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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 승 일
경북고 41회, 국민대 총장
(사)통섭정경사연구원(統攝政經社硏究院) 원장(현)

북한은 금년 1월 6일, 제4차“수소탄급”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8개월 후인 9월 9
일, 제5차“강력한 핵탄두”실험을 성공시켰다.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운반체인
미사일이 긴요한데 미사일 개발에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꽤 길다. 북한은 1940년대에 소련의 핵개발에 참여했던 극소수의 북
한인을 중심으로 6·25전쟁 정전이후 핵개발을 서둘렀고, 소련은 이에 동의하여 250명의 북
한 과학자 및 기술자를 받아들여 모스크바에 있는 <두브나 종합 핵연구소>에서 훈련을 시켰
다. 소련은 1965년 첫 실험용 원자로(2~4MW)를 제공, 이것을 평북 영변에 설치하였다.
1960년대에 함북 웅기지역에서 세계 최대 매장량인 400만 톤 상당의 우라늄광을 발견하였
다. 여기서 나온 우라늄을 소련도 가져다 썼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은 1970년대엔 이미 비밀
이 아니었다. 1980년대 초에 소련은 좀 더 큰 규모의 흑연가속 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하였고,
이것으로 플로토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993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소련과
학자들이 철수하였고, 북한의 핵연구에 참여해온 중국과학자들도 북한이 핵개발을 무기화하
는 데에 반발하여 떠나버리자, 북한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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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은 1970년대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 DF-16(사거리 370마일)을 개발한 것이 시작이
었는데 북한은 이 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터득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소련으로부터
스쿠드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쿠드 B
형 탄도미사일과 이란으로부터 역추진 엔진을 들여와 이것들을 역설계하는 등의 탐구를 거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고, 그 이후는 자체개발로 미사일의 성능을 키워왔다.
노동, 무수단, 대포동 등 사거리의 장단을 달리하는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였으며, 3500마
일짜리 초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발사를 성공시켰다. 이제 북한은 잠수함의 은밀성을 이용하여 바다
밑을 항해해서 미사일 방공망 뒤쪽에서 남한을 SLBM으로 공격할 수 있고, 미 본토까지도 공
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이 동맹공약에 의해 남한을 지원하고자 할 때, 미국의 주요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을 망설이게 하여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노
림수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단히 우수하며 남한에 불안과 공포
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대단히 열악하다. 북한 공산독재체제의 경제적인
실패는 우선 농업부문에서 1995~2000년의 대기근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기간에 평양
정부의 자체통계로는 22만 명, 외부통계로는 350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대기근은 하
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70년대 후반 이래 집단농장의 생산성의 저하로 식량부족이 계속되
어온 결과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고난의 행군”
이 이미 1980년도 말에 시작되었었고 1992
년에는“하루 두끼 먹기”운동을 벌였다가 김일성의 지시로 중단된 적도 있다. 북한은 줄곧 나
무를 베어 땔감으로 써왔기 때문에 대부분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80년대
말부터는 거의 해마다 홍수를 겪어 왔었는데 95년의 홍수가 결정적인 재해를 가져온 것이다.
김정일은 1995년 체면불고하고 공식적으로 외국정부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호응하
여 외국들은 1995~2001년 총 690만 톤의 양식을 지원하였다. 미국이 170만 톤, 중국이 130
만 톤, 남한이 84만 톤(12억 3100만 달러 상당), 일본이 81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외
국의 원조로 급한 불은 일단 껐으나 북한의 식량부족은 여전하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인구가 필요로 하는 연간 식량 약 600만 톤 중 작업률은 약 65% 수준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없이는 식량부족해결이 불가능하다.
2010~2015년 기간에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구호기관들이 1억 3500만 달
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출처 UNOCHA).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매년 석유와 함께
10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업 부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재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체의 기계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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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족과 기계의 노후화, 부품의 고장 등으로 국영공장의 30~40%가 멈춰 서있다. 1970년대
에 서방에서 외상으로 들여온 기계류 수입에 대해 결제를 하지 못하여 서방국가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꺼리고 있고 특히 소련이 몰락한 이후 러시아조차도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새로운 기계
나 기계부품을 수입할 길이 막혀버렸다. 전체노동 인구의 48%를 수용하고 있는 국영공장들
가운데 중공업분야는 정부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군대를 고객으로 하는 관계로 비교적 가동률
이 높지만 나머지 공장들은 근로자들의 출근지일뿐 일터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계획경제의
100% 고용원칙에 따라 기업소에는 과다한 인원이 취업해 있고 반면에 기계는 멈춰서 있으므
로 출근해서 몇 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빈둥거리다가 정치교육, 정신교육을 받은 후 퇴근
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장 난 기계의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라도 달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량수출이 가능한 경공업품으로 수출할 만한 양질의 제품이 거의 없다. 외화를 취득하기 위
해 위조지폐, 마약 등을 제조하여 해외 외교공관을 통해 환전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탄
로나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북한의 외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이다.
북한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의 유일한 창구는 <중앙당 39호실>이다. 39호실은 돈 될 만
한 산품을 취급하는 무역회사들과 외화영업소들을 하나로 엮은 방대한 조직망으로서 산품들
을 독점적으로 수출, 영업하여 외화를 수취한다. 산품은 금, 은, 우라늄 등 천연광물과 인삼, 송
이버섯, 대마초, 조개, 명태 등 주로 1차 산품들이다. 급양업소(외화식당), 외화백화점도 산하
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속품 상점을 독점운영하고 자동차 주유
소도 몇 개 운영하고 있다. 39호실의 자세한 활동내막은 국가비밀로 알 수 없으나 미CIA는 39
호실이 지난 10년간 5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취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금관리는 39호
실에 직속되어 있는 평양의 대성은행과 오스트리아, 마카오,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이 담당하
고 있다. 39호실이 벌어들인 외화들은 핵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지식의 구매, 해외에서의 간첩
활동, 국가고위간부들의 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김정은의 비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북한은 GDP의 30~40%를 국방비에 쓴다. 북한의 군대(조선인민군)는 1948년 창설 이
래 100만 내지 120만 명의 정규군(남한은 현재 65만~70만, 미군 2만 8000명)을 유지하
고 있다. 비전투 요원으로 분류되는 30만 명과 예비군 50만 명이 별도로 있다. 이 밖에 <노
농적위대>, <붉은청년 근위대>, <대학생 훈련대> 등에 소속한 민간인 약 400만 명도 군의
통제 아래 두고 있다. 북한 정규군의 수는 세계에서 5번째이다. 육군이 35개 사단으로 구성
되어 있고 잠수함 부대와 해안경비대를 포함한 해군이 4만~6만, 대공방위부대를 포함한 공
군이 7만~9만2천 명이다. 정규군의 70%가 남한과의 DMZ 근접선에 배치되어 있다. 정규
군의 복무연한은 남자인 경우 10~13년이며, 여자인 경우는 7~10년이다. 가정들은 평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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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중의 1명을 현역군인으로 두고 있다. 북한군은 산업의 토목, 건설, 농경, 채광, 어로 등 산
업에도 직접 투입되며, 당이 추진하는 <천리마운동>과 <속도전> 등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집단적 동원근로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 군에서 일정 계급 이상으로 제대를 하면 당
과 정부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군은 사회전체 조직의 근간을 이루며 군
의 위세도 핵과 미사일을 손에 쥔 만치 더욱 당당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계급 군인들의
실상은 비참하다. 많은 병사들은 굶주림의 고통속에 있으며 그 중에는 먹을 것을 훔치러 국
경을 넘었다가 체포된 보고가 부지기수이다. 병사들의 체구는 빈약하고 의복은 남루하다.
인민군이 될 수 있는 최하 신장(키) 요건이 1미터 25센티이다. 남한 초등학교 3년생의 평균
키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전의 결과이다. 실제로 북한군대에선
장총을 어깨에 힘겹게 둘러멘 어린이 같이 작은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기근 이래 북한의 사회상도 많이 달라졌다. 대기근 기간에 장마당이 도시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싹이 튼 것이다. 장마당은 원래 시골 각 가정의 텃밭에서
길러낸 작물의 일부를 아낙네들이 쪼그리고 앉아 장사를 하던 인근 길가나 빈터를 말하는 데,
이런 작은 규모의 시장이 도시에까지 곳곳으로 번진 것이다. 장마당에서는 밀수품이나 국경기
업소에서 훔쳐온 물자들이 거래되고 전문적인 장사꾼도 나타났다. 장마당의 시장행위는 부족
한 물자를 적게나마 메꾸어 주는 기능을 하였고 대기근을 통과하는데도 기여를 하였다. 대기
근 기간에 중단되었다가 2003년에 복원된 식량배급제는 1일 1인에게 조악한 옥수수 가루 등
을 포함하여 평균 230g을 분배하는 데, 인구를 12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군 간부,
당 간부, 내각 간부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을 가장 우대한다. 하등급 백성들은 배급만으로는 배
고픔을 견딜 수 없음으로 장마당을 통해 양식을 구한다. 단속 나온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눈을 감는 대신 뇌물을 챙기는 부패는 일상화되어 있다. 처음 최하층민에 의해 시작
되었던 시장거래가 지금은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방대한 범위로 확대되어 있다. 전문 밀
수꾼들이 큰손으로 성장하고 권력층과 유착된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부패는 권력자들이 크게
차이나는 이중가격을 이용하여 정부가격으로 매입한 물자를 시장가격으로 되팔아 부를 축적
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생겨나고 빈부격차가 심하다. 북한의 원화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
지고 그 대신 중국의 인민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부자들이 북한사회의 새로운 과두
(oligarch)들로 등장하는 현상이다. 사람들의 의식도 주체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이
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다.
김정일은 북한사회에 나타나는 자본주의적인 현상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민간
의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중앙 통제경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에 통화개혁을 단행하였었
다. 북한 원화의 액면 가치를 100대 1로 줄이고 교환할 수 있는 상한액을 10만원(신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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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장사나 부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의 잉여금을 빼앗아 국영경제
로 환수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국영기업소 종사자들과 국가 엘리트들의 봉
급을 한꺼번에 100% 올려 과거 구권으로 받던 액수의 봉급을 지급토록 명령하였다.
잉여금을 가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리시켜 화폐를 교환해 갔고 더 큰 부자들은 돈
을 외화로 보유해왔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빠져나갔으나 소액을 보유한 민간인 상인들은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기고 말았다. 국영부문의 봉급 100% 인상이 부과된 화폐개혁은
55000%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는 완전실패로 끝났었다. 북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불학무식한지를 보여주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줄이고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장 활동과 사적인 부
를 중국에서처럼 체제변경을 통해 수용하는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은 산업의 90%를
국가소유로 관리하고 있다. 농업생산도 전형적인 계획경제 양식인 집단농장에서 이루어진다.
민간 기업은 오직 3%에 불과하다. 중국은 등소평(鄧少平)의 지도 아래 공장, 토지, 자본을 개
인에게 개방하여 개인의 소유와 자율경영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기록하
였다. 개혁을 하면 백성이 살되 체제가 죽고, 개혁을 안 하면 체제가 살되 백성이 죽는 두 갈래
길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으로 남한의 GDP는 북한의 42배(남한 1441조 640억 원, 북한 33조 8440
억 원)이며, 무역액수는 146배(남한 1조 753억 달러, 북한 73억 달러)이다. 독일이 통일할 당
시 서독과 동독의 GDP 차이는 3대 1이었다. 개인별 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20배(남한 2870만
원, 북한 138만 원)이다. 북한백성의 경제수준은 아프리카 가나의 것보다도 열악하다. 북한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남한은 82%)이고 농업이 30%(남한 4.6%)이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남한의 20%이며, 고속도로 연장선은 남한의 18%이다(출처: 통계청,
2015). 북한이 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경제력이다.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이상으로 그들은 남한의 경제력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 GDP의 30~40%에 해당하는 북한의 국방비(11조 8500억 원. 2014, 추산)는 GDP의
2~3%를 쓰는 남한 국방비(35조 985억 원. 2014, 통계청)의 3분지 1 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
은 북한이 설령 그들의 GDP 전부를 국방비로 투입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국방비를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이 핵으로부터 손을 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차
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칭적인 방법으로서는 군비경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라는 비대칭 전략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핵을 내려놓는 순간 그들의 국방력은 의
미가 없어지고 따라서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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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김정은의 말대로“하늘이 두 조각나도 핵의 포기는 없을 것이다.”북
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외교관들은 이
라크의 아담 후세인이 핵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도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북의 핵개발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핵이 원조
와 양보를 이끌어 내는 유효한 공갈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핵 공갈은 핵 위기를 조성하
여 긴장을 벼랑 끝까지 고조시킨 후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 내는 협상에 임하는 순서를 밟았다.
협상 때는 핵의 양보를 약속하지만 약속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엔
핵을 동결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많은 원조를 획득하였고, 남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때는
정상회담에 응해주는 대가 하나만으로도 현금 5억 달러를 챙기는 등 단단히 재미를 보았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에서 체결한 미국과의 <합의>(Agreed
Framework), 2007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2007 Joint Statement) 등에서 핵의 폐
기를 분명하게 약속했으나 핵개발을 늦추지는 않았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기 어려운 것은 전쟁을 치를 만한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
을 뿐 아니라 선제공격을 할 경우는 자멸을 결과 시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층은 남북 간의 평화통일도 원치 않는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쳐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북한의 엘리트들은 평화통일이 올 경우, 그들
보다 4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의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그들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것
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엘리트층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백성들이 다 죽는 일
이 있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 현재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것이며, 만약에 가능만 하다
면 남한을 궤멸시키는 무력통일을 원한다.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잘사는 남한과 평화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전개하는 연속적인 핵무기 실험에 경악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
까지 모든 종류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하고 있다. 이 결의가 완전하게 이행된다면 북
한은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는 중국으로 인해 좌초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결
의를 비웃으며 오히려 미국의 워싱턴을 핵으로 공격하는 가상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출
시키는 등으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핵위협을 통해 미국민의
여론을 혼란케 하여 미국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장기적인 물자
지원이 그 골자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서 핵을 폐기하거나 동결할 생각은 없고 핵보
유국으로서 인정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간 현재 핵을 둘러싼 북한의 태도이다. 만약 북
한이 핵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타결되어 주한미군이 철수라도 하게 된다면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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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최악의 안보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의 핵무기 보유까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적 제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은 전보다 더 많은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
험이 2006년이었는데, 2005년에 16억 달러였던 북중무역액이 2013년에는 64억5000만 달
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같은 해, 중국과 남한과의 무역액은 2500억 달러).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록강까지 전진배치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 밖에도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지배하여 북한을 그들의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속셈
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주요 광산들을 장기임대 등으로 매입하고 있으
며 북한과의 무역을 위안화로 결제토록 하여 많은 위안화를 북한에 유입시키고 있다. 위안화
는 북한의 장마당 거래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점차 북한화폐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남한이 북핵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
지를 고려할 때, 선택지는 별로 많지 않다. 즉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
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만을 강화시켜 백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
과가 될 것이고 김정은은 궁할 때면 언제라도 핵을 꺼내들고 위협해 올 것이므로 우리는 출구
없는 지원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 불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한도 핵으로 무장해서 남북 간에 공포의 핵 균형을 구축하여 안보부터
정착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보정착으로 평화를 확보한 연후에 당분간은 북한의
개방개혁이나 통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 없이 서로 남남처럼 각기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기의 길을 가다보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자체적 핵무장은 국제 규범의 제약으로 용이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대해 한
미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991년에 철수시킨 미국의 전략 핵무기 또는 그 이상의 핵
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토록 하며, 핵무기 재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은 한국국민이 기꺼이
수용할 것 등을 약속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의지를 확실히 하고 NATO의 경우처럼 한국군도 핵
무기 발사 권한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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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한국정치의 선진화”
9월 8일(목) 오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정당과 한국정치의
선진화”
란 주제로 제16차 민주포럼이 개최되었다.
윤순갑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경북대 정외과 하세
헌 교수는“지방정치 발전과 지방정당 활성화”
라는 주제로 ▶ 지구당 제도의 부활 ▶ local
party(지역정당)의 허용 ▶ 중대선거구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하였고, 대구가톨릭대 정
외과 장우영 교수는“한국 정당정치와 헤테라키 민주주의의 발전”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앞
으로는 빅데이터와 만물네트워크 기반의 융합형 대의정치가 도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와 정당조직의 후퇴가 있게 되고 이들의 역할은 후보와 미디어로 대체될 것이
라 발제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
렇게 했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구당의 활성화는 과연 현 정치상황
에서 가능한가? 수도권에 거주기반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위하여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등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식순과 패널현황>
구분
1부

