다. 창의성, 사회성, 정교함, 판단력이 요구

남으로 오프쇼어링한 지 23년 만에 2016년 독일

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지만 사회적

로 리쇼어링하였다. 연간 50만 켤레 운동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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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거에는 600명의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지금

문제를 완화하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

은 로봇 12대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10명이면

성하여 경제 규모 G7으로 진입하는 첩경이 될

충분하고 배송시간도 6주에서 24시간으로 단축

수 있다. 중소 상공인들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

되었다. 이제 인건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스마트 팩토리의 수는 몇

산업은 대부분 젊은 스마트폰족이 담당해야 할

개 되지 않지만 빨리 급증할 필요가 있다. 임기

영역이다. 청년 창업이 활발한 나라는 미국과 중

내에 스마트 팩토리 1000개 업체를 구축하겠다

국이다. 우리는 이들 나라와 달리 규제가 너무

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심하여 위험한 창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다. 미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국에서 실업률이 3%대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

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성공한 나

하는 것은 청년 창업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알려

라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

져 있다. 중국은 현재 대학생 중 약 40%가 벤처

어갈 것이다.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

창업이라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개척하고 있

중 간 경제전쟁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쟁

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의 젊은

이다. 기술패권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중국제조 2025”
라는 혁

벤처 기업의 50% 정도는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

신전략을 통해 독일과 일본 수준을 넘고 궁극적

니 대학을 졸업하고 모험 기업에 뛰어들려고 하

으로는 2035년에서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겠

겠는가? 일류 대학을 나오면 철밥통 공무원 고

다는 중국몽을 부수는데 올인하고 있다. 두 나라

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간 패권 경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중국이 패망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법령을 혁파해서 한 번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고 매진

법자로 낙인찍지 말고 악의가 아닌 경우 재기할

해야 한다. 제조업 육성만이 먹고 사는 문제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유일한 솔루션이다. 박정희, 전두환식 국가 주도

확대 개편하여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을 기술

대기업 성장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

적·금융적·세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원하에 대기업과 중소 제조 민간기업 주도의 수

심각하게 고려함직하다고 하겠다.

출 성장정책을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4차

새로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을 것이

산업혁명의 성공만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다. 먹거리를 해결할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할 대통

되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청년층의 실업

령은 우리 국민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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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샳 揮毫

壯牛萬戶耕豊去(장우만호경풍거)
猛虎千家載福來(맹호천가재복래)
씩씩한 소가 만호에 풍년을 갈려고 가고
맹호가 천가에 복을 싣고 돌아오네

連谷 뿠鎔采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서화위원장
5選 국회의원
前 정무장관
前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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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회원 신간

金重緯(12·13·14·15대) 회원『시대는 아픔이다』
김중위 원로가 최근 자전적 에세이집『시대는 아픔이다』
를 발간했다.
김 원로는 정계 은퇴 후 시론이나 정국에 대한 평가를 담은 칼럼니스트
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그런지 자전적 에세이는 그동안 집
필해온 글의 결이 다른데 할 수도 있겠지만 장장 8년에 걸친 과실이라
그동안 문필 활동의 방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발간 배경은 8년 전 수필 전문지『수필시대』
에 기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필시대의 발행인 성기조 교수의 부탁으로‘수필로
쓰는 나의 자서전’코너에 집필한 원고들을 묶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란다. 책 목차를 펼쳐보면 인생의 파노라마다. 일제 강점기 출생에
서 시작해 6.25전란중 중학생활, 잿빛 대학 생활, 사상계 근무 이야기,
정치 입문기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했다. 사상계
사장을 맡은 장준하 선생이 국회 진출하면서 장준하 선생과 단짝인 부완혁 조선일보 주필이 사상계를 맡으면서 사
상계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 편집장으로서 에피소드 등도 담았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현민 유진오 박사와의 인
연으로 보좌관이 되어 의원회관에 출근해보니 바로 옆 사무실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도 소개했다.“어느 날 김대중 정책위원회 의장이 나를 불러 앰버서더호텔 몇 호실로 오라는 것이다. 한참을 기다
리고 있는데 의장이 나타나더니 받아쓰라는 것이다. 당의 정강 정책을 구술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명석한 사람
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메모 몇 장을 가지고 와서 정치부문부터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엮어가
는데 청산유수였다. 몇 시간을 그러더니 한번 훑어보지도 않은 채 훌쩍 방문을 열고 떠나면서 나보고 알아서 인쇄
에 넘기라는 것이다. ⋯ 그런 정도의 명석함을 지녔으니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고 회고했다.
4선의 필자는“정치의 현장, 그곳은 삶과 죽음이 뒤엉켜 희뿌연한 매연을 뿜어내는 지옥의 동굴과 같은 곳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죽음의 전쟁터보다 더한 긴장이 팽팽하게 시간의 줄을 잡아당기며 언제 그 줄
이 끊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순간 순간들이 정치의 현장을 뒤덮고 있기 때문”
이라며 코미디
같은 정치라고 소묘했다.
필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월간 사상계 편집장, 현민 유진오 박사
보좌관, 민정당 대변인, 국회예결위원장, 초대 환경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국제펜 한국
본부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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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선거와 공정성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
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신 결정
하고 이를 집행할 대표를 제대로 뽑는 선거제도를
잘 갖추는 것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 결과 사전투표와 본 선거 당일의 투표결
과가 판이하게 나와서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각종 공직선거 때마
다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2016. 제20대 총선 때

32

沈揆喆

부터는 2일 동안이나 사전투표 기간을 허여하고 있

변호사
16대 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음)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사
전투표제가 헌법위반 등의 법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따라서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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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할 것인지 기타 현행 공직선거법이 안고 있

1개소 이상 설치되는 기일전 투표소에서의 투표

는 개표 방법 등의 문제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

만 허용된다.

가들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민주주

독일의 경우는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만을

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

허용하고 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동

신을 해소하여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신청하면 2-3

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심각

일 내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되고,

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수령한 투표용지에서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 체
크를 한 다음 파란색 봉투에 넣고, 그 후에 투표

각국의 사전투표제도

인 자신의 서명을 한 편지와 파란색 봉투를 분

사전투표제도는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홍색 봉투에 넣어서 반송하는데, 이렇게 2중의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사전투표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

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2일 동안) 전국의 어느

한 것이다.

투표소에서나 사전 신청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1).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르나 대체로 사전투표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오랜 선거 역사 속에

제도는 우편투표와 사전현장투표(선거구 투표

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사전투표제도를 마련하여

소) 2가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 기간은 우리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제도의 문

보다 길지만(대선의 경우 14일 정도 된다고 함)

제점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들 나라의 제도를 참고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하되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발

시스템은 아니다.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자 본인

견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

이 우편투표신청을 할 때 선관위에 서명을 신고

는 아니 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생각한다.

하게 하고 투표지 반송용 봉투에도 서명하게 하
여 우편투표를 신고한 사람과 투표한 사람이 동
일인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허용 이유 및 그 한계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직선거가 갖는 중요성에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사전투표(기일전 투표)

비추어 볼 때 그 선거에 가급적 많은 국민(시민)

허용 기간(선거일 6일 전부터 2일전까지 5일간)

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

은 길지만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실시할 수

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규의 선거일에 부

있는 것은 아니고 투표자가 속한 각 市區町村에

득이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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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예외적으로 다른 날에라도 투표할 수 있는

장하는 것으로서 민의를 정확하게 선거에 반영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다.

하여 국론을 결집하고자 하는 선거의 의미를 퇴

한편으로 공직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기간(대

색시킬 가능성을 크게 한다 하겠다.

통령선거:22일, 기타 선거:13일)을 정해 둔 이유

3) 선거결과 왜곡

는 최소한 그 기간 정도는 허용해야 후보자는 자

지난 4.15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결과와 본선

신을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알릴 수 있고(
‘알릴

거 당일의 투표결과가 판이하게 나온 경우가 상

권리’내지‘유권자에게 다가갈 권리’
), 유권자

당히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결국 광범위한

도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유권자의

사전투표의 조장으로 인해 투표결과를 왜곡시킨

‘알 권리’
)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때문이라 하

셈이 된 것이라 하겠다.

겠다. 후보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

4) 후보자의 입장에서는(특히 신인의 경우) 법

운데 투표율만 높이고자 사전투표율을 높이려는

정 선거운동 기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것은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단축됨으로써 제대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따라서 사전투표제도는 위 양자를 절충할 수 있

를 박탈당해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놓

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

칠 수도 있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피선거

관점에서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중요한 몇 가지 문

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안전성과 보안성 결여
본 선거일까지 투표함을 장기간 보관함에 따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른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와

문제점들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편물의 형태로 우

1) 사전투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한

체국을 통하여 개표소까지 오는 과정에서 안전

하여 인정해야 함(신청주의원칙). 사전투표는 그

성과 보안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직전 주 금요일과 (대부분이 휴무인) 토요일 2일

6)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에 걸쳐 허용되어 오히려 본투표보다도 더 광범

이에 관한 논의에 앞서 역대 선거에 나타난 투표

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율에 관한 통계를 보도록 하겠다.

2)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투표하여 민의를 정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광범위한 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전 투표를 많

전선거의 허용은 제한된 정보에 의한 투표를 조

이 하고 나서 정작 본 투표일에는 선거에 많이

34

01-96(2월)수

2022.1.21 14:48

페이지35

MAC-4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공직선거법 제44조
의 2)- 문제는 없는가?

지난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넣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러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해킹당할 위험 등

일으키고 있다. QR코드를 풀면 어느 선거인이

선거관리상 예상 못한 위험을 당할 요인은 없을

투표한 용지인지도 알 수 있게 되어 결국 비밀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화이트 해커 몇 분에게 의

거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

견을 물어봤다. 화이트 해커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8)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의 형식적 운용

에 접근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의견을 말할 수는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 제도는 이미 많은 문

없지만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언제든지 해킹의

제를 노정하고 있는 사전투표의 경우 그나마 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전투표관리관이 투표자의 투표 참여를 직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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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투표함 이송이나 보

해킹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

관과정에서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우려를 해소

전자기구의 사용을 금했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

하기 위한 것일 터인데도,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소는 2009년 3월 3일“다른 헌법적 요구가 예외

하고 형식화하여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시키

를 인정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중요한 과정들

고 있다.

은 공개적 점검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자선거
기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선거절차 및 개표 상황

현행 공직선거법과 개표 방법의 문제점

의 모든 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점검될 수 있어야 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구·시·군 관할 선거

다”
는 이유로 2005년 연방의회 선거 후 일부 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개표가 가능함

민들이 전자기구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1)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제21대 총선)을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계기로 개표 과정의 문제에 대한 의혹이 대대적으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로 불거져 나와, 이를 둘러싸고 근거 없는 의혹 제

은“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기라는 의견에서부터 중앙선관위가 개입한 조직적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

인 개표 부정이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자(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별로 구분하거나 계

국론분열 현상이 나타나서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다음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

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하겠다.

하더라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개

이 모든 것이 개표를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투표지 분류와 계
수기를 이용한 득표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현
행 개표 절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등을 보조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2)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박대출 국회의원 등
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78조 제1항

유럽의 경우 스위스·네덜란드·독일 등에서

에“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선거에 전자기구를 사용할 경우, 모든 절차에서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된다면 불법이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이

는 이유로 전자기구를 이용한 투개표를 금지하고

용할 수 있다”
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에 전자투개표가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 시연을 해 본 결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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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를 구
분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개표장소까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는 독일식의 우편투표방법
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동하여 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개표

▲사전투표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제도개선

의 신속성과 안전성 및 효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는 비판이 일고 있다. 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그

은 박대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

장소에서 개표를 하게 하면 개표도 1～2시간 이

정안 정도의 개정(우편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내로 끝나게 되고, 투표함을 이송하는 번거로움

이송·보관 과정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고,

과 그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도 해결되며, 예산

사전투표용지의 절취한 일련번호지가 관할 구·

도 절감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되도록 하는 내

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결론

다가오는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에서

▲통합선거인명부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지만 있으면 현행법

본다. 국민들이 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무오류

으로도 수개표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

성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고, 쉽게 검증할 수

이지만, 이를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수개표

도 없는 부분이다. 앞서 본 독일 헌법재판소의

를 원칙으로 하자는 박대출 국회의원 등이 발의

결정 취지가 옳다.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

▲사전투표제도는축소되어야마땅하다고본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 투표일에 사정상 투

과하기를 기대한다.
▲투표소 개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투표를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과 편법 위주의

사람들에게만 사전투표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

선거관리(앞서 본 QR코드 사용, 사전투표용지

게 해야만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허용한 취지(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제도의 형식화)는 막아야

권자의 알권리, 후보자의 알릴 권리)에 맞는다.

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구·시·군의 長)로부터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파일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이를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의 모든 투표소의 컴퓨터와 연결되
게 해서 사전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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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선거와 공정성

역대 부정선거 논란의 시사점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다수의 총의를 왜곡하는 현상
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야만 할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대선에서조차 부정선거
주장과 이후 법적 과정이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우리나라
에서는 선거제도가 완전무결하며 어떠한 검토와 개선의
지점도 없는가?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 부정선거 사례, 주장
등을 검토하며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15 부정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3·15 부정선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기붕 부
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관권, 금권 선거였다. 이승

38

吳慶勳

만 대통령은 선거 한 달 전 야당 조병옥 후보의 급서(急逝)

16대 의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명지대 연구교수

로 인해 자동당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유당으로서
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당
시 헌법을 고려하여 이미 86세 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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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계자로 이기붕을 부통령에 앉히기 위해 부

업무’
, 청와대는‘본연의 업무’
, 경찰은‘적법한

정선거를 자행한다.

수사’
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 수법은 △40%(4할) 사전투표 △3인조·5

언론에‘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정치깡패·내무부

으로 규정된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이 접수 1년여

공무원 동원 압박 △민주당 등 야당 참관인 매

만에 진행되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일

수, 축출 △천문학적 불법정치자금 모금, 살포

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등을 총망라했는데, 개표과정에서 이기붕의 득

더 이상‘관권선거’
를 자행해도‘별 문제없다’

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급히

고 여기는 풍토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더

79.2%로 득표율을 조작할 정도였다. 이러한 극

나아가 공직선거법, 공무원법 등에 해당 행위들

도의 무리수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자

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하여 이른바‘패

유당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였다는 점, 정작 이

가망신법(敗家亡身法)’
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승만 대통령은 1965년 91세로 영면하였다는 점

적·제도적 보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 3·15와 같은 부정선거를 기도
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정

다른 한편 국가 예산을 볼모로‘퍼주기식 공
약’
을 남발하는 행위는‘신(新)금권 선거’
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는가?

부·여당이‘선거전략 문건’
에 나오는 각본대로

1960년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경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경찰을 동원해 야당 후

규모와 국가 예산 때문에 3·15 당시에는 생각

보를 압수 수색한다면 이것을‘신(新)관권 선거’

조차 못했던‘포퓰리즘 공약’
이 난무하는 현실

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다. 고무신, 막걸리를 퍼주어야만 금권 선거

실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볼 때 지난 2018

가 아니며 어찌보면‘새 발의 피’
일 뿐이다.

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

적어도 국회예산처 등에서 대통령선거와 광역

졌다. 여당 후보 캠프의 선거전략 문건에 나오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에서 각 후보의 공약 소

는 대로, 여당이 전략공천 하고 청와대 행정관

요예산 총액을 추산하여 선거운동 개시일에 공개

은 후보와 공약 협의를 하는가 하면 환경부 장

하는 방안의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은 현장을 방문해 함께 보고를 받았다. 여당
후보 측근의‘제보’
를 바탕으로 한 청와대의 수

13대 대선‘구로구청 부정투표’
와

사지시에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2016년 재개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여당은‘일상적

87년 대통령 직선제는 야권분열로 인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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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그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논란과 오해를 막을 수 있

러나 12월 16일 투표 당일“구로구 선관위가 투

을 것”
이라며“선거 연구의 기초자료들을 정리

표함을 밀반출한다”
는 제보에 시민 수천 명이 구

해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제도 변화의 상관관계

청에 결집하여 공개개표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연구들을 확산

열었고, 이에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강제진압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으로써 공분을 자아냈다.

29년 만의 검증과정을 통해 시간이 흘러 당락

평민당 김대중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부정

여부가 더 이상 초점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제도

선거가 없었다면 내가 승리했을 것”
이라고 주장

의 개선·보완을 위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했다. 그는“13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시사

불법 무효”
라고 발표하면서 △유령유권자 조작

점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재자투표 조작 △지역구‘릴레이투표’지시

지난 대선 관련 청문 조사 등도 상당 부분 당락

△전국 정신박약자 대리투표 △환표·함바꾸

여부가 아닌 투·개표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부정개표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민

특이한 사실은 이때 이미‘컴퓨터 부정선거’

주주의의 자기복원력’
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장도 나왔다는 점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제 2016년 7월 14일 재개표 결과 부정선거

은“개표과정의 컴퓨터 조작설이 사실이라는 증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노태우 후보의 우세

거를 포착했다”
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개표가

가 드러났다(당시 우편투표의 경우 대부분 여당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TV에 보도하는 경우

후보 우세였는데, 이는‘강압적 병영투표’
의문

가 무수히 많았고 △일부 시간대의 TV집계수와

제 차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의 집계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특정 후

재개표 직후 보고서를 통해“절차적 부분에서

보의 득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줄어드

선거관리가 소홀한 면은 있었으나 구로구을 우

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들었다.

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다”
고밝

‘구로구 부정투표설’
의 진상은 29년이 지나

혔다. 그럼에도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일괄이

밝혀졌다.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에 구로구

송하는 혼잡을 피하고자 우편투표함을 사전이

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을

송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명확한 규정

신청하고, 선관위가 이에 응해 성사된 것이다.

이 없었던 투표함 이송 규정을 마련하는 단초가

정치학회는 이 진위 검증에 대해“선거와 관련한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명확히 밝히고, 이로 인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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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전자개표 조작설’

18대 대선‘미분류표 부정개표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 직후
‘국정원 중견

2012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불구하

간부’
로 본인을 소개한 한 누리꾼(이는 사칭으로

고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실제로는 특수학교 교사로 밝혀졌으며 나중에 실

100만 표 이상의 표 차로 패배하자, 민주통합당

형을 선고 받았다)이“전자개표는 조작이 가능하

일각에서는 방송인 김어준과 함께‘미분류표 부

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화제가 되

정개표설’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노무현의 표로 분리된 표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된‘재확인 대

사이로 이회창의 표가 들어갔다는 것, 전자 개표

상 투표지’
가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에 쏠려 있다고

기의 오작동, 개표 부정의 가능성 등이 골자였다.

지적하면서, 어떤 세력이 선관위 컴퓨터(투표 분류

이회창 지지자들은 캠프 점거 및 항의 전화를

기)에 부정적인 접근을 했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통

통해 재검표를 요구했고, 이에 서청원 대표가
‘전자개표 조작설’
에 동조하면서 당선무효 소송
을 제기했다.

해 전자개표가아닌‘수(手)개표’
를 요구했다.
김어준은 한발 더 나아가“통계적으로 철저히
기획된 숫자(득표율)가 발견됐다”
는 의혹을 다룬

2003년 1월 27일 전국 244개 개표소 가운데

영화‘더 플랜’
을 제작했고, 여기에 민주통합당

40%인 80여 곳에서 5억 원의 비용과 8,000명의

일부 의원이 가세하면서‘수개표론’
은 확산됐다.

인원이 동원되어 대법원 관리 아래 헌정 사상 초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18대 대선 무

유의 대규모 재검표(1,104만 9,311표)가 이루어

효 소송’
이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선관위의“공개

졌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고 노무현

재검표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후보는 816표가 줄어드는 당락과는 관계없는 근

는 주장에도 김어준 측이 답변을 회피하면서 논

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결국 한나라당은 소를 취

란은 수그러들었다. 이 논란은 현재 제기되는

하하고 서청원 대표는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

2020년 21대 총선 부정선거론 중‘개표 부정’대

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목과 유사한 내용인 바, 당시 현 여당 측 인사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의혹 제기에

이 대안으로 제기했던‘수개표’
원칙은 현재 야당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재검표를 포함한 적

의원들도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극적인 진상규명 협조,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을 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근거 없는 음모론이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명선거를 위해 미비점을 개

발붙일 여지가 사라진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선하고 의혹의 여지를 해소하는 데는 여야가 따

수 있다.

로 없다.

2022. 2

41

01-96(2월)수

2022.1.21 14:48

페이지42

MAC-4

특집Ⅱ 선거와 공정성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의
문제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를 사
수하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최인
규 당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무서운 기억은 우리
의 선거제도를 지켜왔다. 그러나 최인규가 처벌
되고 대통령의 망명까지 가져온 3.15 부정선거
가 일어난 지 60년 만에 그 선거제도에 큰 결함
이 생겼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자유민주
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수많은 법 조항 가운데

42

閔庚旭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들라고 하면 필자는 주저없이

20대 의원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대변인

공직선거법 225조를 들 것이다. 이 법 조항은 선
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하라. 국가는 가장 똑똑한 판사(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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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180일) 안에 재판

특히,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나온 천여 장

의 결과를 받아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의 일장기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존재를 알리는

법 조항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 독재정권과는

귀중한 증거가 되고 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근본적으로 다른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 앉아서 일일이 찍도록 돼 있는 관리관의 도장

로 만드는 근본이 되는 금과옥조다 .

이 도장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장기의 붉

이 조항을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지난 21대

은 원처럼 뭉개져 있었다. 그것도 자그마치 천 장

총선이 있기 전까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다.

이나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러나 현 대법원은 이 조항을 무참히 어기며

서“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도장의 잉크가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후 6개월 안에 재판

새나오거나, 인주가 필요없는 걸 모르고 만년도

을 마치기는커녕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

장에 인주를 찍었을 때 나오는 현상”
이라는 답을

판을 질질 끌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무

내놨다. 백 번을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럼

려 126명의 후보들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관리관으로 앉아있던 공무원은 그런 알아볼

전국 곳곳에서 투표지를 증거 보전한 상태라 대

수 없는 도장을 6시간 넘게 천 번을 찍었다는 건

법원의 그 태업의 이유가 더욱 도드라진다.

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눈
에 띄는 잘못이 있는 투표지를 받아 든 천 명의

전국민 32.3%, 우파 54% 부정선거 믿어

유권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항의나 불평을 하지 않

지난 4.15 선거는 과연 부정선거였는가? 최근

고 순순히 투표를 했다는 말인가?

에 실시된 파이낸스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전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의 중립성과

민의 32.3%, 우파의 54%가 부정선거 사실을 믿

공정성, 투명성을 관리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법을 어기며

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의 부

미뤄온 재검표 가운데 첫번째 재검표가 총선 14

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행동들을 하

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에서

고 있다.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

마침내 실시되면서 그동안 수상한 통계로만 인식

기됐다면 앞장서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됐던 부정선거의 갖가지 증거가 드러났고, 그 결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숨기고 거짓 해명을 함으

과 설마했던 국민들의 의식도 깨어나게 됐다. 지

로써 스스로 선거관리자로서의 위상을 허물고

금까지 전국 5개 지역의 재검표가 실시된 결과

있다. 현행법상 남이 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

각 지역에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

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재검표를

지, 화살표 투표지 등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해보니 마치 조폐공사에서 갓 생산한 지폐 다발

2022. 2

43

01-96(2월)수

2022.1.21 14:48

페이지44

MAC-4

처럼 빳빳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집계된 표 차이를 극복할 수

관리위원회는“접어도 다시 펴지는 형상복원 종

없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

이를 사용했기 때문”
이라는 기상천외한 답을 내

즉, 전국적으로 1, 2위 후보 사이에 2백만 표의

놓았다. 이런 해명에 대한 국내외 종이 전문가들

차이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투표구에서 발견

의 견해는 일치한다.“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

된 수천 표의 부정으로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
다는 논리가 법정을 지배할 것이다 .

4.15 총선 부정선거 여부 대법원 계류중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는 아직 대법원

투표지 분류기 전면 수개표로 전환

에 계류돼 재판이 진행 중이니 결론이 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제안한다. 현재 투표지 분류기를

상태다. 부정선거의 실태가 3.9 대선 이전에 대법

사용하는 개표를 전면 수개표로 전환하자는 국민의

원의 판결로 확정돼 만방에 선포되길 바랐으나 현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요건을 갖췄고

재 진행중인 투표용지 감정작업의 속도 등을 감안

현재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투표지 분류기에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 부

대해서는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연결

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다면 대선이

돼 서로 통신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필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는 이를 증명하는 투표지 분류기 수리 기술자의 녹

대법원의 불법적인 지연으로 성사되지 못한다면

음을 세상에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국내 통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

사의 노트북 컴퓨터에 무선통신용 랜카드가 장착돼

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고 다가오는 대선의 불

있었다는안동데일리의끈질긴추적보도도있었다.

법과 부정 가능성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의혹이 일고 있는 전자개표를 고집해서는 안 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다. 수개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현재 프랑스와

총선이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가정할 때 대선에

독일, 캐나다, 일본, 대만 등에서 전자개표 대신 아

서 부정이 저질러질 가능성은 훨씬 높다. 그 이유

날로그 방식의 수개표를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는

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선은

주목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심지어 지워

총선에 비해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둘째, 대선

지지 않는 연필을 사용해 그것도 후보자의 기호가

은 투표용지가 전국이 똑같아서 각 지역구마다 투

아닌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표용지가 다른 총선에 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가

가 손쉽고 빠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더 용이하다. 셋째 , 대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

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되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에서 부정의 증거가 적발

것은 정확성이지 신속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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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의 통계치 모두 사전투표서 발견

정치인들이 당당하게 후보로 나서고 있는 현상을

사전투표도 부정선거의 통로가 되고 있다. 서

두고 국민들은 그들이 이른바‘치트키’
를 갖고 있

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혹의 시선

63:36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

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지고지순한 가치

후보가 얻은 표의 총수와 통합당 후보가 얻은 표

를 갖고 있다. 그를 어기면 그 꼬리표는 양심의 화

의 총수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63:36으로 나

인으로 찍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자신이 부

타난 것이다. 서울지역의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

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그가 어떻게 또 다

보들이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더 많은 표

른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를 얻은 것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선이 코

국내외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앞에 닥쳐왔다. 이 선거마저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필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에서는 출마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둡다.

후보 세 명의 관내 사전투표 대 관외 사전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

비율이 100:39로 똑같았었다. 이를 두고 한림원

는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여와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

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다.