주제

[발제1]
지방정치 발전과
지방 정당 활성화

2부

출연자

좌장: 윤순갑
발제: 하세헌

토론: 이춘수
이승철
[발제2]
한국 정당정치와
헤태라키 민주주의의
발전

좌장: 윤순갑
발제: 장우영

토론: 임성수
류재성
3부

프로필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북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정치학회 차기회장
매일신문 정치부장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장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대구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영남일보 정치부장
계명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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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지방정치 발전과 지방 정당 활성화1)

하 세 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Ⅰ.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는‘정당정치’
라고 일컫는 것처럼 정당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성립할 수 없
다.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선출
및 의회운영의 단위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수준과 지방수준
에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중앙정치에 있어 정당은, 때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가운영
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기초지방 선거에 대한‘정당공천 배제론’
이 여론의 지
지를 받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지방에서 정당은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다. 지방에서
정당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들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정치보다는 행정이
중심이라는 사고가 깊게 깔려 있다. 즉 일상적인 규범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무에
정당이 관여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김용복 2009, 37-38).
하지만 지역에 있어서도 제한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집약하
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은 정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나 이익집단들도 주민
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1) 이 발표문은『지방정치의 이해 2』
에 제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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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정당에 견줄만한
집단은 없다. 따라서 정당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액터(actor)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차원에서의 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정당에 대해 조직 및 정당 간
경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지방 정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Ⅱ. 한국 정당의 지방조직과 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
1. 정당의 지방조직
1) 2004년 이전 지방조직
한국 정당의 지방조직은 2004년 지구당 폐지를 계기로 해서 그 전후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전 정당들의 전국 조직은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당연락소로 구성되는
다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연락소는 시·군·구 단위로
각각 설치되었다. 정당법에서는 기본적인 정당조직으로서 중앙당과 지구당만 규정하였고, 시·
도지부와 당연락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었다(구정당법 제3조).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시·도지부를 설치하였고, 주요 정당에서는 당연락소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 각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당 관료인 유급사무원이 배치되었다.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시·도지부는 5
인 이내, 지구당에는 2인 이내, 당연락소는 1인을 각각 둘 수 있었다(구정당법 제30조제1항).
이러한 계통조직 가운데 지역의 정당 활동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지구당이었
다. 지구당은 정당법상 정당 구성의 기본단위로 위치 지워졌고2), 당원의 입당과 탈당, 당원명
부 관리의 주체였다(구정당법 제20조, 제23조). 또한 유권자의 정치참여 및 후보자 선출ㆍ선
거운동과 같은 지역 정치활동의 기초단위이기도 했다. 지구당은 특히 이러한 정치활동을 위해
산하에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구당의 구성은 정당마다 그리고 지구당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
당의 지구당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지구당은 본부조직과 기간조직으로 나뉜다. 먼

2)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설립하지 않
으면 안 되었다(구정당법 제25조). 지구당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광
역자치단체는 지구당 총 수의 1/4 이상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지구당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설
립되어야 했다(구정당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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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본부조직에는, 지구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지구당대회가 있으며,
그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집행기관으로는 1인의 위원장과 복수의 부위원장이
있었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었다. 사무국에는 총무·조직·홍보·민원 등 일상업무를 보는 부
서 이외에,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자치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와 직능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기간조직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당무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마다 회장·총무·청년
회·여성회 등을 두고 운영하였다. 당무협의회 밑에는 몇 개의 투표구를 묶은 지역을 관할하
는 지역장을 두고 있었으며, 지역장 산하의 리·통 단위에는 리·통책, 그리고 그 밑의 반에는
반책을 두었다(정영국 2003, 125-129; 이현출 2005, 103). 이처럼 기간조직은 피라미드형
의 매우 체계적인 계선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선거 시에는 집표 머쉬인(machine)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구당은 조직규모에 어울리게 많은 당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표1> 정당별 지구당 수 및 당원 수
등록
지구당 수

당원 수

지구당 평균
당원 수

당비 납부자 수

진성당원
비율(%)

한나라당

227

2,778,185

12,239

52,559

3.5

민주당

226

1,889,337

8,360

17,280

2.5

자민련

210

1,097,246

5,225

663

6.1

민노당

73

25,465

349

25,465

100.0

출처) 이현출 2005, 106.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의 지구당별 평균 당원 수는 12,239명
이나 되었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각각 8,360명, 5,225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기적
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들(진성당원)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진성당원비율은 각각 3.5%와 2.5%에 머물렀다.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당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구당 조직체계의 외형적 방대
함과는 달리 주요 정당들의 지방조직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원 진성당원으로 구성되었던 민노당만이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였다.
한편 지구당은 그 운영상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 급료 이외에도 행사비, 조직관리비, 지역주민 경조사비 등 상당한
비용 지출이 요구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선거가 없는 평시에도 수도권에서는 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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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방에서는 월 3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이정진 2010, 355; 전진영 2009, 176). 그
런데 이 비용 염출을 거의 지구당 위원장 혼자서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비를 납부하
는 사람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의 당원 활동가
들은 돈을 받으면서 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중앙당으로부터의 지원도 일
부 있기는 하였지만,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
정이 싹틀 여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이현출 2005, 104; 전진영 2009, 176-177; 이정진
2010, 355).
다음으로 지구당은 위원장 1인 지배체제를 형성하였다. 운영경비 조달을 위원장에게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하게 된 결과, 지구당은 위원장의 독점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당
원들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가입하였다기보다는, 위원장의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에 편
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접적인 금전적 보답을 기대하고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장과 당원 사이에는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구당은 보스인 위원장의 사조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
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나갈 당내 후보 선출에는 위원장의 의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으며,
사무국의 일상 업무도 조직관리, 경조사 파악 등 위원장의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활동에 초점
이 맞추어졌다(정진민 2003, 32-33; 이현출 2005, 104; 이정진 2010, 355-346).
2) 2004년 이후 지방조직
지구당 조직이 가졌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와 정당운영의 민주
성을 추구하는 정치개혁 논의에서 주요 테마로 다루어졌고, 결국 2004년 3월의 정당법 개정
으로 지구당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 지구당이 가지고 있던 입당·탈당 등 당원관리
기능은 신설된 시·도당에 이관되었다. 이로써 정당 조직은 중앙당-시·도당 체제로 재편
되었다3).
지구당 폐지는 정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지역
수준에서의 여론수렴 및 주민참여를 위한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정진
2010, 354). 이를 배경으로 2005년 6월에는 다시 정당법을 개정하여, 시·도당의 하부조직
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
다(정당법 제37조 제3항)4).

3) 중앙당에는 100명, 시·도당은 5명 이내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었다.
4) 당원협의회가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도 당시 양대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원의 자발적
집회라는 형식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정진
민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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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전의 지구당은 법정 조직으로서 정당 구성의 필수 요소였지만, 당원협의회는 그
설치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위임한 임의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소규모 정당에서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리고 당원협의회는 사무소를 설치
하지 못하고, 유급직원도 둘 수 없었기 때문에(정당법 제37조 제3항), 정당의 기층조직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당원협의회 허용은 지역 수준에서 통상
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이정진 2010, 367-369).
하여튼 이러한 한계는 있었지만, 주요 정당의 지방조직은 중앙당 산하에 시·도당-당원협의
회의 이층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각 정당들의 구체적인 지방조직 구성은 매우 유사하다(<표2>와 <표3> 참조). 시·도당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새누리당) 혹은 시·도당대의원대회(더불어민주당, 국민
의당)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 수임기구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일상
적 당무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시·도당의 대표자로서는 위원장
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각종 상설 및 특별 위원회가 있었다.
위원장 선출은 경선이 벌어질 경우 최고의결기관에서 선거를 하였으나, 단독 후보인 경우는
수임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당원협의회 명칭으로서는 새누리당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
를 각각 사용하였다.
<표2> 주요 정당의 시·도당 구성
최고의결기구
수임기구
당무 일상적 심의기구
대표자 직명
위원장 선출기구
사무처리기구

새누리당
시·도당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도당대회
사무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대의원대회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도당대의원대회
사무처

국민의당
시·도당대의원대회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도당대의원대회
사무처

<표3> 주요 정당의 당원협의회 구성
명칭
구성 단위
최고의결기구
수임기구
일상당무 집행기구
대표자 직명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지역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지역구
지역대의원대회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장

국민의당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지역구
지역대의원대회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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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의 구성은 어느 정당이나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단위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5).
단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지역구가 두 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
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원협
의회 내에 의결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고의결기구
와 그 수임기구를 두었다. 일상적 당무집행기관으로서는 모두 운영위원회를 두었고, 운영위원
회 위원장이 당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였다.
지방조직이 수행하는 역할도 정당 간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시·도당은 일상적
인 조직관리 외에, 지역차원의 정책개발, 선거 시 당 후보자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당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당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당 후보자
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기초단체장선거, 광역 및 기초 의원선거에 나갈 후보자 선출은 시·도
당에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신청·심사·결정 등 일련의 선출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국
회의원지역구 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였으
나, 신청자 간의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선거인단 명부작성, 선거운동, 투개표 실시 등 일체의
경선관리를 시·도당에서 맡아 하였다.
당원협의회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모임, 당원교육, 지역현안의 파악 및 건
의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유급직원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당원들 간에 회합을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에는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용해서 당원협의회 활동이 어느 정
도 가능하였으나, 원외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원협의회 운영은 어려운 실
정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지구당이 있던 시절과 비교해서 당원교육이나 여론수렴 활동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과거 지구당이 수행했던 민원해결 창구로서의 역할도 광역 및 기초 의원에게
상당부분 이관되고 있었다(전진영, 2009, 188-190; 이정진 2010, 370-37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정당의 지방조직은 2004년의 지구당 폐지로 인해 상당히 축
소되었고, 그 기능도 매우 저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당은 조직적 측면에서 2004년
이전은 대중의 조직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적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2004년 이후는 느슨한
지지자 집단을 중시하는 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2004년 이전에도 대중정당 형성의 중요 요소였던 이념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라는 점에서는 조직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대규모 조직형성과 대중동원이라는 외형적 측면에서는 지방조직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외적으로 정의당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닌, 자치구ㆍ시ㆍ구 단위로 지역협의회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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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
각 지역에서의 정당들 간 경쟁관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표4>는 최근에
실시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를 구성한 정당들의 의석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제1당과 제2당이 된 정당들의 의석수만 표시하고, 나머지 소수 정당 및
무소속 당선자들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표4>로부터는 우선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지방정치의 주요 무대인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당들 간의 국회에서의 의석분포와
각 지방의회에서의 의석분포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 제1, 2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제
1당 아니면 제2당을 차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5회 지방선거 결과 구성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선진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의회 정당구성에 있어서는 중앙정당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일본이
나 독일과 같은 지방정치가 발달된 나라에서의 지방의회에는 중앙정당들 이외에도 그 지역에
<표4> 광역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
제5회 지방선거(2010년) 이후
한나라당
민주당
기타
제1당 의석비율
한나라당
민주당
기타
제1당 의석비율

서울
27
79
73.2
강원
22
14
6
52.4

부산
40
2
95.2
충북
4
22
5
71.0

대구
27
2
93.1
충남
6
13
21
52.5

인천
6
23
4
69.7
전북
1
35
2
92.1

광주
20
2
90.9
전남
1
49
7
86.1

대전
1
5
16
72.7
경북
48
1
9
82.8

울산
13
9
59.1
경남
38
3
13
70.4

경기
42
76
6
61.3
제주
12
18
6
50.0

제6회 지방선거(2014년) 이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제1당 의석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제1당 의석비율

서울
29
77

부산
45
2

대구
29
1

인천
23
12

71.3
강원
36
6
2
81.8

95.7
충북
21
10

96.7
충남
30
10

67.7

75.0

65.7
전북
1
34
3
89.5

광주
2
19
1
86.4
전남
1
52
5
89.7

대전
6
16

울산
21
1

72.7
경북
52
2
6
86.7

95.5
경남
50
5
90.9

세종
5
9
1
60.0
제주
17
16
3
47.2

경기
50
78
60.9

주) 의석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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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광역의회 다수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
제5회 지방선거(2010년)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민주 한나 한나 한나 한나 한나 민주 민주 민주 민주 선진 선진 한나 한나 민주 한나
분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한나 민주 민주 민주 선진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한나 한나 한나 무
분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

민주 무
분점정부

제6회 지방선거(2014년)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민주 민주 새누 새누 새누 새누 새누 새누 민주 민주 민주 민주 새누 새누 민주 민주 민주 새누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의회 단체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다수 장
새누 민주 새누 민주 새누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새누 새누 새누 새누 새누 새누
분점정부 분점정부 분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주) 1) 제5회 지방선거: 한나-한나라당, 민주-민주당, 선진-선진당, 무-무소속
제6회 지방선거: 새누-새누리당, 민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2) 단체장이 무소속인 경우에는 분점정부로 표기하였다.