가“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100% 조작”
이

세간에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울 대선

라고 말했었다. 이 모든 불가사의한 통계치가 모

공약을 발표하라. 전자개표 대신 사전개표를 실

두 사전투표 결과에서 발견됐다면 그 사전선거제

시하고, 현재 부정선거의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전투표 제도를 과거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불법으

크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실시

로 규정하고 있는 QR코드를 없애고 법에서 정해

하고 정작 당일 투표는 하루만 한다는 게 그냥 봐

진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 너무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

또한 후보들이 육성으로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민주주의 적‘부정선거’척결의지 밝혀야

고 있는 시민단체 차원의 부정선거 시민감시단을

무릇 정치권에 경고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당 선거조직에 연계시켜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제

의 적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기고 남들이 모

도적으로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르는 반칙을 사용한다면 그를 스포츠맨이라고 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세계를 천년 넘게 더 지탱할

를 수 없다. 지금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기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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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詩

2월
김용택

방을 바꿨다
한 개의 산봉우리는 내 눈에 차고
그 산봉우리와 이어진 산은 어깨만 보인다.
강과 강 건너 마을이 사라진 대신
사람이 살지 않은 낡은 농가가 코앞에 엎드려 있다.

텅 빈 헛간과 외양간, 분명하게 금이 간 슬레이트 지붕,
봄이 오지 않은 시멘트 마당에
탱자나무 감나무 밤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뒤엉킨다.

김용택 시인은 1948년 전라북도 임실 진메마을에서 태어나 순창농고를 졸업했다. 이듬해에 교사시험을 보고 스물한 살에 초
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교직기간 동안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섬
진강 연작으로 유명하여‘섬진강 시인’
이라는 별칭이 있다. 2008년 8월 31일자로 교직을 정년 퇴임하였다. 김용택은 시골에
머무르면서 글을 쓰고 있는 보기 드문 작가다.
시집으로 대표작『섬진강』
을 비롯해『맑은 날』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리운 꽃편지』
,『강 같은 세월』
,『그 여자네 집』
,『그대,
거침없는 사랑』
,『그래서 당신』등이 있고, 산문집으로『작은 마을』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섬진강 이야기』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인생』
,『나는 참 늦복 터졌다』등이 있다. 1986년에‘김수영문학상’
을, 1997년에‘소월시문학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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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아직 멀었다.
노란 잔디 위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계절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늘 햇살을 한 짐씩 짊어지고 뛰어다닌다.

방을 바꿨다.
방을 바꾼다고 금세 삶이 바뀌지 않듯 풍경이 바뀐다고 생각이 금방 달라지진 않는다.
눈에 익은 것들이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것들이 어디서 본 듯 나를 새로 보리라.

날이 흐려진다.
비 아니면 눈이 오겠지만
아직은 비도 눈으로 바뀔 때,
나는 어제의 방과 이별을 하고
다른 방에 앉아
이것저것 다른 풍경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나도 이제 낡고 싶고 늙고 싶다.
어떤 이별도 이제 그다지 슬프지 않다.
덤덤하게, 그러나 지금 나는 조금은 애틋하게도, 쓸쓸하게
새 방에 앉아 있다.

산동백이 피는지 문득, 저쪽 산 한쪽이 환하다. 아무튼,
아직 봄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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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당신을 지켜보는‘신적폐’공수처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조지 오웰은
‘1984’
에서 사람들의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만
으로도 공포심을 안개처럼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빅브라더처럼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
하면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으로 여기고, 노예의 삶을 자유
로 착각하며 무식을 자부심으로 여기게 된다. 통제받고 위
축돼 굴종하는 이런 사회는 닫힌 사회다. 민주주의의 적이
다. 우리는 이런 야만적 사회를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이없는 요지경이 펼쳐
지고 있으니 그냥 넘길 일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악명이 높았다.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변변한 기소조
차 하지 못해‘무능처’
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도 모자라 수많은 국민의 스마트폰을 공공연히 들여
다봐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 위협적 존재가 되면
서 존폐 논란으로 출범 첫해를 보냈다.
대학생들, 시민단체 관계자, 법학 교수, 변호사뿐 아니
라 야당 의원들, 심지어 야당 대선후보와 그 가족의 통신
자료를 털었다.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태어난 공수처가 고위공

백영철
이슈게이트 사장

48

직자들을 취재하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통신 조회를 해 언
론자유 위축의 우려를 불렀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신문 등 해외언론의 서울 특파원에 대해서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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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회’
를 해 국내외적 파문이 일었다.

‘접선’
한 이면도로 주변엔 경찰서, 농협, 종교

공수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도 경찰

단체 사무실이 있다. 요새는 지자체가 CCTV를

도 통신 조회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데도 다 해

설치한 곳도 많아 종적 감추기가 불가능하다.

왔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

이성윤의 접선 장면은 고스란히 촬영됐다.

느냐는 변명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태어난 공

TV조선 기자가 영상을 입수, 새로 출범한 공

수처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기관이라는 것

수처가 피고인을‘황제의전’
한 사실을 백일하에

을 말해준다.

보도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이게 뭐야? 끼리끼리 편을 지어 봐주라고 공
수처를 만든 거야?”
라는 볼멘소리가 커졌다.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공
식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수처의 변명은 뻔뻔
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고발 보도에 투명성 높이는 대신 기자 뒷조사
언필칭 수사기관의 개혁을 입에 올리려면 공

공수처는 출범한 지 3개월째인 2021년 3월

수처의 행보는 자숙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노란 싹수를 보여주었다.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

야 정상이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최

사를 무마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었다.

악을 선택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

민간 건물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제공 경위

려 했다면 민주적 절차대로 소환 조사하고, 아무

를 뒷조사해 보복 내사 논란을 산데 이어 특종

리 친문인사라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당연하다.

보도 기자뿐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을 상

공수처는 정반대로 갔다. 첫 단추부터 삐딱했

대로 6번이나 통신 조회했다. 언론사찰이라는

던 것이다.
황제 조사의 접선 장소는 과천경찰서 바로 뒤

논란을 피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아랑곳없이 완
장을 찬 구둣발 행세를 한 것이다.

이면도로다. 마피아 영화에서 썩어빠진 검찰과

언론인에게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은 누구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듯 피의자가 타고 온 변호

테서 특종보도의 정보를 입수했는지 뒤를 캤다

사 차량 옆으로 공수처 관용차가 다가가자, 그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는 재빠르게 차를 바꿔 탔고, 공수처는‘그분’
을

있나.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에스코트’해 3분 거리인 정부과천청사 내 공

공포심을 심어줘 사실상 언론탄압을 한 것이다.

수처 사무실로 사라졌다.

이는 취재원의 정보를 캐‘깊은 목구멍’
을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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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복하겠다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만 갖고 그러냐”
라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통신자료’
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주민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은 보이스피싱이나 다단

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기자들을

계사기범죄를 수사하다 보니 통신조회를 많이

상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 받았다.

할 수밖에 없다. 김진욱 처장은 고위공직자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는 통신 영장을 받

처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머무는 곳의 번지수도

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한 행위다. 민간인을 특정

못 찾아 헤매고 있다.

해 통화목록을 뽑았다. 기자들 가족과 지인들이

공수처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은 공수처가 자

줄줄이 나온 게 그 방증인 것이다. 개인 정보의

초한 결과다. 언론과 야당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

침해가 심각하다.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을 보면 군사독재 시절의 정

통신 조회 목적이 비판적 보도의 취재원을 색
출하려는 것이었다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

보기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드러나고 있지만, 언젠가 판사나 검사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지면 사법부의 독

고위공직자로 한정된다.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

립은 훼손되고 빅브라더가 이 나라를 지배할 것

다. 현행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언

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론인들을 상대로 투명한 근거 없이 취재원을 무
차별 역추적했다면 중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피
할 수 없다.

공수처의 존폐 논란은 2021년 1월 비정상적으
로 출범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2019년 12월 30일 범여권‘4+1’
(더불어민주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기사를 쓴 언론사

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

기자의 뒤를 캐는 수사기관은 후진 국가에만 있다.

당) 협의처가 낸 공수처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신적폐’
‘국기문란’
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공수

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돼 입법독재, 날치기라

처의 불투명한 수사방식과 그에 대한 비판적 보도
에 발끈하고 뒷조사한 데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는 비난을 받았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당이 군소 야당과 비례
대표 선거법을 두고 거래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변명만
공수처는 언론인들과 야당 인사를 대거 통신

비롯한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조회한데 대해“적법한 절차”
라는 앵무새 답변만

악법적 요소도 끼어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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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도록 돼 있어 청와대가 휘두를 수 있는 칼

정한 수사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을 또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은밀성과 비

구성원과 조직의 능력은 부족한데 칼자루만
키워 놓았으니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와 이 사회
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밀주의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리
우는 등 명백하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시대정신을 발목 잡는 이런 수사기관, 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 초석”
... 허언으로
2021년 1월 공수처 현판식에서 민주당은“노무

공수처를 대표하는 지휘관 김진욱 처장이 책
임져야 할 일이다.

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공수처는 위선과 무능, 권력남용의 도마에 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

랐는데도 수사 인력 90여명이 연간 200억 예산

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돼 달라”
고 했다.

을 쓰고 있다.

21년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공

혈세 수백억원을 쓰면서도 존재 이유가 뭔가

수처장 임명장을 받을 때도 김진욱 처장은“인권

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야당으로부

친화적 수사기구 초석이 될 것”
이라고 했다.

터‘정권 비호처’
라는 비판을 들으며 심지어‘게

공수처 홈페이지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
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소개 글이 올라 있다.

슈타포’
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1호공약’
이라고 집착하면서 앞서서 밀어붙였

‘인권친화적’
이라는 미사여구는 민망하게도

던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허언에 그치고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무차별

도 문 대통령은‘애물덩어리’
가 된 공수처의 총

적 통신 조회와 언론사찰 논란과는 공존할 수 없

체적 문제점을 경고하는 대신 2022년 신년사에

는 표현이다.

서“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무엇보다 통신 조회가 별 것 아니라는 투로 뭉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

개려는 듯한 공수처의 오불관언적 태도는 엄중

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고 애써 옹호한 것은 공허

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했다. 공수처의 군림으로 언론이 통제되고 위축

검찰에서 2003년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되면 언론자유는 공염불이 되고 야당이 두려움에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입을 닫으면 일당독재가 돼 민주주의가 파괴된

공개 사과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민주주

다. 전체주의 국가의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

의가 발전한다.

결국 공수처 폐지 외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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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

4대강 사업 개요와 역대 정부 평가
4대강 사업은 낙동강 8개, 남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의 보를 건설하고 퇴적토를 4.59억㎥ 준
설하여 남한강 0.4억 톤, 낙동강 6.7억 톤, 금강 0.5
억 톤, 영산강 0.4억 톤 등 도합 8억 톤의 물을 보에
저장하고 보 인근 지하수로 7.9억 톤의 수자원을 확
보해 홍수 등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15.4
조 원 예산,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4.7조 원 등 도
합 20.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여가 문화와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사업효과를 기대하였다.1)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2번, 박근혜 정부때 1
번씩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2018. 7. 문재인 정부의
감사 등 역대 정부에서 4번의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는 2013-2014년 1년에

52

朴勝煥

걸쳐서 4대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평가를 대규모로

17대 의원
한국환경공단 초대이사장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실시하였고 2014. 12.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수, 치수 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4대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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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수질개선사업 등 미처 못한 사업들에 대하

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일부 환

여 향후 보완하라는 발표가 이루어졌다.

경단체들의 녹차라떼 주장에 경도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실현을위한정책으로비판받고있다.

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으로

보 해체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 개시

걸었고, 당선 후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했다. 그

필자는 2021. 2. 26. 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

결과 환경부는 2018년부터‘4대강 자연성 회복

합(대표 이재오 전의원 ), 전현직 국회의원 및 금

을 위한 조사평가단 및 기획위원회’
를 발족하고

강, 영산강 주민등 800 여명의 법률대리인으로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서, 환경부에 4대강 보 해체 위법성에 대한 공익

16개의 보 중에서 14개 보를 보 개방 모니터링

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의

사업으로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하였다.

경우 1개월내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부의 위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불과

는 규정을 무시하고, 9개월 만인 2021.12. 9. 필

수개월의 활동 끝에 2019. 2. 22. 금강 영산강

자에게 공익감사개시결정통보를 해왔고 언론에

의 백제보, 승촌보의 완전 개방과 세종보, 공주

서 크게 보도되었다.2)

보, 죽산보의 해체를 1차 결정하였고, 2021. 1

그 내용은 감사는 5개 부문에 걸쳐 이뤄지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위 결정을 추인하면서

된다. 첫째 환경부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4

집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수 등 물 이용

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의 법적 근거가 있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는지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4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집행 시기를 지역 주민 등

부문은 보 수문을 열면 수질·수생태계가 개선

과 협의하라고 한 이유는 물 이용 주민들의 반발이

된다는 정부 판단이 타당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극심하기 때문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직접 이

거쳤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세종보 개방전의 금강 전경

완전 개방된 세종보 전경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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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수질 관련 경제성 분석

환경부는 2021년 2월 낙동강의 취·양수구

시‘보 개방 전후’
를 비교하지 않고‘보 설치 전

132개와 한강의 취·양수구 18개(낙동강·한강

후’
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오류 ▲수질·수생태

에 설치된 대부분의 주민 식수취수시설과 농공

개선 편익 계산 시 사용된 환경가치 추정 방법의

업용 취수 시설임)를 현재 관리수위(보의 상단수

위법성 ▲금강·영산강 보 유무에 따른 수질·수

위임) 부근에서 보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갈수

생태 평가 시 관련 법령상의 수질 지표 대신 자의

기 때 수위 아래 (하한 수위)로 이전할 것을 결정

적 지표 사용 ▲수생태 평가 시 강물이 줄어 증가

하였다.