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적지 않게 진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앙정당들의 지역정치 지배현상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만 활동하
는‘로컬파티(Local Party)’
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크게 기인한다.
다음으로 <표4>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영호남과 그 외 지역 사이에는 광역의회 내 정당 간
경쟁구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새누리당(한나라
당),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이 90% 전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특정 정당이 줄곧 절대적인 다수의석을 점하며, 이른바‘지역패권정당체
제’
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소선거구 단수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만 본다면, 거의
전원이 특정 정당 출신이다. 이외의 정당들은 비례대표선거를 통해 극히 소수만을 광역의회에
진출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역주의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결합으로 인해 영호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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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광역의회 정당 구성은 실질적으로 일당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에 있어서
도 지역패권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는 다름이 없다. 다만 기초의원선출에 있
어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패권정당의 지배 정도
는 광역의회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런데 영호남에서는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단체장마저 지역패권정당이 점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 결과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단일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단점정부가 출현하였다. <표5>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영호남 8개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7개,
2014년 선거에서는 8개 지방정부 모두가 단점정부였다. 기초 지방정부의 구성도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였다. 이처럼 단점정부가 출현하는 상황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견제는 물론,
나아가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
반면 충청, 수도권 등의 광역의회에서는 영호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정당
이 지속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곳은 없으며, 두 개의 주요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의회 내 제1당의 교체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므로,
양당제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당체제 하에서는 광역의회 내 정당 간 경쟁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분점정부 상황도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에서 영호남 이외 지역의 경우,
2010년 선거에서는 8개 광역정부 가운데 5개가, 2014년에는 9개 가운데 4개가 의회 다수파
와 단체장이 속한 정당이 달랐다. 분점정부 하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를 각각 지배하는 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정당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Ⅲ. 지방 정당 활성화 방안
제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지방 정당들은 조직 면에서 매우 왜소한 상태에 있
고, 정당들 간의 경쟁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정치의 주요 구성 부분인
지방 정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1. 지구당 제도의 부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선 지구당 부
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간단히 정리한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측은 무엇보다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들과 당원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구
당의 대체조직으로서 등장한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설치 및 유급직원 배치가 허용되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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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지역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해야 할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둘째,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 사무소를 활용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데 반해, 원외위원장
에게는 이런 수단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원외원장 간의 불공평한 경쟁
을 야기하며, 결국 국회의원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한다. 셋째, 현행 당원협의회
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구당의 경우는 법정조직으로서 그 활동상황과 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반면 현행 당원협의회는 임의조직
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활동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구당 폐지 논거의 하나였던 막대한 운영경비로 인한 불법정치자금 증대의
문제는 그 동안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국민의식 향상으로 인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전진영 2009, 189-191; 이정진 2010, 374-376; 윤종빈
2011, 75-76).
지구당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개혁이 시행된 지 이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
고, 고비용 구조 해소 및 위원장 1인 지배체제 타파라는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특히 진성당원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은 이전의 정치부패와 사조직 형성이라는 구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다. 둘째,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다. 지구당이 당원협의회로 전
환된 이후, 위원장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
식의 운영과 참여가 가능하게 된 점은 지역조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김용호 2008; 이정진 2010, 378-379).
이처럼 지구당의 부활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기초 정당조직으로서
지구당이 가지는 의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당은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일상
적인 정치참여의 통로가 됨으로써 지역의 의사 형성 및 표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정당공천제가 시·군·구 의원 선출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지역 정치가의 발굴
및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지구당의 적
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의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허용이 필요하지만, 이전 지구당의 폐해
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먼저 기존 지구당의 고비용 구조를 되풀
이하지 않기 위해 사무소 규모를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위원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구당 운영방식을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구당의 재정운용 상
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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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보다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하여 인적 재정적 측면에서 지구당의 조직기반을 확고히 하
는 것이 중요하다(정진민 2003, 34; 이정진 2010, 376-377).
2. 로컬파티의 허용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정당정치는 중앙정당들이 지역적 하부조직을 형성하고 지방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지만, 정당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
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영호남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경향과 맞물려 정당 간 경
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독점체제였다.
지방의 정당정치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로컬파티’
를 허용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컬파티는‘전국가적인 국민의사 형성과정에의 참여는
이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고, 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
를 의미한다(장영수 1995, 341)6).
이러한 로컬파티가 형성될 경우,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전국정당 체
제 하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했던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보다 원활히 집약·표출될
수 있다. 그리고 영호남에서는 지역패권정당에만 집중되었던 주민들의 지지가 그 지역에 기반
을 두고 있는 로컬파티에도 분산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치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7).
그런데 한국에서는 로컬파티의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제3조),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에
서 시·도당을 설립해야 하고(제17조), 각각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제18조). 이러한 정당설립 요건은 지방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치
세력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다양한 정치세력들
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면서 지방정치를 중앙정당들의 독과점 구조로 만들고 있다(강원택
2010, 5-8; 하세헌 2007, 38-39)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전국정당이든 로컬파티이든 어떤 형태의 정당설립도 자유로
운 게 일반적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자유로운 결

6) 중앙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정당들의 지부조직을 지방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는 특정 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해서 성립한 정당을‘로컬파티’
로 부르기로 한다. 로컬파티는, 전국정당이면
서도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주요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지역주의 정당’
과도 구별된다.
7) 한편 전국정당과 비교할 때, 로컬파티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질 수 있다. 첫째,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인
해 조직력과 전문성이 취약할 수 있다. 둘째, 전국적인 국민의사에 벗어나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셋째, 로컬파티가 난립할 경우, 주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강원택 2010, 13-14; 장영수
1997, 321; 하세헌 20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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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결사체의 단위가 전국적인가 아니면 지역적인가에는 상관하지 않
는다. 실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양한 로컬파티들
이 존재한다. 이들 로컬파티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하세헌 2007, 29-35; 2012,
67-78).
한국에서도 로컬파티를 허용하여 다양한 정치세력들에게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지방 정당의 기능발휘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지방정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다. 로컬파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을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본부도 서울이 아닌, 그 지역에 두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당원
수 요건도 지금보다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3. 선거제도의 개편
지방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당 간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구성은 거의 지역패권정당
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영호남에서 이와 같은 구도가 형성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
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들 의원들의 선출에 주로 이용되는 소선
거구제가 이러한 정당구도를 더욱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듀베르제의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소선거구제는 다수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호남에서는 패권정당 후보만이 당선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나타나지 않는 수도권 등에서도 양대 정당 이
외의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 정당의 경쟁구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은, 소수정당 후보들도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의원 선출방법을 중대선거구제
로 개편하거나, 비례대표제 선출의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로컬파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하더라도 지방정치의 주요한 액터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설립 직후의 로
컬파티는 소선거구제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기가 쉽지 않다. 신생정당이기 때
문에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가능한 한 선거구에서 선출
되는 의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영호남의 경우 2~3인 선거구에서는 패권정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4인 선거구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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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지방 정당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출 의원 수도 늘려야 하지만, 먼저 광역
의원 및 기초의원 선출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두 선거에 있어 각각 전체 선출 정원
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50% 정도까지 대폭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
다. 비례대표 선출 의원 수가 늘어나면, 정당 간 경쟁구도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
및 여성 의원들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의 정당정치는 한층 더 활발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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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한국 정당정치와 헤테라키 민주주의의 발전1)

장 우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Ⅰ. 융합이라는 화두
융합은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주요 개념이자 화두로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ICT’
) 발전을 배경으로 폭넓게 촉진되고 있다. 즉 ICT
발전에서 연원하는 미디어 융합은 여타 사회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융합으로
귀결되어 새로운 사회적 구성체를 창발한다. 미디어-사회 융합사회에서 관찰되는 창발적 특
성은 개방성, 환류성, 비선형성, 상호침투성 등 몇 가지 정향으로 요약된다(김문조 2008). 가
령 정치 분야의 경우 정당정치와 선거캠페인을 중심으로 대의정치집단과 시민의 융합 또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 ICT와 융합을 기반으로 정치과정
이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대의정치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창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융합이 좋은 융합(good convergence)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정치 분야
의 경우 융합이 궁극적으로 대의정치의 신뢰와 책임성을 복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정
당정치의 융합은 정치적 사인주의(political personalization)와 선거머신(electoral machine)
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융합으로서의 정치: 시론적 논의”
,『미래정치연구』6권 1호, 2016년)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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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으로 인해 상실하는 이면의 가치들도 문제이다. 가
령 국민참여경선 등 정당의 문호 개방으로 정당의 기간조직과 당원의 존재는 무력해졌다. 또
한 모바일투표의 예처럼 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계파주의와 불신의 정치문화를 만연
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소셜미디어 개입 논란이나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저해요인도 융합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융합이 좋은 융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정치적 융합의 목표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모색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좋은 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장우영 2015). 이 글에서는 융합을
화두로 그것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헤테라키 민주주의(heterarchial democracy) 모델
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Ⅱ. 융합 담론: 기술과 정치
정치과정에서 융합은 미디어 환경과 생활세계의 변화를 축으로 기존의 정치적 조직과 경계
및 제도와 관행을 조정하고 재구조화하는 현상이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등장 이래 대의정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조응하는 양상이 고착되었다. 특히 대표와 시민 간의 ICT 기반의
융합은 정당과 선거 영역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다(장우영 2015). 정치에서 시민과의 융
합은 고대 이후 근대에 이르는 동안 전범(典範)을 찾을 수 있다. 즉 정치사조와 정체(polity)
수준에서 융합의 원형이 발견된다.
우선 정치사조의 측면에서 서양의 공화주의와 동양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대표적인 융합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개인(주의)과 공동체(주의)를 수렴하여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갖춘 시민을 상호 연결하고 공공영역과 공익을 활성화한다는 융합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보다 멀리는 이질적 가치를 다원적으로 조화시켜 공동체 발전을 지향한다는 화이부동
도 고대 중국정치의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의 공통점은 개인과 개인 및 개인과 공동
체 간의 관계와 역할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조는 오늘날 개인의 권능과 기술 환경이 크게 신장되면서,‘다중
(multitude)·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등의 개체 중심의 미시 담론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체(polity)의 측면에서 혼합정(mixed constitution)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마 시
대 정치가인 키게로(Marcus Tullius Ciecero)는 자신의 저서(국가론)에서 한 계층이 권력을
독점한 순수 정체는 처음에는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배 계층의 이익을 위한 배타적인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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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합해서 정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경희 2011). 대의민주주의에서 혼합정의 현
실태는 달(Robert Alan Dahl)에 의해 다두정(poliarchy)으로 발전되었다. 즉 엘리트가 권력과
민주주의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과 기본권에 토대해서 시민 참여와 대표 경쟁
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Dahl 2000). 이러한 사조는 현대 정
치과정의 재구조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치적 독점을 협업과 분업으로 전환
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 분야의 융합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촉매제 중 하나는 ICT 기반의 탈근
대 커뮤니케이션 체제이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웹로그(weblog)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등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플랫폼의 혁신은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1인 미디어 기반으로 통
합함으로써 생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정보통제권 강화와
개방·공유·참여의 웹2.0 패러다임을 확산하여 수요자 중심 정치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고 있다. 일찍이 샤피로(Shapiro, 1999)는 이러한 변화상을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으
로 예지한 바 있는데, 1인 미디어 환경에서 전방위적인 정보 교환과 정치적 소통이 이루어짐으
로써, 개인 중심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참여가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과 정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ICT를 예로 들면 양자의 공통된
속성은 첫째, 가치지향성이다. 정치가 이질적 세계관이 갈등·협력하는 과정이듯이, ICT 또한
가치개입적 해석과 논변을 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장우영 2004). 가령 이는
이념경쟁(정치)과 표준경쟁(기술)으로 표상해 볼 수 있다. 둘째, 편재성이다. 정치가 다층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파생하듯이, ICT는 생활세계의 편재적 지향(ubiquitous orientation)에 의
거한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분화·분산이 확대되는 흐름처럼, 탈집중형 네트워크
와 개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셋째, 규칙성이다. 인간 행동을 통제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ICT는 구조적으로 프로토콜
(protocol; 정보통신규약)을 통해 이용 행태를 정의한다(DeNardis 2009). 개별 행동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손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와 프로토콜에 대한 의존은 경향적으
로 심화된다. 넷째, 형식성이다. 정치가 특정의 이념형(ideal type)이나 모델을 추구하듯이,
ICT 또한 웹2.0과 같은 패러다임 또는 SNS와 같은 플랫폼(platform)을 추구한다. 이 결과 배
태된 정치 구조와 ICT 아키텍처(architecture)는 대쌍으로 비유할 수 있다(Lessig 2009). 다
섯째, 시장성이다. 정치와 ICT는 이익 배분의 시장을 창출한다. 즉 선거제도나 정당체제가 정
치시장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처럼, 경제규칙과 산업 호환성은 ICT 시장의 성격을 규정한다
(홍성태 2002). 그 결과 정치시장에서 정당체제가 결빙되는(freezing) 효과가 발생하듯이,
ICT 시장은 승리한 기술에 의해 잠긴(lock-in by winning technology)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y)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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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융합과 헤테라키 민주주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cratos)의 조합이 함축하듯이, 민주주의는 그 자체에 융합의
원리를 내포한 개념이다. 이렇듯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수렴하고 인류의 보편적 좌표로 역
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민주주의 모델의 약점은 융합이 아니라 관계의 분리와 힘의 쏠림에 의
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대표 대 위임’
이라는 이원적 경계가 구조화되고, 대표가 수탁자
(trustee)로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표의 부패, 사익추구 행
위, 비합리적 정책결정 등으로 유권자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다수지배체제(majoritarian system)가 뿌리내림으로써, 시민사회의 균열이 선택적으로 반영
되고 합의제 정치가 왜곡되는 양상을 겪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ICT를 매개한 경쟁적 민주주의 모델이 논의되어
왔으나 궁극적인 처방전이 되지는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직접민주주의 모델은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뿐더러, 실행 범위를 좁힐 경우 국민투표제 민주주의
(plebiscitary democracy)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ICT 발전과 시민 권능의 신
장을 배경으로 참여민주주의가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대표와 이원적 경계를 형성하고 통치
보다는 감시·비판 기능에 경도되었다고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대표를 배제한 민주주의 모델
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그것은 책임정치의 부정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의 성격을 넘어 융합재로서의 모델을 궁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임혁백(2015)은 헤테라키 민주주의 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안한다. 굳이 말하
자면 이는 대표 대 위임의 경계를 초월한 복합지배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복합지배의 구조는 위계(hierarchy)와 연계(network)를 효율적으로 융합한 혼계
(heterarchy)이다. 즉 대의민주주의가 공급자 중심의 위계형 모델이라면, 헤테라키 민주주의
는 수요자를 통합한 혼계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강조하면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정치적 책임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위계 원리를 혼용한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기제
로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왔으나, 주체 간의 권한이 균점되지 않고 숙의와 토론이 결핍되었으며
정책과정에 한정된 관 주도의 위계적 파트너십이 주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
스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정치과정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헤테라
키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개방적 참여, 숙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시민의 권능, 협력적 경쟁시스템이 강조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비쿼터스 ICT, 분
별력을 갖춘 시민(informed citizens), 만물네트워크(everything network), 빅데이터(big
data), 롱테일 법칙(long-tail law)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특히 시민

2016 2·28

_ 29

2·28특집 - 제16차 2·28민주포럼

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추구한다. 첫째, 정부와 대의정치집단에 폭넓게 참가해
서 대표의 책임성을 강제하고 스스로의 책임성도 배양한다. 둘째, 시민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
여 비민주적 통치 행위를 제어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 비전과 정부 목표에 대한 자
발적 충성을 강화한다. 넷째, 사회문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과 학습 능력을 배양한
다. 다섯째, 민주적 훈련을 통하여 강요와 대결이 아닌 타협과 협상의 정치문화를 고양한다(임
혁백 2015).
<표1> 시장, 위계, 연계, 혼계 비교
조직원리

시장

위계

연계

헤테라키

행위자 관계

거래

권위

신뢰

협동

교환양식

비반복적,
익명적 거래

국가권위에 대한
일상적 반복

반복적 거래

이해당사자들의
비대칭적
비동시적
집단 거버넌스

효용극대화
원리

타자 이익에 대한
무관심

기득권 이익

개인적 이익

집단재, 공공재

변화의 속도

드라마틱하나
급진적이지 않게
변화함

느리게 변화함

급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함

감각적
반응적으로
변화함

지식관리

계약

정책

협약

합의

질서 아키텍처

이항적 거래의
집합

노드의 사슬

셋 이상의
노드 연결망

셋 이상의
연계된 위계의
트리아드

※ 출처: Stephenson(2009), 임혁백(2015)에서 재인용.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융합 패러다임과 초연결망(supra-networking)이 확산되고 있는 전
환기 환경에 부합하는 이상적 모델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논쟁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에 집
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에 내포된 원칙과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의정치
집단의 입장에서도 ICT 발전을 활용하여 시민과의 융합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대의정치 전략
은 개괄적으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먼저 점포형은 웹 정착기의 모델로서, 웹사이트에 찾아오
는 한정된 정치 고객들과 일방향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주로 정보제공 효과를 의도한다. 다음
으로 호객형은 웹 확산기의 모델로서, 웹로그와 포털 토론장 등 보다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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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고객들과 쌍방향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보교환과 연대 효과를 추구한다. 이어서 맞춤형은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환경에 조응하는 모델로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서 대
규모의 정치 고객들과 전방위적 관계를 맺으며 소통을 넘어 연결과 동원 효과를 촉진한다(장
우영·금혜성 2011). 마지막으로 융합형은 빅데이터와 만물네트워크 환경의 근미래 모델로
서, 정치 고객들과 빅데이터 흐름을 공유하고 공용자원으로 활용하여, 헤테라키형 거버넌스·
정당·선거캠페인 효과를 추구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흐름은 대의정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의 관계와 그들의 선호를 확대하는 전략의 변화를 시사한다.