하는 수변공간·모래톱 면적을 수생태 개선으로

위 이전 결정에 따라서 환경부가 이전비용을

평가한 것의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므로 보를

추산하니, 한강의 경우 18개 취·양수구 이전비

해체, 개방하면 강의 수질과 수생태가 개선된다는

용으로 1,300여억 원이 소요되고, 낙동강은 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

려 8,000억여 원 가량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다. ▲환경부‘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의

2022년 예산으로 800억 원을 확보해서 농업용

법적 근거는 애초부터 문제제기되었는데, 향후 근

취수구 이전 설계비용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거 없다고 감사 결정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보 해
체 정책은 애초부터 아무런 정당성이 없고, 관련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보의 완전 개방이 가져올 피해
낙동강과 남한강은 금강·영산강과 달리 그
지역 주민들이 강에서 직접 취수해서 식수원으

낙동강·남한강의 취·양수구 이전 결정
(낙동강 8개, 남한강 3개 보의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조치)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
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4대강 공사 후 낙동강에는 준설과 8개의 보에

서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하면서도, 그간 낙동

6.7억톤, 남한강에는 4천만톤의 추가 수자원 확

강과 남한강의 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체정책

보하는 바람에 식수원 걱정이 사라졌다. 낙동강

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남한강은 4대

에 식수의존하는 부산·대구시도 마찬가지이다.

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되어서 녹조 이슈가 생기

남한강의 여주·이천시 등도 강천보, 여주보의

지 않았고, 낙동강은 주민과 지자체장의 강력한

늘어난 수량의 혜택을 보고 있고 식수원 취수 걱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이 사라졌다. 그런데 보를 완전 개방하고 취수

문재인 공약 실현을 위하여 꼼수로서 추진하고

구를 갈수기 수위(하한 수위) 아래로 옮기게 되

있는 정책이 취·양수구 이전이다.

면, 당장 수질악화와 취수 장애가 생긴다고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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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취
수구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 수자원의 중요성
아파트 생활이 많은 현대인은 에너지와 물이

남한강 여주보에서 여주시의 SK하이닉스반도

가장 소중하다. 강에 저장될 물은 엄청난 국가

체 공장에 하루 11만 톤의 용수를 취수하고, 추

의 재산이다. 1천만 톤 이상을 저장하는 다목적

후 용인 SK하이닉스 공장 이전으로 인하여 추가

댐이 전국에 88개 가량 있으나, 주거·생산 지

용수 필요량이 57만 톤을3) 여주보에서 취수하려

역과 먼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물 사용에 제한

고 여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OB맥주, DB 하이

적이다. 따라서 대도시 인근을 지나는 4대강 물

텍 등 인근 산업시설에서도 많은 공업 용수 등을

을 취수해서 식수와 농공용수로 이용해야 한다.

강에서 직접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낙동강 구

16개 보에서 연간 600억 원의 소수력 발전 매출

미공단도 상당한 양의 공업용수를 낙동강에서

이 있고, 산불 등 재난시에는 소방헬기가 즉시

직접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강물을 취수해서 산불을 제압할 수 있다. 한강

세종보의 경우 완전 개방한 2019년 이후 세종시

의 신곡, 잠실보가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강에서

의 호수공원, 국가수목원 등에 사용하는 하루

취수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수생태계가 풍

23,600톤의 물이 부족해서 별도로 금강 안에 자갈

부하다. 똑같이 만든 4대강의 보를 왜 해체하는

보를 만들어 취수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다.4)

가?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복도시 건설

보 개방으로 수질악화는 뻔하다. 특히 현 정부

할 때인 2006년 현재 위치에 설계된 것을 4대

출범 직후인 2018년 실시한 4번째 감사원 감사에

강 사업하면서 훨씬 더 잘 만들어준 것이다. 4

서 용역을 수행한 대한환경공학회는 보 건설 이후

대 강물은 주민들의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사 대상 보의 수질이 44%는 개선된 반면 악화는

환경부 장관이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

14%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당시

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보 해체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은 보도자료에 공개하지 않

결정에 대한 감사 개시 결정에 대하여 국민적

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대가 매우 크다.

1) 감사원 2018.7 4대강 감사보고서 15쪽
2) 조선일보 12. 10자 1면,감사원 4대강보 해체 타당성 따지겠다 박상현 기자. JTBC, 세계일보등 다수 언론 보도
3) 57만톤은 대구광역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상수도량과 비슷하다. 2015년도 인천시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297L, 서울 286L,부산
258L
4) 2021. 7. 28 중앙일보. 세종보 대신 만든 자갈보 또 무너져 --별도 취수시설 만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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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우리는 어떻게
2022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
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개막까지 꼭 한 달 남은 1
월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베이징시 북쪽 올림픽공원에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비롯한 준비상황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에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이
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

56

박승준

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이 인류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아주경제신문 논설고문
호서대 초빙교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할
수 있다. 각국 인민들에게 밝고, 부강하며, 개방적인
중국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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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총서기 3연임 연관성 부각

회의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의 당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지난 2015년 7월 31일

조직으로부터 공작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IOC 제128

전했다. 신원리엔보는 이날 중국의 최고 권력기

차 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됐다. 1924년 프랑스

관내의 당 조직들이“위대한 창당(創黨) 정신을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올림픽 이후 98년

되살려 정치 판단력과 정치지도력, 정치집행력

만에,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

을 제고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

아시아에서는 1972년 일본 삿포로와 1998년 나

앙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최근

가노, 2018년 평창에 이어 개최하게 되며, 일본

100년 이래 이전에는 없던 대변화의 국면을 맞

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동·하계 올림픽을

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당의 20차 전국대표대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

회를 잘 준비할 것을 보고했다”
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진핑이 베이징 동계올
림픽 개최 준비상황을 둘러본 것이 지난 2017년

대회 한 달 앞두고 미국 보이콧 발표

이래 다섯 번째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날

문제는 이처럼 중국 국내정치 일정상 시진핑의

베이징에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뿐만 아

당 총서기 3연임에 중요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니라 선수촌과 기자촌의 식당까지 둘러보면서

대해 한 달 전인 12월 6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공

세세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식적으로 보이콧 하겠다는 발표를 한 사실이다.

시진핑이 이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성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나

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번 대회 개최 성공이 오

와“바이든 행정부는 2022 동계올림픽과 패럴림

는 가을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전국대표

픽에 어떠한 외교 대표단이나 공식 대표단을 보

대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자신의 당 총서기 3연

내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

“신장 자치구에서 계속되는 집단학살과 반인도

문일 것으로 진단된다. 시진핑이 베이징 동계올

적 범죄 및 다른 인권침해(ongoing genocide

림픽 대회 준비상황을 다섯 번째로 둘러보았다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에

고 전한 중국중앙TV의 전국 연결 네트워크 뉴스

따른 결정”
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

‘신원리엔보(新聞썴播)’
는 시진핑이 1월 6일 중

표내용은‘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
을

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의

말하며, 올림픽에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고

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행정부

선수단만 파견하는 것을 의미했다. 조 바이든 대

인 국무원, 통일전선 조직인 전국 인민정치협상

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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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에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면

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미 백악관 발표가 있

서 동계올림픽에 대한‘외교적 보이콧’
을 고려하

기 전에 교육과학체육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을

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했고, 리투아니아 올림픽위원회는“올림픽

미 백악관 대변인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
콧 발표에 대해 자오리젠(趙쒩堅)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바로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험악한 용어
를 구사해서 백악관의 발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은 전 세계의 것이지 주최국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해 11월 18일 수도 빌니우
스에 대만대표처를 개설하면서‘주 리투아니아

“미국이 조작(한약을 조제한다는 뜻)해낸 이른

대만대표처(駐쒩陶宛臺灣代表處)’간판을 내걸

바 신장(新彊)의‘종족말살(genocide)’
이 세기적

도록 해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11월 25일 주

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대표처로 격하한다는 성명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식형태의 편견이

을 발표하면서 영사업무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며, 거짓말과 루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의도

아울러 했다. 그러나 기타우스 나우세다 대통령

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며,

은 국내언론과 인터뷰를 통해“대만 명칭을 사용

미국의 험악한 심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

한 것은 실수(error)였다”
고 발표해서 혼란을 일

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도덕과 명예는 이미 상실

으켰다.

된 상태이며,‘종족말살’
이란 미국 역사상 인디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

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진정한 종족

일 호주를 방문해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회담을

말살이며, 종족말살의 모자는 미국 자신이 쓰는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우리는 베

것이 적합할 뿐이다.”

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외교적 보이콧 줄이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개 발표한 호

1월 6일 현재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

주 캔버라에서 호주 총리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

이콧을 발표한 나라는 발표순으로 리투아니아

졌다는 점에서 서울과 캔버라에서 동시에 주목

(2021년 12월 3일), 뉴질랜드(12월 7일), 호주,

을 받았다. 호주는 미국 주도의 AUKUS(미·

영국, 캐나다, 코소보(이상 12월 8일), 에스토니

영·호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Five Eyes(미·

아(12월 2일), 벨기에(12월 14일), 일본(12월 24

영·호·캐나다·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일), 독일(12월 29일) 등이다. 이 가운데 발트 3

회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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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서서“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으켰고, 이와 관련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히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러의 독일이 국력을 계속 키워가는 상황에서 영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

국과 미국이 제대로 BOP(Balance of Power·

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다”
고 밝혔다. 박수현 청

힘의 균형)를 맞추지 못해 2차대전의 원인이 됐

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틀 뒤인 12월 15일 연합

다”
는 이론을 제시했다.

뉴스TV에 나가“한국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미어샤이머 교수는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 인

주최국이었다”
면서“직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터뷰에서“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확보해서 장

내년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는 철저히 국익 차

기집권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파워

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말해 문 대통

를 넘어서는 헤게모니(hegemony·패권)를 추

령의 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압력(pressure)을
증가시키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나치 항거, 인종차별⋯역대 보이콧 사례

교수는“한국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안보외교

올림픽 보이콧은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의 경

는 미국과, 경제 외교는 중국과’하겠다는 생각

우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해서 스페인, 네덜

에서 한미동맹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어리석음

란드, 스위스가 참가를 거부했고, 1976년 몬트리

의 극치(height of foolish)'가 될 것”
이라고 경고

올 올림픽에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누가 한국의 다음 대

뜻으로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했다. 역사상 가

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

장 주목받은 올림픽 보이콧 사례는 1936년 베를

장 중요한 일”
이라고 충고했다.

린 올림픽 보이콧이었다.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

그의 충고는 1918년부터 1920년을 전후한

의 유대인 박해와 관련해서 미국내 인권운동가

3년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팬데믹 직후

들과 노조, 정치권에서 보이콧 요구가 있었지만

에 히틀러의 독일이 나치즘을 강화하고, 이탈리

미국 정부는“스포츠와 정치는 구분해서 보아야

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Fascist)정권을 강화

한다”
면서 참가했다.

하는 과정에서 개최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히틀러의 독일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성

미국과 영국이 참가함으로써 히틀러의 나치정권

공적으로 개최한 후 결국은 이탈리아의 무솔리

을 견제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해서

니,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과 함께 2차 대전을 일

는 안 된다는 충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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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오미크론발 6차 대유행과 대응전략
그 위험성과 긍정적 전망
2022년 첫주 워싱턴대 의과대학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는 향후 6～8주 내에 유럽지역 인
구의 5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바
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는 예측 결
과를 발표하였다. 국가별로는 현재

WHO 유럽사무소 53개국 중에서 5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한스 클루게 세계
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장은 덧붙였다. 2022년 첫주 유럽 내 오미크론 신규 확진 건수는 700만
건 이상 발생하여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과부하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클루게 소장은 특히,“오미크론이 서유럽에서 백신접종률이 낮은 동유럽과 대륙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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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유행
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영국 정부

의 역사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인 전
망의 이유이다.

과학고문 마이크 틸더슬리 워릭대 교수는 1월 8

그러나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라 하더

일 오미크론 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감염될 경

증(COVID-19·코로나19)이 풍토화하며 인류

우 중증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

와 공존하기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백신 접종자에게 돌

고 주장했다. 아직 신규 확진 규모가 크고 중환

파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 확진자가 늘어

자도 많아 당장 코로나19가 풍토화했다고 볼 수

나 중환자 수도 늘어날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

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감기와 매우 비슷한 수준

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증상이 델타 변이

으로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풍토병이 될

에 비해 덜 심각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와 그로

것이라는 견해이다.

인한 유행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 오미크론이 처음 출현한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존 델타변이와 비

우리나라 오미크론 변이 현황

교시 감염력은 3～4배 증가하였으나 감염자의

최근 정부와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 연구팀이

대부분이 경미한 증상이며 반면 사망률은 30～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변이

40%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오미

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예측하고 있

크론의 임상 양상은 영국, 미국 등의 임상 증상

다. 델타 변이 대비 기초감염재생산수(감염확산

과 치명률에 대한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지표) 증가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 감소가 모

다. 구체적으로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연구에

가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미크론 전

따르면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에 국한하여 증

파력은 델타 변이 대비 1.2～1.8 배 높을 것으로

식하고 폐까지 도달한 양이 델타 변이 등 다른

추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 감

변이의 약 10분의 1에 그쳤다. 오미크론에 감염

소가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이다.