Ⅳ. 융합으로서의 정치
그동안 한국의 융합 정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첫째, 비약적인 ICT 발전과 활용이 융합 정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ICT
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발적 타이밍 효과가 매우 컸다. 즉 대내적으
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권력교체와 대외적으로 국가 부도 직전의 경제위기가 교차하는 시점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정보화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었다. 응당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진전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지상목표였다. 왜 한국이 단기간에 정보화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의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최
우선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국가주도적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산업화시대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주도적 산업화를 이끈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통신망이 공공부문과 가정에 보급되고 ICT 기반
의 첨단산업이 경제의 기축으로 착근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UN과 ITU 등 주요 기
관의 정보화 발전 평가에서 한국은 줄곧 세계 최상위를 구가하였다. 그리고 ICT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존 미디어와 정보를 포섭하는 거대한 디지털 융합의 흐름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6T(IT·NT·BT·CT·ST·ET) 복합첨단산업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융합군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 시대 변화를 배경으로 융
합 정치 패러다임이 확산될 수 있었다.
둘째, 진보세력의 주도와 보수세력의 반작용이 구조화되었다. 즉 신생 온라인 미디어의 등
장과 진보 이니셔티브 구축에 이어 보수의 학습과 양 집단의 준세력균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정치과정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진보세력 주도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의정치와 시
민을 가교하는 융합 정치 현상은 다소 필연적이었다. 즉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웅변하듯
이, 보수 과점의 정치·미디어 생태계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온라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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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에 대한 필요성은 진보세력이 더욱 컸고, 진보 이니셔티브가 관철되는 대항공론장
(counter public sphere)이 온라인공간에 등장하였다. 아울러 대의정치집단 내부에서도 진보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융합 정치 실험을 감행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ICT를 매개한 선거
민주주의로서 국민참여경선, 온라인캠페인, 전자정당의 활황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16대 대
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은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였고 노사모 활동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캠페인과 짝을 이루어 재집권에 기여하였다. 이는 이후 극단적인 온라인 이념갈등과
ICT 기반의 정당활동 혁신의 시발점이 되었다.
셋째, 거시적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논쟁이 활발하
게 진행되어왔다. 대의에 대한 참여의 도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한국은 온라
인 시민참여가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융합 정치의 본령은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러한 욕구가 팽배하거나, 더불어 그것을 촉
진하는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관습적 참여는 저조하고 비
관습적 참여가 활발한 경우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측면
에서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중개하는 대의정치 기능의 저발전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
된다. 아울러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제왕적 대통령제로 짜인 다수지배체제가 소수를 배
제하고 합의제 정치를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민주화 이후의 참여의식
증대와 정보화를 통한 온라인 참여 채널의 확산은 참여의 과잉을 불러일으켜왔다. 혹자는 참
여의 과잉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데, 그보다는 참여의 양(폭)이 질(깊이)로 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즉 참여의 확대는 융합 정치의 일부일 따름이며, 양적 참여 확대를 넘어
좋은 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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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o”
라고 말하기 시작한 일본인
지난해 일본 아베 내각은 총 11개 쟁점 법안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안보법안’
을 본회의에
서 강행 처리했다.(2015년 9월 19일) 법안처리과정을 보면 제출에서부터 성립까지 4개월도
채 소요되지 않은 초스피드 입법이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의 육탄돌진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아
베의 표정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 후 일본열도는 법안반대 시위로 들끓었고, 언론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다. NHK는 일본 국민 약 48%가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는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뭔가 큰일을 벌
일 것 같던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은 잠시 소동이 있는 듯 했으나 금방 일상으로 복귀했다. 법안
을 강행처리한 아베는 통과된 안보법안에 따라 보통국가 일본을 위한 무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무장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일본은 2011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데 이어
2014년 11월 본격적으로 무기판매에 나섰다. 아베 정부는 일본 최대 방위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사일용(패트리어트미사일방어체계, PAC-2) 센서 수출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
로 무기시장에 뛰어들었다. 2015년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무기전시회까지 개최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국가이익과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일본
재계의 큰소리에 묻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로써 일본은 그 동안 조심스럽게 내비쳤던“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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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싶은 일본인”대신“No라고 말하는 일본인”
으로 안면을 바꾸었다.‘무기수출 3원
칙’
의 멍에를 벗고 무기시장에 뛰어들어 군비와 돈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감추어진 일본인들의 내면이 드러났다. 침묵하는 다수의 속마음을 아베가 정확히 읽은 것이
다. 아베 수상의 인기가 안보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그 반증이다. 실제
일본 큐슈 남부의 가고시마 주민들에게 물으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트린 주범은 미국이라 말
한다. 농경과 어로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군의 폭격기가 공습하는 바람에 평
화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미가제가 되어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실을 애통해 하고 있다. 마을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전사한 군인들을 애도하여 접은
종이학 수 만 마리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고, 거리에는 전사자를 추모하는 석등이 끝도 없이 늘
어서 있다. 그들에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2. 신 안보법안 제안 및 통과
일본은 전쟁종식 60주년을 맞은 2005년 고이즈미 내각시기부터 전후체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현상변경을 시도했다. 당시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획하고 몇몇 국
가들과 합종연횡을 도모했다.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일본은 군국주의
본능을 드러냈다. 당시 교도통신이 야스쿠니신사 측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자.“국
제법의 관점에서 이론(異論)이 남아 있지만 일본인은 도쿄재판에서 판결한 A급 전범을 전범
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또한 야스쿠니신사 측은“A급 전범을 분리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 했다. 그 이유로 1953년‘전범은 없다’
는 일본국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 신
사참배는 일본인의 신앙에 근거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인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문했다.1)
아베 내각은 이러한 일본 보수주류의 요청에 부응하여 2015년 9월 19일 신안보법안을 강
행했다. 명분은 동맹국 미국의 위기를 가정하고 있고, 재외일본인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실제
는 전범국의 멍에를 벗고 싶은 일본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다. 유사시 주변국들의 안보문제에
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집단적 자위권’
을 발동하겠다는 군국주의적 발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자 층을 활용해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여론의 지지를 유도했
다.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자.
“세계와 아시아를 위한 미일동맹은 안전보장 정책의 기둥이다. 일본평화와 독립, 자유와 민
주주의,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제
1)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506050040(검색일: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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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해서 적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는 시스템 정비에 노력한다.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서는, 억제를 유지하면서 부담을 경감하고 오키나와 등 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
역진흥에 전력을 다해 착실하게 진행해 간다. 세계평화와 안정에 한층 공헌하기 위해 시대
에 맞는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기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가 헌법으로 금지
2)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겠다.”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3) 일반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과
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4.1%, 2002년 70.6%, 2003년 54.3%, 2004년 65.0%,
2005년의 60.6%, 2006년 55.5%로 나타났다.4) 정치인의 경우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중의원 476명 중 297명이 회답했는데 찬성의견이 83.2%였다.(2004)5)
결과적으로 보면 아베 내각이 안보법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인들의 압
도적인 지지에서 비롯된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78%, 2012년), 헌법개정
(72%)에 대한 찬성비율이 2009년의 37%, 34%보다 배 가까이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다.6)
정당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집단자위권 허용에 대한 정당별 찬성비율을 보면 유신정당
100%, 자민당 93%, 민나노당 83%, 민주당 39%였고, 헌법9조 개헌에 대해서도 자민당 90%,
유신정당 84%, 민나노당 78%, 민주당 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7)
그 외에 신진엘리트 그룹의 강력한 지지, 자위대 역할 확대와 국방예산 증강을 주장하는 여
야의 30~40대 의원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개헌에 적극적이었다.8)
신안보법안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
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이다. 이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안보조약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미·일 상호 방위 협력 체계를 명
문화하면서 등장했다. 주일미군의 배치와 장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전 협의 제도를 설치하
고, 일본이 공격을 받는 상황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이 공
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유
지된 것인데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치열한 안보투쟁(1960)이 전개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

2) 第166回, 衆議院, 本會議, 會議錄 3號, 平成 19年 1月 29日, 아베 신조(安倍晋三) 內閣總理大臣 발언.
3) 박홍영,
“일본 총선(9.11)의 평가와 향후 대외정책 진단”
,『현안진단』16호(서울: 코리아연구원, 2005) 등
박홍영의 연구 참조.
4) 이와 같은 조사는 요미우리신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각 연도별 출전은,『讀
賣新聞』2001年 4月 5日 朝刊, 2002年 3月 22日 朝刊, 2003年 4月 2日 朝刊, 2004年 4月 2日 朝刊,
2005年 4月 8日 朝刊, 2006年 4月 4日 朝刊.
5) 이와 같은 조사는『讀賣新聞』2004年 3月 17日 朝刊. 응답한 의원의 분포는 자민당 140명, 민주당 115명,
공명당 24명, 공산당 8명, 사민당 6명, 무소속 4명 등이다.
6) 마이니치신문, 2012. 12. 08
7) 마이니치신문, 2012. 12. 08
8)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307140376(검색일: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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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방일예정, 법안의 날치기 통과로 안보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일본 학생과 시민들의 반미
시위가 격해지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이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에서 문제의 소재는 주일미군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자위대가 출동해야 하는
가이다. 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군을 출동시키는 것은 일본헌
법 제9조에 대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의 두 가지 행사 방법 즉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
(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본질적으로 개별적 자위권은 자기방어, 집단적 자위권은 타인 방어를 의미하는
데 자기방어만 명기한 헌법 9조와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미일안보조약과 해석차이가 발생한
다. 헌법 해석상 일본의 기본입장은 미국이 공격받더라도“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만을 행사할
뿐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9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PKO파병의 사례를 들어 변명하고 있다. 일본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PKO
를 파병한 것은 전후 평화 활동, 비전투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비전투 지역에서의 급유 활동에
한정되고 있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무력행사를 하기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일
종의 PKO로 해당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따른 병력파견 시
에도 헌법 9조는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8년 일본 내무회의 자료
자위권에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모두 가진다. 이것은 안보조약은 물론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 다양한 조약들에도 적용된다. 다만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형태로 일본이 자위권을 행
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일본 자신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방위하겠다는 내
용, 즉 국내법상에서는 헌법의 제약 때문에 개별적 자위권밖에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自衛には, 通例個別的自衛權と集團的自衛權の二色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が, わ
が國といたしましては, 國際法上は個別的自衛權も集團的自衛權も兩方とも持っている. これ
は安保條約なり對日平和條約なり, いろんな條約にも書いてあります. ただ國內法上, つまり
憲法上は集團的自衛權という形において日本が自衛權を行使す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 あ
くまでも日本自身が武力攻擊を受けた場合にこれを防衛するという內容, つまり國內法上は
憲法の制約がありますので, 個別的自衛權しか行使できないという考えでおります.