되더라도 폐렴 등의 발생이 감소하면 위중증으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예방

로 악화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접종 이후 3개월 지나면

결국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인류와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가 20%에 불과한 것

19가 공존하는데 오미크론과 같이 덜 심각한 변

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3차 부스터 예방접

이가 출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과거 전염병

종을 하는 경우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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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에서 90%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것은 1월 들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할

있다.

수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경구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은 1월 첫째주

용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가 우리나라에

경우 주간 전체 확진자 중에 12% 정도가 오미크

13일 도착하여 14일부터 환자들에게 처방될 예

론 변이 감염자였다, 지난해 12월 첫째주 오미크

정이다. 이 약은‘니르마트렐비르’150㎎ 2정과

론 변이 바이러스 양성률은 0.3%에서 시작하여

‘리토나비르’100㎎ 1정으로 구성되며, 확진 판

거의 매주 2배 이상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정 이후 5일 이내에, 하루 2회씩 12시간마다 5일

속도를 감안하면 1월 말 경 즉, 설 연휴 전후로

간 복용해야 한다. 경구용 치료제는 인플루엔자

해서 우리나라 역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

독감에서 사용하고 있는‘타미플루’치료제처럼

이며 뒤이어 급격한 확진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코로나19 감염관리의‘게임체인저’
가될수있

것으로 예상된다.

다고 기대하고 있다.‘팍스로비드’
의 경우 위중

정재훈 교수의 예측에 따르면 1월 이후 2월 들

증 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86%

어 일일 확진자 규모는 140～160% 증가할 것이

정도로 알려져 있어 중환자와 사망률 감소에 큰

라고 보고하고 있다. 3월 초에서 중순경에는 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팍스로

대 2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비드를 60세 이상 고령 환자와 면역 저하자, 증

한 확진자 증가 예측은 오미크론의 감염력 증가,

상 발현 후 5일 내 경증 또는 중등증으로 구분되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는 환자 등에 우선 투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신규 확진자

재까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팍스로비드 76

증가에 따른 중환자 발생 증가 효과는 통상 신규

만 2000명분, MSD‘라게브리오’
(성분명 몰누

확진자 증가 이후 2~4주 후에 나타난다. 사망자

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 4000명

는 4주 이후 증가한다.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분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재원 중환자 규모는 3월 중순에 2,000명에 이르

경구용 치료제는 감염 발생 이후 초기 5일 내

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 발 6차

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

대유행 발생의 전망과 새로운 방역 대책의 준비

자들이 주요 치료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감

와 수립이 필요한 연유이다.

염 초기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원활하게 할 것이냐 여부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경구용 치료제

가 관건이 될 것이다. 6차 대유행으로 급격히

오미크론 6차 대유행 대책에 있어서 다행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택치료 환자의 규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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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리(외출 금지) 상황에서는 의료진 진료와

에 대한 감염 예방 차단 정책과 4차 예방접종을

처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

강화하는 것이다.‘완화전략과 중증환자 보호에

이 있다. 지역별로 지역내 의료기관이 전화로

집중’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전략이다. 두 번째

재택 격리 중인 환자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

로는 확진자 숫자가 의료계가 담당하기 어려울

으나 대면 진료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정도로 증가한다면 연이어 환자와 사망자 숫자

있다,

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청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4차 예

하루 2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재택치료 환자, 중환

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의 증가가 장기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와 중환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

자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자의 감염위험 차이와 편익의 성격이 성인의

도 있다.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과 아직 장기 만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

성적인 부작용 등과 같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화 즉 비약물적 중재에 의한 감염 억제에 다시

우려가 크다, 또한 4차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K 방역의 기

경우에도 연이은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존

조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전

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면적으로 강화하여 유행이 수그러질 때까지

예상된다. 위중증과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예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현재 질병청과

상되는 고위험 집단 건강 취약 계층 즉, 65세

중대본은 이러한 두 가지의 오미크론 변이 확

이상 고령자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

산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대응 대책을 선택하

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예방접종을 고려하는 것

여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대응전략

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의 선택에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제 더 이상‘경험치’
에의

예방적 대응과 방역정책

존하여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과 같은 기존

오미크론 6차 유행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과

의 정부의 거리두기 시행은 더 이상 유효하지

방역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시나리오를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

감과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고조되어 있는 상

여진다. 첫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반적으로

황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에

해제 혹은 유지하는‘완화 전략’
을 유지하되 중

기반한 오미크론 6차 유행의 과학적 대응이

증과 사망률 관리를 위한 취약계층과 고령자들

필요한 시점이다.

2022. 2

63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64

MAC-4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 논설위원들과 술잔 나누며
1970년께 내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청
와대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논설위원들의 술
자리 정치 담론에 참석하게 되었다. 약간 전부터 있
던 모임 같은데 참석한 논설위원들은 5～6명 정도였
다. 박 대통령은 계속 술을 권하며 논설위원들의 이
야기를 경청하였다. 경향신문의 이명영 씨는 일제
때 항일독립투쟁을 한 김일성이라 불리는 여러 사람
이 있었는데 해방 후 북한의 김일성이 그 모두의 공
적을 자기 것으로 하였다는 주장을 했다. 박 대통령
도 일본 육사를 나와 독립운동에 가담한 몇 사람의
예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명영 씨는 박 대통령으로
부터 대단히 많은 연구비를 받아『김일성 열전』
이라
는 책을 내게도 된다. 나도 한마디 하여야 하겠기에
국회에 대통령의 집안이 다섯 사람이나 있는데 다양
화된 세상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
를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내 사위 얘기지. 속초
에서 그 애 말고는 달리 사람이 없다던데”하고 약간
언성을 높여 얘기한다. 나는 찔끔했다. 그러나 대통
령은 그 후 국회에 김종필 씨와 처남인 육인수 씨를
남겨두고는 모두 다른 곳으로 분산했다.

南載熙
헌정회 원로위원, 언론인
10·11·12·13대 의원
前 노동부장관

64

언론을 담당하는 청와대 직원이 전하는 이야기다.
대통령과 동아일보의 송건호 씨가 우연히 소피를 나
란히 보게 된 모양이다. 그때 대통령이“송 선생, 내
가 송 선생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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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단다. 송 씨는“각하, 지방에 공장이 많

던 필리핀 군인과 결혼하여 왔다가 이혼을 하는

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곳을 가보지

등 홀몸이 된 한국 여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식

못했습니다”
고 했단다. 그래서 산업 시찰로 낙

당이라고 했다. 6.25전쟁 때는 아마도 필리핀의

착. 송 씨는 언론 정도를 굳건히 지킨 사람이다.

경제 사정이 우리나라보다도 나았던 모양이다.

그 후 편집국장이 되어 동아일보의 대대적인 언

홍콩에 들리니 역시 국제도시라는 인상이 강

론자유 투쟁이 있고 대규모의 파면 사태가 있을

하게 풍겼다. 예를 들어 한 술집에 들렀더니 마

때 함께 사직하고 오랫동안 실직 생활에 고생을

담이 덴마크에서 온 여인이었다.

했다. 그 후 신군부 시대 김대중 씨와 관련이 있

말레이시아에서는 나무의 수액을 뽑아 고무

다고 하여 정보기관의 고문도 받은 일이 있고

를 생산하는 것이 관심을 끌었다. 생활 수준은

오랜 뒤 한겨레신문의 창간 사장이 된다.

그런대로 괜찮은 듯했다.
싱가포르는 역시 도시국가라 아주 작았다. 그

논설위원 동남아 시찰
박 대통령은 논설위원들 말고도 헌법학자, 정
치학자 등과의 술자리도 가진 것 같은데 정확한

때는 이광요 수상이 이룩한 경제 기적이 나타나
기 전이라 영국 통치자들이 남기고 간 건물들만
이 특히 인상에 남을 정도였다.

이야기는 알 수가 없었다. 뒤늦게 생각해 보면 3

인도네시아는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는 것 같

선 대통령 임기중인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 보였다. 자카르타 시내도 불결해 보였다. 정

인가, 어떠한 형태로 정권을 연장할 것인가 하

부 대변인은 우리에게“인도네시아는 문명과 원

는 문제를 심사숙고했던 것 같다.

시가 공조하고 있는 나라이니 무엇이든 보고 마

박 대통령은 논설위원들을 동남아 시찰 여행

음대로 기사를 쓰라”
고 말하였다. 사실 그 나라

에 보내주었다. 일행은 청와대 직원과 함께 떠

의 무수한 섬 가운데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나 우선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은 벼농사의 이모

부족들이 있었던 것이다.

작이 가능하여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좋아
보였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
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답게 안정되고 정돈된 분

필리핀에 들렀더니 경제가 우리보다 못하였

위기로 보였다. 불교 국가이기에 사원이 엄청 많

다. 수도인 마닐라 시내를 카메라를 들고 가니 어

았고 왕의 권위와 그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하다

느 선량한 시민이 강탈당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

고 했다.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

하라고 주의를 준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

을 벌이는 사이에 낀 나라여서 아마 두 강대국의

점이라 하여 들렀더니 6.25때 한국전에 참전했

대립 속에서 현명하게 외교정책을 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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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쟁이 진행중인 월남에 들렀다.

가하면 일행이 저녁 나절 유명한 긴자의 술집에

주월사령부의 간부들은 월남전이 곧 승리로 끝

가보자고 뿔뿔이 헤어졌는데 어떡하다 보니 긴

날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 프랑스나 미국의 월남

자 뒷골목의 허름한 술집에 일행의 두 패가 합

전 전문기자들의 비관적인 보도와는 정반대되는

류하게 되었다. 그 넓은 도시에서 일행의 반 이

터무니없는 브리핑이었다. 정글 안에 있는 한국

상이 합류하게 되었으니 참 공교로운 일이다.

군의 부대를 방문하였을 때 전 화력을 보여주겠

한국인들의 술집을 택하는 감각에는 공통점이

다고 하며 모든 화기를 발사하는 것을 보니 마치

있는 것 같다.

불덩어리와 같았다.

동남아를 돌아보고 갖게 된 느낌은 우리도 경제
발전을 서둘러야겠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논

경제발전과 유신체제

설위원 일행을 동남아 여행에 보내준 것도 아마

월남전에 관해 좀더 할 얘기가 있다. 우리 일행

그러한 각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 본 것처럼 미국과 그 동맹국의 화력은 정말로

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이제 50여년이 지나고 보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측은 월남

니 우리나라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 비해 훨씬 발

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퍼부은 화력과 베트콩의

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홍콩이나 싱가포

사상자 간의 비율을 말하는 Kill-ratio를 말하였

르는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청와대

었다. Kill-ratio가 향상되고 있다는 자랑을 하기

에서 논설위원들을 동남아에 여행시킨 것은 미구

도 하였다. 이 설명을 들은 프랑스의 시찰단은 또

에 있을 유신 선포에 대비하기 위한 포섭이었는지

Kill-ratio냐고 한탄을 했다. 베트남을 오랫동안

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지배했던 프랑스 측은 미국과는 다른

반드시 유신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을까.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월남전을 식민지 해

동남아를 시찰한 논설위원 일행은 다음과 같

방투쟁이라는 안목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송건호(동아일보), 양흥모(중앙일보, 성균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대학교 교수로 옮김), 이명영(경향신문, 그 후

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베트콩의 사기는 매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옮김), 임방현(그 후 청와

우 집요하고 높은 것이며 그것을 Kill-ratio 운운

대 대변인이 됨), 주영관(서울신문, 그 후 9대

으로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었다.

국회 유정회 국회의원이 됨), 남재희(조선일보,

마지막으로 귀국에 앞서 일본에 들렀다. 일본

그 후 사주들 간의 합의로 서울신문으로 옮겼다

에 들리니 비로소 문명 세계에 온 듯한 해방감

가 10대 국회 때 서울에서 공화당 소속 국회의

이 들었다. 여기서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를 첨

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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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

나의 주일대사
시절(5회)

쐍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前 주일대사
12·14·15·16대 의원
前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10월호부터 6회에 걸쳐 유흥수(4선) 前 주일대사가 일본에서 대사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은 글을 연재하기로 했지만 필자의 요청으로 이번 5회로 연재를 마친다. 이번호에서는
‘양국 정상화의 길로’편이다.

양국 정상화의 길로

<편집자>

선 아베 총리가 참석했다. 나도 배석자로서 3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다음날 처음으

한중일은 매년 돌아가면서 3국 정상회의를 개

로 한일 양국 간의 정상이 마주하는 양국 정상회

최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거나 상황

담이 열렸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의 만

이 여의치 않으면 개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

찬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우가 많았다.

만찬장 단상에 세 정상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마침 2015년은 우리나라가 주최국인데 잘 합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의 한일 정상회담을 의식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야

한 듯 아베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 내 눈엔 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어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

지되었다.

서 개최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해 11월 1일 일요일인데도 오후 2시부터 청

그만큼 나는 온통 관심이 내일의 한일 정상회담
에 가 있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일관
계 정상화의 길이 순조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와대 영빈관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다음 날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가 열렸다. 중국에선 리커창 총리가 오고 일본에

드디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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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고 박 대통령 취임 후 아베 총리와 단독으

2. 앞으로 있을 국제회의 등에서 자주 접촉하

로 만나는 최초의 일이다. 1시간가량의 단독회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과 45분간의 확대 회담을 했다.