신안보법안의 통과는 아베가 강행한 날치기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물이다. 신
안보법안의 핵심내용인 집단적 자위권은 이미 <신방위계획대강>,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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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을 통해 준비되고 있었다. 1995년의 <신방위계획대강>이 발표된
후, 1996년에 성립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보면 탈냉전 이후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인식이 드러난다. 소련 해체 이후 양국 모두 새로운‘적 설정’
이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 냉전 승리자로서 전리품 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언은 미일동맹의 중요성과 동
맹의 협력범위를 일본과 일본 주변지역, 그리고 지구적(global)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천명했
다. 1997년 <신가이드라인>, 1999년의 <주변사태법>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은 <신가
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에 명시된‘주변사태’
의 개념해석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 그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시킬 근거를 마련했다.

3. 신안보법안의 개정 및 제정 내용
신안보법안은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관여하는 각종 국제분쟁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군사행동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범위 등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 외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시기, 장소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제안된 법안은‘평화안전
9)
10)
과‘국제 평화지원 법안’
으로 구성되었다. 평화안전법 재정비 관련 내용은
법 재정비 법안’

다음과 같다.11)
항목
자위대법의
개정

중요 영향
사태 안전
확보법

내용
재외 일본인 등의 보호 조치
미군 부대에 설치된 무기 등 시설의 방위
평시 미군에 대한 물품 제공의 범위 확대
국외법 규정

개정되는 기존 법률

자위대법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일
명 중요 영향 사태)에 대해 미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규정의 수정
주변 사태 안전 확보법
미일안보조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미군
이외의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 활동을 추가
지원 메뉴의 확대

9)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이루기 위한 자위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我
が國及び國際社會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ための自衛隊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10) 국제 평화 공동 대처 사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 지원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國際平和共同對處事態に際して我が國が實施する諸外國の軍隊等に對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關
する法律案
11) http://slownews.kr/46188(검색일: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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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활동법 개정
국제 평화
협력법의
개정

주변 사태에 대하여 실
주변 사태 안전 확보법의 수정과 함께 개정함
국제 평화 지원법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시하는 선박 검사 활동
에 관한 법률
필요한 선박 조사 활동을 실시
활동 시에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의 확대(안전보장, 적극적인
경호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무기 사용 권한의 수정
PKO 협력법
UN이 통괄하지 않는 인도적 부흥 활동과 안전 확보 등의
활동을 실시
존립 위기 사태의 명칭, 정의, 수속 등의 정비

사태 대처법

존립 위기 사태에 대처하는 자위대의 임무로서 지정된 행 자위대법
동, 권한 등의 수정

사태대처법
제의 개정

무력 공격 사태 등에 대처하는 미군을 포함해, 무력 공격 미군 등 행동 관련
사태 등에 있어서 미군 이외의 외국군대, 존립 위기 사태에 조치법
있어서 미군과 그 외의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 활동을 추가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미군 이외의 외국 군대의 행동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을 특정 공공시설 등의 이용 조절 대상에 추가

국가안전보장
회의
설치법의
개정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해상 운송 규제의 실시

해상 운송 규제법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포로 취급법의 적용

포로 취급법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심의 사항을 정리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4. 신안보법안 법안제정 과정의 문제
신안보법안을 통과시킨 후 일본의 아베 총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70년 전, 우리 일본인은 한 가지 맹세를 하였다.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 불전의 맹세를 장래에 걸쳐서 지켜나가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자. 이 결의 아래에,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평
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베의 독단적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첫째, 일본의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문제이다.12) 전후 일본이 채택한 평화헌법 제9
12)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를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임무임으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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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해석은 일본헌법 성립이후 60년 넘게 유지된 것이다. 때문에 아베내각이 헌법 해석
을 자의로 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평화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망하며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포고와 무력에 의한 위협 행
위, 무력의 행사 등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第９條 日本國民は, 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 國權の發動たる戰爭
と, 武力による威脅又は武力の行使は, 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 永久にこれを放
棄する.
２.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 これを保持しない. 國の交戰權は, こ
れを認めない.)

신안보법안 강행처리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미
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고, 헌법학자 대부분이
헌법위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무력행사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는 실제로 발생하는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가 있다.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개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곤란
하다. 개별적인 자위권에도 필요 최소한도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 변명하였다.
아베의 발언은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신안보법안으로 자위대를 임의대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둘째는 헌법위반의 문제이다. 신안보법안이 미군의 후방지원, 분쟁 지역에서 미 군함과 공
동작전 수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학자들의 다수설은 헌법 9조를 위반한다고 판
단한다. 헌법 9조는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포고와 무력에 의한
위협 행위, 무력의 행사 등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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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베는 헌법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신안보법안의 개정과 제정을 강행처리하였다. 이는 국
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아베는 법안 통과 전인 2015년 4월 30일 미국방문 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미 전조를 드러냈다. 국내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대 법안 성립 후의 편제 변경이나 자위대 역할 변경 등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
다. 당시 아베가 법안통과를 서두른 이유는 동년 9월 25일 개최된 70차 유엔총회 연설 때문으
로 처음부터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의사가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개별 법안 10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데 일차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서
단번에 수정했고,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습적으로 찬성 다수에
의한 가결을 선언하였다. 이는 자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400석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는 어떤 법안을 내도 무조건 가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넷째, 법의 실질적인 목적의 문제이다. 신안보법안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립된 국군으로서
자위대가 아니라 미군의 용병역할의 강화하는 꼴이다. 미국이 수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일본
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은 일본방위라는 헌법 개
정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자위대의 존립목적의 하나는 재난구조인데, 만
약 자위대 병력이 미국의 대테러작전을 위한 군사작전에 동원되면 재난구조에 동원되어야 할
자위대원이 부족하게 된다.
다섯째, 정치권력의 태도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베 총리의 언변과 태도이다. 어떤
국가이든 정치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이며,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아베는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결정과정을 운용했다. 특히
국회 심의 중에 팔짱을 끼고 잠을 잔다든지, 민감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는 행태는 국민을 종
복으로 보는 전형적인 군국주의 시대의 답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신안보법안과 주변국 반응
일본 아베정부가 강행처리한 신안보법안은 평화헌법 9조에 옭매여있던 일본을‘전쟁할 수
있는 일본’
으로 풀어준 셈이 되었다. 핵심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1개 제·개정된 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일지라도‘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
우’
를‘존립위기사태’
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13) 유엔헌장 51
조의 자위권 중 집단자위권(collective self-defence)을 자위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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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신안보법안이 미국과 일본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
해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유사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기 때문
에 자위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는 육상 자
위대에‘출동 경호’등 새로운 임무를 부과할 것이라 했다. 미군과 공동훈련을 강화하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일본의 신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일본이 안보법 통과 이전보다 역내·국제 안보 활동에 적극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법안개정이 당해 4월 미·일 양국이 개정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이라 변명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추겼다.
이에 반해 중국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나선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 조류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면
서 국제사회는 일본이‘전수방위 원칙(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 사용)’
과 전후(戰後) 걸어
왔던 평화 발전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반문을 던졌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 통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걱정과 불신과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외교적 자살(自殺)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분
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집단 자위권을 확보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였다. 실제 중국은 일본과 진행 중인 조어도 등 동중국해역 분쟁에서 일본과 군사
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이 미일동맹을 아시아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플
렛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비난했다.14)
북한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
와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
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15) 특히 일본이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
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
으려 한다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대
죄를 패망 후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달려드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침야망에 사로잡혀 전쟁
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
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은 애매모호한 반응이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13)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0/2015092001621.html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1/2015092100165.html?related_all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0/2015092000172.html?related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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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양날의 칼’
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대북안보동맹의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심화되면 한국외교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얽혀 남중국해 항로 확보를 위한 군사전략에 개입될 경우를 우려한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억지력과 한
미일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한국 유사시 일본이 주한미군의 후방가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붕괴나 국내외적인 유사 상황 발생 시 한·미·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할 필
요가 있다.