3. 남지나해의 자유항행 자유비행 등에 대해

단독회담엔 우리 측에선 윤병세 장관, 이병기

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비서실장, 김규현 외교수석이, 일본 측에선 기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

시다 외상, 야치 안보국장, 하기우다 관방부장

성과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에 한국은 협조

관이 배석했다.

한다.

나는 확대회담에만 배석했다. 감개무량했다.

5. 한국의 TPP가입 시의 일본 협조요청에 대

이것을 성사시키려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나!

해 일본은 잘 지켜보며 검토하겠다. 양국 기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래도 신뢰가 쌓여

업의 제3국 공동 진출에도 협력한다.

갔던 것이다. 비교적 솔직한 대화로 회담은 성
공적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속도가 붙다

그때 논의된 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간에는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1.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과 금

가지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깔려있다. 역사 교

년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점을 감안하여 조

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도 있지만, 이 당시의

기 타결될 수 있도록 가속화 한다는데 의견을

현안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제일 컸다.

같이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 좀체로
한일 정상회담(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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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쉽게 적당히 풀려 하지 않았다. 이 문

위안부 문제 합의

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절

이렇게 해서 어렵게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

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의 가닥을 잡게 되었다. 2015년이 저물어가는

이었다. 하도 보다 못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한

마지막 달인 12월 28일에 기시다(岸田. 현 총리)

유럽 어디에선가의 3자 회담 때의 그 어색했던

외무대신이 서울로 와서 윤병세 외무장관과 합

한일 두 정상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많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저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군의 관여’
로 이루어

물기 전에 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

졌다는 점을 명기했다는 점이다.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합의사항 1항에서 언급

이것은 양국이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

된 바와 같이 자연히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 해

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다투던 것을 이

결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렇게 정리한 것이다. 군이라는 조직은 그 특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지 며칠도 안 된 11월 7일

성상 강제성이 수반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틈타 야치(谷內) 국장이 서울로 가서 이

이렇게 [군의 관여]라는 용어로 표현함으로

병기 실장을 만나고 갔다. 그 후에도 자주 야치가

써 우리나라가 주장한 강제성을 우회적이

서울로 왔다. 이병기 실장이 일본에 오면 눈에 금

지만 끌어낸 것이다.

방 띄일 수가 있으니 주로 야치가 비밀리에 서울

2. 아베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

로 가고 양국의 외무부 관계 국장 회의는 나라를

로서 위안부로서 큰 고통과 치유할 수 없는

바꿔가며 이에 맞추어 개최했다.

상처를 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사

사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이병기, 야치 사이

죄와 반성을 표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까

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정상 간의 합의를

지만 해도 아베 총리는 역대 정권의 역사의

끌어내지 못해 교착에 빠져 방치하고 있던 것을

식을 계승한다고만 했지 자기를 주어로 해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속도감 있게 합의에

서 스스로 이렇게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큰

야치(谷內正太郞)는 외무성 차관 출신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총리부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맡고 있던 신

3.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한다

임이 두터운 아베의 심복이다. 성품도 원만

는 점이다. 10억 엔이라는 금액에 방점이

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예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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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하
고 일본 측 요구사항을 첨가했다.
이만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위안부 합의
안보다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
인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상대가
있는 만큼 100% 우리 요구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표가 나자 여기저기 소리가 났다. 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했느냐, 피해자의 의
사가 존중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등등.
오래 끌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
리는 나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여태까지의 안
중에선 최상이라고 나도 생각했다.
이임송별회 해준 오부치 유코(左)·노다 세이코(右) 의원(2016.6)

약간 소리가 나다가 그럭저럭 넘어갈 듯했는
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파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황까지 몰고 가서 다시 한일 갈등의
한 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열단도

점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도 물론 일본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출연금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기업이나

않았다. 다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니 사죄의

다른 출처이지 이번처럼 일본 예산으로

진정성이 없다니 등 절차상의 문제이다. 어떻

출연된 것은 없었다. 우리나라가 한결같

게 보면 문제 삼기 위한 트집에 불과하다는 생

이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유

각도 든다.

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는 것이다.
4. 이상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70

그래서 지금은 위안부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아
니고 오히려 강제징용공의 재판문제가 한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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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71

MAC-4

내 역할은 여기까지

있었던 공관장 회의차 귀국하여 직접 강력히 사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는 2015년이 되면

의를 표했다. 고령으로 건강을 핑계되어서야 움

서 얼음이 녹는 듯 조금씩 부드러워졌지만 역시

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의가 수리된 것이 8

결정적인 것은 6월 22일의 기념행사이다. 한일

월이니 꼭 2년을 재임한 셈이다.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참
석함으로써 경직되었던 한일관계는 드디어 물꼬
를 트기 시작했다.

내가 주일대사로 재임하던 시기의 한일외교가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

6월 22일 기념행사, 윤병세 장관 방일, 11월 2

은 내 생애 마지막으로 맡겨진 공직자의 소임을

일 한일 정상회담, 12월 17일 산케이 카토 지국장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수행했다는 점이고 또한

무죄 판결, 12월 28일 종군위안부문제 합의-이렇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소임이 끝났다고 판단

게 양국에 가로 놓였던 일련의 갈등요소들이 하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물러났다는 점이다.

나하나 숨가쁘게 이어가면서 풀려 나갔다. 이제
한일 양국관계는 한시름 놓은 상태가 되었다.

내가 대사직에서 물러나고 얼마 후 국정농단사
건이 불거지고 정국은 다시 태풍 속으로 빠져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나에게 맡겨진 역사

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탄핵을 당

적 소임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니 나

하고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주변에서는

도 이제 내 거취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

이런 상황을 예견했느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가 바뀌어 2016년 2월 22일 윤병세 장관에게 전

그것은 예견도 아니고 단순한 우연도 아니다.

화로 사의를 표했다.

그것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나의 삶의 자세

내가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한일관계가 이제

이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넘치지 않으

정상을 찾았고 내 재임 기간도 1년6개월이 되었

려는 나의 절제 정신이고 정도를 걸으려는 나의

고 후임 대사도 한 2년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생활신조이다. 정치를 그만둘 때도 나 스스로 불

것이다. 일본대사는 대개 대통령이 바뀌면 같이

출마를 선언했듯이 이번 주일대사직을 물러날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뭣보다도 자

때도 늘 해왔던 대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스

리에 연연하는 듯한 노추를 보이기 싫었기 때문

스로 물러난 것뿐이다.

이다.
사의는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그만두
려는 것이냐 하는 반응이었다. 할 수 없이 4월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
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가끔 생
각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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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원고

민비 시해 그 역사의 현장

“내가 민비 죽였다”
얼마 전 두 세기를 넘어 126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
의 범인이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편지 한 장이 동경의
아사히신문에 크게 났고 바로 이 뉴스를 서울의 여러
신문이 그 편지 사진과 함께 실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
一), 받은 사람은 다케이시 사다마쓰(武石貞松). 편지
의 주인공은 조선에 있는 일본 공사관의 관원이다.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한학자인 친구에게 보낸 것이다.
도쿄의 한 고서점에서 최근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제
의 편지를 보낸 시기가 1895년 10월 9일 (일본 연호 명
치 29년), 이른바 민비시해사건의 바로 다음 날이고 거
기에다 이제까지 100여 년 동안 묻혀 있던 민비 시해
의 주범이 바로 일본 공사관원임을‘스스로 밝히고 있
다’
는데 주목되었다.
호리구치는 뭐라고 썼을까.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
였다. 담을 넘어 간신히 오쿠고댕(奧御殿, 귀족집의 안
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이 자는

72

金珍培

자기가 10여명의 공관원이나 수십명의 충용무쌍한 병

현대사 연구가
11·15대 의원

사들을 제치고 왕비 살해의 하수인으로 선발된데 감격
했던지 아주 자랑스럽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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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단해서 오히려 매우 놀랐다.”
고그편
지에 썼다. 아무리 비실비실한 왕실이라 해
도 왕후의 침실까지 이렇게 허술할 줄 몰랐
다는 투다.

아무리 비실비실한 왕실이라 해도
궁성 침입자들의 침입 경로와 시해 현장
의 광경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이들의 본
거지는 남산 동남쪽 진고개에 있는 일본 공
사관과 용산에 있는 일본군 수비대였다. 10
월 8일(음력으로는 추석 닷새 뒤인 8월 20
일), 자정 지나 폭도들은 경복궁 정문인 광
화문에 이르러 궁 안의 동정을 살폈다. 몇
사람은 경복궁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총소
리가 몇 방 났다. 일본군 경성수비대가 궁

프랑스 주간지에 실린 민비 피살의 장면

을 지키는 조선 병사에게 쏜 총소리였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훈련원 병사들은 담
을 넘어 도망쳤다. 훈련대장 홍계훈(洪啓薰)
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인 이 노인, 75세의‘대원군’
은 일본군의

수십 명의 폭도들이 경복궁 근정전 청사 뒤 깊숙

포로인가, 아니면 일본군을 이용, 권토중래, 대

한 숲 속에 있는 왕과 왕비의 침실을 덮쳤다.

권을 노린 것인가. 이 노인이 일본군 장교에게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대원군의 처소인 마포

신신 부탁하는 말이 있었다.

공덕리에서는 희한한 정경이 벌어졌다. 일본군

“어떤 경우에도 성상의 옥체에 누가 되지 않

장교가 지휘하는 중대 규모의 병력이 호위하는

도록 부탁하오,”왕비는 처참하게 죽었다. 음모

가운데 한 노인이 위풍당당한 가마에 타고 일본

를 꾸민 자나 이를 실행한 자들은 일본제국을

군의 뛰어가는 보폭에 맞추어 왕궁 쪽으로 향하

위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기고만장했다. 왕의

고 있었다. 이들은 돈의문(지금 서대문 근처)을

침소인 건청궁 안 옥호루에서 이마에 칼을 맞고

거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이르렀다. 고종의

쓰러진 왕후의 시신은 숲속에 던져졌다. 폭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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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그뿐인가. 범인을 조선에 나와 있는 정치깡
패 같은 일본 낭인(샭人)의 소행으로 얼버무리기
도 하고 심지어 대원군과 민비 사이의 알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선전했다. 시체에 칼질이었다.
어렴풋하게나마 암살의 범행 진상이 드러난
것은 궁 안에서 고문 역할을 해온 미국인 제너럴
다이와 러시아인 기사 세레딘 사바틴이 목격했
기 때문이었다. 궁 안에 있던 그 많은 조선 사람
목격자들의 증언은 없었다.

미우라 공사와 호리구치
민비 시해의 원흉 미우라 공사가 그 뒤 펴낸 회고록의 표지

미우라(三浦梧樓 1846~1926) 공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외교관의 간판을 달고 있
을 뿐 조선에 공사로 부임하던 얼마 전까지 현
역 육군중장으로서 수도 동경과 구마모토의 위

은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석유를 부어 불질렀

수사령관을 지낸 무골이었다. 사건 1주일 뒤에

다. 타다 남은 재 몇 줌까지 깨끗하게 치워 파묻

공사 이하 일당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귀국한

었다. 살인의 현장은 처참했다. 그러나 증거는

다. 이 자는 재판을 받는 한두 달 동안 히로시

없었다. 일당이 본국에 송환되어 히로시마 재판

마 감옥에 갇혔으나 면소 판결을 받자 보란 듯

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심증이야 어떻든 증거가

이 승승장구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정계의 요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살인 범인은 물론 죽은

직을 차지하며 20세기 초 정당과 의회를 휘젓

왕후의 머리카락 하나 타다 남았을 뼈 부스러기

는다.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 검찰과 재판소가
어떤 논리를 전개했는지 캐볼 일이다.

스스로 민비 시해범임을 친구에게 편지로 밝
혔다는 호리구치(堀口九万一 1865~1945) 또한

암살범은 당당한 것이 상례다. 그들은 항상 대

범상한 외교관이 아니다. 동경대학 출신의 이 사

의명분을 내세운다. 죽은 사람을 매도할지언정

람이 언제부터 외교관이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

범인을 감추는 일은 드물다. 일본 관헌은 한 나

다. 일본인명사전에도 올라있을 만큼 유명한 사

라의 왕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앴다.

람이다.“민비학살 사건에 연좌, 미우라 고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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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귀국을 한다. 그 뒤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

그렇다면 궁중의 고종과 왕비는 성문도 대궐

의 공사를 지낸 뒤 공직을 물러났다”
고 산세이도

문도 열어놓고 있었던 것일까. 경비병은 무엇하

인명사전에 씌여 있다.

고 자빠졌단 말인가. 경복궁을 지키던 훈련대장

이 흉측스런 공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또 한 사

이범진(쐥範晉 1852~1910)은 침입자들이 광화

람은 엉뚱하게도 청일전쟁에 종군한 구주일일신

문 담을 넘어 서자 그들에게“칙명인가”
호통쳤

문사 기자이자 서울에서 직접‘한성신보’등을

다. 그의 팔은 칼에 찔리어 누군가가 업어서 위

경영, 구마모토 낭인배들의 본거지로 활용한 사

기를 면했다. 궁내부 대신 이경직(쐥耕稙

람이다.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1864~1945). 이

1841~1895)은 왕의 침실을 침입한 살인자들을

사람 또한 민비 시해사건에 직접 연루 히로시마

막아서자 그의 칼에 팔이 잘리고 권총으로 사살

재판소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

당했다. 왕은 이 광경을 보았다. 왕도 왕을 호위

분으로 면소되자 아예‘구마모토국헌당’
이라는

할 책임이 있는 대신도 속수무책이었다. 허망한

극우 국수당을 창당하는가 하면 이를 토대로

나라요, 왕실이었다.

1902년 이후 14선의 기록을 세웠다. 정당과 내

어찌 그뿐인가. 살인자 일본 관헌에 붙은 약싹

각의 중추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공사관이나

빠른 고관 대작이 시글시글했다. 훈련대의 대대

수비대나 이른바 언론인이나‘한통속’
으로 왕후

장 이두황(쐥斗璜 1858~1916)과 우범선(禹範善

살인 일당이었던 셈이다. 참으로 세계사에서도

?~1903)은 일찍부터 일본에 붙어 그들의 궁성

보기 드문 살인의 협업이었다.

침입을 도왔다. 그들의 후예들은 저들의 할애비
와 애비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해방되고 독

여우사냥

립된 이 땅에서도 부귀와 함께 영화까지 누렸다.

가증스럽게도 미우라 일본공사를 주축으로 한

민중은 몽매했고 역사는 되풀이 되었다. 외세에

살인 음모자들은 민비 시해공작을‘여우사냥’
으

의존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19세기 말 우리가

로 이름 붙였다. 여우가 들판에 있든 궁중에 있

붙어야 할 나라가 청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

든 관계할 바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여우

냐, 미국이냐로 갈려져 아웅다웅하다 일본의 청

를 어떻게 매도하고 어떻게 흔적을 없애느냐였

일, 러일 전쟁의 승리로 아시아는 일본제국의 독

다. 그들은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완벽하게 임무

무대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서 오늘의 21세기

를 끝낸다. 사냥이든 침공, 급습이든 간에 그들

는 어떤가. 엄청난 국력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외

50여명 가운데 희생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말

세 의존의 풍조를 아직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그대로 무혈입성이었다.

보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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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모네와 인상주의

盧承禹
화가, 前 한국외대 교수
산타클라라대학교 미대 및 그랑소미에 아카데미 수학
파리 에띠엥코상 초대전 등 개인전 5회
14·15대 의원

모네(Claude Monet, 1840～1920)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르아브르(Le Havre)에서 지냈다.
화가 외젠 부댕(Eugene Boudin)의 가르침을 받고 1859년 파리로 와서 아르망 고티
에(Armand Gautier)의 아뜰리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 밀레, 쿠르베 등 사실
주의 바르비종 화가들과 들라크루아, 코로 등의 작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1862년에 그는 시슬레, 르누아르, 바질 등을 글레드아뜰리에에서 만나 인상파 그
룹을 태동시켰다. 이들과 함께 노르망디나 퐁텐블루등의 시골로 가서 그림을 그리
고 특히 노르망디에서는 용킨드, 부댕 등과 야외 작업을 했다.
1866년 모네는 동반자 카미유(Camille)의 초상화를 살롱에 전시하여 명성을 얻었
으나 다음 해 살롱에서는 낙선하였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피사로와 런던으로 건너가 터너의 풍경화에 영향을 받
고 뒤앙주엘 화상을 만나게 되었다.
1872년 귀국하여 야르장튀에서 센 강의 풍경과 연못, 다리 등의 풍경화를 그렸다.
이때 르누아르, 마네 등과 교류하면서 인상파를 태동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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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해돋이 (Impression Sunrise) , 1872년, (48 × 63cm) 유채, 마르모탕 미술관.

인상파의 탄생
그간의 서양미술은 왕과 귀족 혹은 종교권력이 주제였고, 그들의 주역들을 그려 생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차츰 시민과 대중들이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들의 정서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부의 축적으로 시민 계급이 역사의 축으로 등장하면서, 왕의 업적, 성
서 중심, 신화, 영웅 중심의 주제로 그리는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벗어나 현실주의 속에서
작가가 본 대로, 인상대로 그리는 새로운 방법을 혁명적으로 시도하였다. 모네가 르아브로
의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보고 느낀 대로 즉흥적으로 인상을 그린 작품이 위의‘인
상, 해돋이’
이다.
새벽의 먼동이 틀 무렵의 뿌연 연기, 강과 배의 현장을 그렸다. 모네는 해돋이의 강한 인
상만을 강조하여 태양의 솟아오르는 현장만을 그렸다. 뿌연 회색풍으로 전체 화면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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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연못 (The Water Lily Pond), 1899년 (86 × 93.1 cm) 캔버스 유채, 런던내셔널 갤러리.

하고 주황색의 태양과 물에 비친 반사 그림만 보이게 했다. 또한 근경에 그림의 반 이상을
가로 줄 형태로 많은 선을 그어 거리감을 표현하고 배를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그림에 활력
을 주었다
다른 한편, 이전의 그림과는 달리 인상주의에서는 검은색으로 어둠을 표현하지 않는(사
물의 형상을 통해 풍경을 나타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통한 밝은 빛과, 순간적인 빛의 변화
와 움직임, 즉 색채와 명도 관계를 포착하는데 노력했다.
이 작품을 1874년에 앙데팡당(Independent), 무명 예술인 협회전에‘인상, 해돋이’
이란
제목으로 출품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미술평론가나 관객들에게는 낯선 작품이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루이 드로이가 비웃음조로 비평을 해서 이 그림이 인상주의의 시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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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연못(The Water Lily Pond)
모네는 베퇴이유에 거처하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부인 카미유가 죽은 당시 그
린 작품들 대부분은 슬픔과 절망적인 색조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1883년 재혼한 부인 블랑슈 오세드(Blanche Hoschede)와 가족들이 지베르니에
와서 1890년 저택을 구입했다. 점차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찾고 집 앞에는 서양적
인 정원과 길 건너 연못을 매입하여 동양적인 정원을 꾸미고 일본식 다리를 놓았다.
1895년 뒤앙-뤼엘 화랑의 도움을 받아 연작 루앙 성당(Rouen Cathedral)을 발표하
여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되자 더욱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
1897년 연못에 연꽃이 필 때 아치형의 다리가 보이는 연못 연작을 그리기 시작하
였다. 1900년대 그린 18점의 그림 중 12점이 화상에 의해 전시되었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수련연못(The Water Lily Pond)이다. 이 그림은 초록과자색이 조금 섞여 있는
연못 주위와 주변이 반사되어 있는 연못을 그렸다.
물 위에 반사되어 있는 노란색과 짙은 초록색 음지 위에 빨간색과 흰색의 수련이
조화를 이루어 잔잔하며 평화롭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리 밑을 중심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이분되어 있다. 상부 왼쪽의
버드나무는 주위와 버드나무 그늘을 어둡게 채색함으로써 버드나무의 노란 색깔을
밝게 하여 앞으로 당겨서 다리 밑의 수련들과 어울리도록 했다. 연못의 화단이 삼각
형 구조의 밑변이 되고 연못의 위쪽 오른편으로 꼭지를 그린 구조이다. 또한 붓을 힘
있게 눌러 일관성 있게 덧칠을 반복함으로써 질감의 맛을 내었다. 두터운 질감은 이
후 사물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추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일본식 다리는 일본
요키요에 판화의 대가인 히로시게의 판화 작품 속의 다리와 비슷하고 그 당시 인상주
의 화가인 모네, 고흐, 고갱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작품과 유사한 연대에 그린‘수련 정원’
은 2010년 런던에서 3200만 달러(한화
346억 원)에 판매되었다. 이 작품은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의 전 비
서 바우티스타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팔았는데 1985년까지 이멜다 소유였던 뉴욕 저
택에 걸려 있다가 1986년 마르코스 정권 붕괴 당시 필리핀 정부가 이 집을 환수할 때는
이미 사라졌었다. 다른 그림도 팔려고 한 혐의로 2012년 뉴욕 경찰이 바우티스타를 기
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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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리터러시’
가 뭐죠? 요즘 관심사가 뭐
냐는 질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답하면, 단어
를 듣고 곧바로 그 뜻을 아는 기성세대를 만나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라도 낫 놓고 기역 자
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한다. TV나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다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디어(media)는 한쪽과 다른 한쪽의 중간
(medium)에서 의사나 감정, 정보를 전해주는
수단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 방

金姬廷
17·19대 의원
前 대통령실 대변인
前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원장

80

송 등 정보 전송 매체이다.‘리터러시(literacy)’
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미
디어 리터러시’
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해석, 분석, 처리한 뒤 그 정보를 습득, 맥락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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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적 능력도 바탕이 되어야 하고, 정보에

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타고나는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사후 활용하는 창의적

능력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달하

인 생산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는 능력이다. 이렇듯, 디지털 문해력이라 볼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도 똑같이 교육을

디지털 원주민 그리고 포노 사피엔스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원래 대한민국은 다이내믹하다. 한국인을 대표

미디어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전달되는 형

하는 언어로 세계인들이‘빨리빨리’
라는 단어를

태도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뉴스, 이미지(사

얘기하듯이 뉴미디어에 대한 신물결도 다른 나라

진, 인포그래픽 등), 영상, 게임, 광고 등 어떻게

보다 빨리빨리 휩쓸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정보도 다르게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해방 세대에서부터 한국전

해석될 수 있다. 하루에도 미디어를 통해 수도

쟁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순간순간 합리적

Z세대, 알파 세대까지 공존하고 있다. 이중 Z세

근거에 의해서 의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와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한

런 개개인의 능력이 모여 사회의 큰 흐름이 결

‘디지털 원주민’
이다. 요즘 아이들은 걸음마보다

정되고 그것이‘집단 지성’
이 된다.

스마트폰 넘기는 것을 먼저 배우고 글자보다 유
튜브 로고를 먼저 익힌다. 우리들은 이런 디지털
원주민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거나 조부모이다.
이런 흐름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 정보는 옛날에도 있었다
가짜뉴스 등의 가짜 정보를 통해 집단지성이
무너진 사례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들 중 상당수는 어느 세대인지 상관없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퍼진‘조선인이 우

이 휴대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포노 사피

물에 독을 풀었다’
는 소문으로 일본인들은 무고

엔스(phono sapience)’
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

한 사람들을 학살했다.

께공존하기위해또스스로새로운세상에잘적응
하고즐기기위해미디어리터러시가필요하다.

나치 독일 당시 선전부 장관이던 괴벨스는 라
디오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고가이던 라
디오를 정부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보급하고,

‘문해력’
에서‘미디어 리터러시’
로
과거 문해력(文解싩)이 필요했듯이 지금은 미
디어 리터러시 파워가 필요하다. 문해력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나아가 글을 이용해

유대인 때문에 독일 경제가 나빠진다는 허위 뉴
스를 반복해서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
심을 가지도록 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인류대학살로까지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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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보듯이 가짜 정보의 위험은 절대 간과할

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미디어에 의

수 없다.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도 이럴진대 최

한 가짜 정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근의 디지털 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에 가짜 정

지금도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있다.

보 위험성은 어떻겠는가?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과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은 믿게 될 것이다.”
,“국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열 번만 반복하라. 그러면

미국 MIT 경영대학원에서 온라인상의 뉴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가짜뉴스의 전

말한 괴벨스의 주장이 무섭게도 잘 먹힐 수 있는

파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나 빨랐다. 자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극적인 내용으로 무장한 만큼 가속이 붙은 것이
다. 시각적인 전달 매체는 더욱 뇌를 자극한다.

선진국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앞다퉈 준비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내에 반

이런 문제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

복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가짜 정보를 TV에

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들을

서 보고, SNS에서도 보고, 라디오에서도 듣게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미디어

된다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한다. 특히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가

SNS는 주로 나와 친구를 맺는 등 지인들과 소통

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미디어 리터

하는 곳이다보니 더 신뢰를 주는 경향도 있다.

러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자 하는

아울러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오프라인 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미디

상의 혼란은 온라인을 통해 더욱 증폭된다. 코로

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의식, 인터넷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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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나 한 경우 미디어 역량이 더 낮고, 미디어 위협

역시 인터넷 뉴스를 읽고 평가할 수 있는 뉴스

이 큰 것으로 나왔다.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다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팩트 체크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검

위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최근에 있는 뉴

토 중이다.

스 팩트 체크 흐름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팩

다음으로는 정보 생산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생산

트 체크가 전부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뉴

의 책임과 위반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행보이

스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드라마, 게임 등 엔터테

다. 이집트는 2018년 7월부터 팔로워 5천명이 넘는

인먼트 미디어 등에서 각종‘차별 요소’등을 없

SNS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하고, 가짜 정보 유통시

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처

처벌하도록 했다. 프랑스는‘정보조작대처법’
을

능력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2018년 11월에 만들었고, 독일은‘네트워크 집행

‘개인정보 권한 통제 문제’
, 개인 미디어 시대의

법’
을 통해 네트워크상 혐오 표현이나 테러선동 등

‘저작권 문제’등도 다뤄야 한다.

의 행위에 벌금 50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하면서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 미
디어 리터러시를 장기적인 국가정책 과제로 삼

했다.

고, 양질의 연구를 진행하고, 방송사, 학교, 도서

팩트 체크 그 이상

관 등 미디어 관련된 오프라인의 기관에서 각각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의 기관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해 상황별 사례를

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를 활용방법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공적 가이드가 마련되어

적어도 뉴스에 대해서라도 팩트체크 의무화하는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

것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한 책임은 철저하게 사용자 개인의 문제로 여겨

‘WHO에서 만든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차

진다. 우리 개개인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단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맛보기로 보면서 앞으로

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책이 필요하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각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세대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끊임없이

올해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조사에 의하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연령대가 높

보를 활용하는‘기본 디지털 체력’
을 튼튼하게

은 층,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원주민이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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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는 짐승이나 고기를 잡기 위하여 골로

사냥 위해

몰아넣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
다. 사냥을 하기 위해 짐승을 몰이하는 사람을
몰이꾼이라 한다. 사냥꾼이 목을 지키며 총을

몰이하는 세상

겨누고 있으면 몰이꾼들은 숨어 있는 토기나
노루, 돼지 등을 사냥꾼이 있는 목으로 몰이를
한다. 이를 두고 토끼몰이니 노루몰이, 돼지몰
이라고 한다.
바람몰이라는 말은 민속적인 풍습으로 음력
2월에 영등신인 바람할미(영등할미)가 하늘에
서 내려 왔다가 올라가는 달에 천연두를 실어
내는‘말을 몰아낸다’
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
다. 질병의 감염을 귀신의 소행으로 보고 천연
두를 손님신으로 잘 모시고 보내 드리는 주술
의례를 행하므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믿
음이 들어 있다. 이같은 바람몰이라는 말이 현
대로 오면서 큰 추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
회적 용어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몰이라
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난 긍정적 부정적 현상을 표현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
여론몰이라는 말은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미
로 쓰일 때가 많고 인기몰이도 의도적으로 인
기를 끌기 위해 인위적인 선전을 하는 행위다.

84

이동한

K- 콘텐츠가 흥행하면서 K-푸드도 함께 혜택

헌정회 편집주간
언론학 박사

을 보고 있다. 2019년에 개봉한‘기생충’
이각
종 영화제에 수상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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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조리해 먹는 짜파

에 처해 있다.

구리 바람이 일어났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장에 나가 신성한

는 83개국에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오징

주권행사를 해야 할 국민들은 답답하다. 유권

어게임’속의 등장 인물들이 입는 의상을 따

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다. 소셜미디

라 입고 등장 인물들이 먹는 삼양라면의 인기

어를 통해 퍼지는 선거운동 정보가 일으키는

가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에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갑자기 바람이

이 경우는 한류가 세계무대를 주름잡으면

불면 이 바람이 서풍인지 동풍인지 북풍인지

서 일으키는 바람몰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바

남풍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바람이

람몰이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행위로

조작된 바람인지 왜곡된 바람몰이를 하는 것

도를 넘고 있다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범죄

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몰이라는 개념을 확

를 조장하는 사회악이 된다. 지난해 7월 21일

대해 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몰이가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

어떤 집단의 목적을 위한 사람들을 몰아넣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김

기 위해 몰이꾼이 사냥꾼과 짜고 사냥을 한

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부

다. 그 몰이들을 정치몰이와 상업몰이, 교육

터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몰이, 연예몰이, 종교몰이, 여행몰이, 방역몰

(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이, 백신몰이, 인기몰이, 여론몰이 등등 인간

밝혀진 것이다. 첨단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이 지구촌에 살면서 벌이는 사회적 행위를

여론조작 바람몰이를 시도한 것이다.

통한 몰이는 다양하다. 물론 그 몰이 중에는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긍정적인 몰이도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

대선후보 비리 의혹으로 시끄럽다. 검찰은 수

하는 인간이 벌이는 몰이는 대개 짐승을 쫓

사를 한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

는 사냥꾼이나 몰이꾼과 다를 바가 없다. 사

를 하지 못하고 양쪽 대선 진영에서는 상대를

냥하는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 몰이의 수단은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악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엔 선의 가면

일삼고 있다. 정의와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을 쓴 사냥꾼들이 설치고 포장된 선을 위해

않고 자기 편 진영을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몰이들이 많다. 그래서

어 퍼트리고 여론 조작에 혈안이 되고 있다.

세상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이고 언제나 시

국민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못하고 혼란 속

끄럽다.

2022. 2

85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86

MAC-4

헌정 廣場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서울총회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9
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서울총회 폐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폐회식에서
는 호주, 캐나다, 중국 등 22개국 의회 대표단과‘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
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과 13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우리는 아태지역의 평화증진과 경제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연대하고 협력하
겠다는 의지를 이번 총회에서 다시 천명했다”
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 신년인사회
鄭鎭碩(16,17,18,20,21) 국회부의장은 1월 1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鄭 부의장은“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쐡 地쐡不如人和)’
,
하늘이 주는 좋은 때도 지리적(地쐧的)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地쐧的)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和合)만 못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고 했다.
2차전지 선도 기업 방문
金富謙(16,17,18,20) 국무총리는 1월 11일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 포스코케미칼 광
양공장을 방문,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金 총리는“정부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을 통해 기술·인력 보호와 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
고 했다.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및 추모문화제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12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
린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및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金 부의장은
“김근태상은 자식을 심장에 묻고, 그 아들이 살아갔어야 할 아름다운 세상을 만
드는 길을 선택한‘김용균의 어머니’
에게 진정한‘김용균법’
이 만들어지고, 그
것이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
이라고 전했다.
운경 이재형 전 국회의장 30주기 추모식
쐥載灐(제,2,4,5,7,11,12) 前 국회의장 30주기 추모식이 1월 26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
서 운경재단(이사장 강창희) 주최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서 강창희 이사장(前 국회의장)은 추도
사를, 고흥길 가천대 석좌교수(前 특임장관), 홍정민 국회의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등이 추
모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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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가치로 선도하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특강

‘국제여성교류협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쐍晙相(11,12,13,14)

金貞淑(14,15,16) 국제여성교류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KIC) 공동대표(헌정회 부회장)는

원장은 1월 5일 황

12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희 문화체육부장관

클럽에서‘국제여성교류협회 창립 5

을 초청해‘문화의 가치로 선도하는 사람 중심 4

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다.

차 산업혁명’
에 대해 특강을 개최했다. 앞서 12월
1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BOB센터에서‘2021년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 시상식’
을 가졌다.

黃鶴洙(15) 치안문제연
구소 이사장은 1월 5일

‘광복 76주년 반탁, 반공 기념대회’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

쐥쐋澤(11,12) (사)한국반탁반공학생

맹(총재 우희용)과 업무

운동기념사업회 총재는 12월 29일

협약을 체결했다. 우희용 총재는 외국에서 널리

서울 종로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

알려진 프리스타일 축구인으로 묘기 부문의 각종

관 대강당에서‘광복 76주년 반탁,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다.

반공 기념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대한
민국건국기념사업회, (사)대한민국건국운동자유족
회, TK자유산악회 등이 후원했다.

『좋은이웃 정갑윤입니다』출판기념회
鄭甲潤(16,17,18,19,20) 前 국회부의
장은 12월 14일 울산 문수체육관에

제41회 한얼홍익대상 시상식

서『좋은이웃 정갑윤입니다』출판기
韓斅葉(12) 한얼공

념회를 개최했다.

동체 총재는 12월
23일 한얼세종꿈

광주민주역사 탐방

터에서 한국노인

金敬天(16) 헌정회 광주지

교육연구소(회장 조서목)가 주관하는 제41회 한

회장은 12월 27일 광주민

얼홍익대상을 부문별로 시상했다. 앞서 12월 7

주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일에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2021부산자원

이날 행사에는 김일윤 회

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 명예장을 수상했다. 명

장과 송기석 의원을 비롯

예장은 자원봉사 10,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을

해 10여명이 참석, 광주민주화운동의 산실 역할을

대상으로 하는데, 韓 총재는 16,000시간 활동

한 광주YWCA 경천애인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했다.

이후 광주 5.18민주묘지, 광주 3.15민주의거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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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등을 참배하고 광주5.18민주화운동 발상지 전
남대도 방문했다.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토론회
鄭成湖(17,19,20,21) 의원실은 12월
23일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연합과 공동으로‘차기 정부가 지

쐥相珉(17,18,19,20,21) 의원실은 12

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에 대해 토

월 21일 의원회관에서 서병수 의원

론회를 개최했다.

실,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메타버스
감성혁신과 공동으로‘메타버스 콘
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
洪文杓(17,19,20,21) 의원실은 12월
29일 의원회관에서‘한돈산업 발전
토론회’
를 개최했다.

MBN 판도라 패널
羅卿瑗(17,18,19,20)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
표는 12월 20일 MBN
판도라에 패널로 나와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17,18,19)·김재원(17,19,20)·홍익표
(19,20,21) 의원 등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간담회
쐥光宰(17,18,21) 의원실은 12월 22일
의원회관에서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으로‘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
를 개최했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토론회

‘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세미나
쐥明洙(18,19,20,21) 의원실은 12월 20
일 의원회관에서 서범수 의원실과 공
동으로‘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
의 모습은’
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형
친환경 선박 대응 전략’세미나
洪永杓(18,19,20,21) 의원실은 12월
22일 의원회관에서 이원택·신영대
의원실과 공동으로‘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형 친환경 선박 대응 전략; 특수목적선 선진화단
지 구축사업 중심으로’세미나를 개최했다.

盧雄來(17,19,20,21) 의원실은 12월

제17차 코리아포럼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디

朴商銀(18,19)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은

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토론회

1월 19일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

를 개최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의

장에서‘2022 임인년 한국의 선택’제

원회관에서 소병훈 의원실, 창간 10주년을 맞은

17차 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

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치 패널은 함재

회’
를 개최했다.

봉 한국학술원 원장이‘동북아 지정학의 저주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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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헌정 회원들의 각종 활동 및 경조사 등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매월 12일 마감 이후 접수분은 다음호 게재 (연락처 : 편집실 786-2881~2)

의 번영’
에 대해 발제하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자로, 경제 패널은 성태윤 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평등의 도전과 한국경제의 과제’
에 대해 발제하
고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토론했다.

金文起(12,13,14) 前 원로회의 부의장이
12월 19일 별세. 고인은 건국대 법정대

‘차기 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포럼

학 법학과 졸업, 건국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미국 Wesley University

都鍾煥(19,20,21) 의원실은 12월 21

명예인류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빠고다가구공예점 창

일 의원회관에서 이병훈·김승원·

립회장,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대한가구수출

유정주 의원실과 공동으로‘차기 정부 문화국가

입협의회장, (사)강원도민회 부회장, 강릉김씨대종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화강국 실현’
에대

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설립자·8대 총장,

해 제1차 연속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전국 총재, 제22대 건
국대 총동문회장, 건국대 대학원 총동문회장, 헌정회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향년 89세

제 논의’정책토론회
쐥埰益(19,20,21) 의원실은 12월 27일

孫柱煥(13) 회원이 2022년 1월 1일 별

의원회관에서 박정·임오경·김승

세. 고인은 마산고, 고려대 법대, 경남대

수·배현진 의원실과 공동으로‘체육인이 바란다:

대학원 정치학 박사, 콜럼비아大 언론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 정책토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향신문 월남특

론회’
를 개최했다.

파원,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이사, 한국기자협회
회장, 관훈클럽 총무, 민정당 기획조정실장, 민자당 국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토론회

책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공보처 장

印在謹(19,20,21) 의원실은 12월 23

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등을 역

일 의원회관에서 서동용·김병욱·

임했다. 향년 83세.

최연숙·강민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집중간호학사 특별
과정 도입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鄭雄(13) 회원이 12월 23일 별세. 고인
은 육군호국사관학교, 육군대학, 합동참
모대학, 전북대 경영대학원 졸업, 민추
협 부의장, 평민당 총재 안보국방특보,
평민당 군 정치 중립화 추진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후

張廷銀(19) 회원의 딸 결혼식

보 선대본부 부위원장, 평민당 안보국방위원장, 평민

2022년 1월 2일(일) 오후 2시 30분 엘리에나호텔

당 당무지도위원회 부의장, 국회 국방·건설·예결

5층 그랜드볼룸

위원, 중앙성결교회 장로 등을 역임했다. 향년 93세.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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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헌정회는 이런 단체입니다

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정회 발자취
-

1968년
1979년
1989년
1991년
1994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1 2월 1 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5월 3 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1 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이런 활동을 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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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제
회원
회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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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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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憲政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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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회장
辛卿植(19代), 쐌容泰(20代), 柳瓊賢(21代)

‘憲政’
은 열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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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제언이나 논평은 원고지 200字 × 15매 내외(A4 3장)
수필 200字 × 10매, 詩 5매
기타 200字 × 10매 분량입니다.

l전 화 : 02) 786-2881~2 / 6788-3999

l팩 스 : 02) 786-2883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1

MAC-4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2

MAC-4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3

MAC-4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4

MAC-4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5

MAC-4

01-96(2월)수

2022.1.21 14:49

페이지96

MAC-4

2월헌정표지(381x257)

2022.1.20 12:21

페이지2

MAC-4

2022.1.20 12:21

페이지1

MAC-4

월
간

헌
정

2
0
2
2

2
(
통
권
4
7
6
호
(

2월헌정표지(381x257)

대
한
민
국
헌
정
회

특집Ⅰ 대통령의 자격
특집Ⅱ 선거와 공정성
당신을 지켜보는 공수처
민비 시해의 역사적 현장
오미크론발 6차 대유행과 대응전략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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