6. 신안보법안의 영향과 과제
일본의 아베 내각이 신안보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우산인 헌법 제9조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는 최우선과제로‘중국’
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
게 안보법안을 허용하고 재무장을 부추기는 이유는 중국시장이 필요하고, 중국견제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미일 양국 모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의 유지 및 강
화, 한반도의 안정 유지, 인도, 베트남, 호주 등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
히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일본열도의 목구멍을 겨눌 비수(匕首)가 될 한반도와 복부를
겨눌 단도(短刀)가 될 타이완의 문제에 민감하다. 일본의 신안보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이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한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와 대만
의 상황을 유지시키면서 중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의 수중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유사시 일본군의 상륙
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침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
위대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독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사시 미군지원을 명분으로
일본은 독도에 자위대를 상륙시킬 것이 분명한데 거부할 방법이 없다.
우리 국방부는 2015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미군 등의 북한
진입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따르겠다고 합의했다. 동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
관 회담에서 일본은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북한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11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SCM) 미국 수석대표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신안보법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던졌다. 하나는 독도의 문제이고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문제이다. 지금처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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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본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충돌이 불가
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진 상황에서 자체적인 독도방어는 어렵다. 유사시 한국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자위대의 출동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을 한국과 별개인 정상적인 국
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것
임을 공식 천명한 것이 된다.
미국은 시퀘스트(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2017년까지 태평양사령부 소속 3800명
을 포함한 육군 4만 명을 감축하고, 2019년 추가로 3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16)
그리고 그 공백을 일본이 대신하도록 역할 부여를 한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미국은
역사를 통해 증명했듯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패권경쟁국(peer competitor)을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처럼 미국은 중국부상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17) 일본을 활용하고, 한국을 활용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핑퐁외교의 전례처럼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
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충돌이나 유사상황이 발생하든 합종연횡의 상황이 발생하든, 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7차 초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배분과정에서 독도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한 가지다.
“강자존, 적자생존(强者存, 適者生存)”

16) 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899475/1
17)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W.W. Norton &
Company,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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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선선한
이른
참
귀한
시간이다
들길을
걷다보면
목을
길게
뺀
연잎이여!
들길을 걷다보면
걷다보면 목을
목을 길게
길게 뺀
뺀 연잎이여!
연잎이여!
들길을
걷다보면
목을
길게
뺀
연잎이여!
들길을
들길을
걷다보면
목을
길게
뺀
연잎이여!
들길을
걷다보면
목을
길게
뺀
연잎이여!
잔잔한
바람의
떨림에
물방울이
놀고
있네.
잔잔한
바람의
떨림에
물방울이
놀고
있네.
잔잔한
잔잔한 바람의
바람의 떨림에
떨림에 물방울이
물방울이 놀고
놀고 있네.
있네.
잔잔한
바람의
떨림에
물방울이
놀고
있네.

반짝이는
눈동자와
아기들의
웃음소리
반짝이는
눈동자와
아기들의
웃음소리
반짝이는
반짝이는 눈동자와
눈동자와 아기들의
아기들의 웃음소리
웃음소리
반짝이는
눈동자와
아기들의
웃음소리
엄마들의
행복이
저
연잎에도
있었다니
엄마들의 행복이
행복이 저
저 연잎에도
연잎에도 있었다니
있었다니
엄마들의
행복이
저
연잎에도
있었다니
엄마들의
엄마들의
행복이
저
연잎에도
있었다니
엄마들의
행복이
저
연잎에도
있었다니
옴팍한
연잎의
품이
가슴인양
벅차다.
옴팍한
연잎의
품이
가슴인양
벅차다.
옴팍한
옴팍한 연잎의
연잎의 품이
품이 가슴인양
가슴인양 벅차다.
벅차다.
옴팍한
연잎의
품이
가슴인양
벅차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조집『통점』외 다수
한국시조작품상, 대구문학상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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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

수필가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두 눈에 어린 눈물/ 씻어 주리라./ 고난이 와도 물리치리라/ 외로운
그대 위해/ 험한 세상에 다리 되어/ 그대 지키리./ 험한 세상에 다리 되어/ 그대 지키리.’사이
먼 앤 가펑클의‘험한 세상에 다리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란 노래를 우리말로 번
안한 노랫말이다. 이 노래가 참 좋다. 가사도 좋지만 곡도 단순하면서 당기는 맛이 최고다.
다리(bridge)와 다리(Leg)는 우리말로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오래 전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지듯 혼자 흥얼거리고 다녔다. 노래와 내가 친해지다 보니 음악 속
의 다리와 내 다리가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 동음동의(同音同意)현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처용의 다리와 역신의 다리는 분명히 다른데도 처용의 아내가 구분하지 못하고 동침을 허락한
것과 흡사하다.
나는 중학 1학년 때 미군 지프에 치여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졌다. 당시 종합병원은 뼈를 이
어 붙일 정형외과적 기술이 모자라 상이군인들을 치료하는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시골
아낙네인 어머니가 어떻게 줄을 달아 군인이 아닌 열세 살짜리 소년을 그곳으로 밀어 넣었는
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부러진 다리에 장석을 걸어 여섯 개의 나사못
을 박아 뼈를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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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개월 동안 병원신세를 지느라 후 학기 수업은 받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2학년으로 올라
갔다. 다른 과목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도 기초를 배우지 못한 수학은 지금도 까막눈이다. 영
어를 모르는 어머니는 통역관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논 세 마지기를 팔아 내 다리 밑에 넣었다. 아프고 괴로울 때 우방국의 미국 병정
들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는커녕 치료비도 주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도 나는 행운아다. 뼈에 나사못을 박아 겨우 수리한 다리를 끌고 높고 깊은 산을 많이도
오르내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버킷 리스트로 정한 백두산 오르기를 오십 년 후에 서파코스
종주로 실천했다. 또 고3 때 정비석의‘산정무한’
을 읽고 무한 감동을 느낀 금강산을 세 번이
나 다녀왔다. 특히 내금강으로 들어가 한국동란 때 불타버린 장안사 터를 둘러 본 감회는 너무
나 선연하고 서늘하다. 절름발이가 될 운명에서 건져준 어머니 덕이다. 어머니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싶어도 당신은 가고 없다.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
아프간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은 병사인 타일러 제프리스(26)도 행운아다. 그는 미국 대통
령 부자(父子)인 부시 가(家)의 여름 별장에 초대받았다. 아버지 부시가 서문을 쓴‘부상 장병
과 강인한 어머니들’
이란 책에 소개된 인연 때문이었다. 제프리스는 아버지 부시와 대화를 하
다“만난 지 3개월 된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녀에게 청혼할 예정”
이라 말했다.
옆에 있던 아들 부시가“그 친구를 이 자리에 불러 지금 바로 청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제안했다. 그는 여자 친구인 로런 릴리(24)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부자 대통령은 진심으로 그
녀를 환대했다. 제프리스는 의족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릴리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예스, 오! 예스”
라고 소리쳤다. 두 부자 대통령
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시련을 이겨낸 두 연인을 지켜 주었다.
며칠 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폭발로 두 명의 병사가
큰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가 터져 앞섰던 병사가 두 다리를 잃고
쓰러졌다. 뒤따르던 병사는 부상당한 친구를 들쳐 업고 후송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뢰가 터
져 한쪽 발목 아래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상처가 아물고 재활 치료가 끝나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런 장한 일이 어디 있
는가. 군에 가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방아쇠 당길 손가락을 잘라 군 복무를 피해 간 도지
사, 불에 탄 보온병을 포탄 껍데기로 잘못 알고 있던 병역기피 정치인은 손에 가슴을 얹고 비열
했던 자신을 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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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보온병에 지나지 않았
다 / 너에게 묻는다 / 타버린 보온병 함부로 포탄 만들지 마라 /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따
스한 다방커피였느냐.”
라는 김춘수와 안도현의 시를 패러디한 것이 인터넷에 우스갯거리로 돌
아다니겠는가. LG그룹은 다리를 잃은 두 병사에게 위로금 각 5억 원씩을 전달했다니 험한 세
상에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인간은 두 다리를 갖고 태어난다. 구부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다리가 있는가 하면 무릎을 땅
에 박을 줄 모르는 다리가 있다. 독일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빗
물고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쟁범죄에 대한‘참회의 사죄’
를 구했다.“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는 찬사가 쏟아졌다.
또 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순국선열 추모비 앞에서 사죄했다.
팔월 염천 뙤약볕 아래 검은 넥타이 정장차림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은 모습은 감동이었다.
“이곳에 갇혀 고문당하고 숨진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종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궤변만 늘어놓는 아베 현 총리는 멀쩡한 두 다리가 있
어도 무릎을 꿇지 못한다.‘험한 세상에 다리 되기’
를 포기한 다리를 우리는 다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84년 11월 현대문학으로 등단.
매일신문 문화부장 논설위원 역임.
현대수필문학상, 대구문협문학상,
금복문화예술상(문학), 원종린문학(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상(문학부문)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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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 준
수필가

이른 아침이다. 산속이 비어 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에 숨이 막힌다. 수목 사이로 보
이는 푸른 하늘이 없었다면 산행의 보람도 찾기 어려울 뻔했다. 오늘따라 하늘이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삶을 영위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다. 하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맞아주었
다. 한 번도 싫은 내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인 윤동주는‘서시’
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노래했다. 앞으로의 내 삶
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었으면 한다. 비록 산에서 내려가는 순간 생존경쟁의 현실
앞에서 실천되지 않을지라도 이 순간만은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해 본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보다 수목의 잎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한 하늘이 더 정감 난 것은 온전한
하늘을 보면서 살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불탄일(佛誕日)에 혜
암(慧菴) 스님께서‘선악 시비와 이해득실은 거품의 거품이요, 생사 열반과 지옥 천당은 꿈속
의 꿈’
이라며‘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허망한 나를 버리고 참 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바라보라.’
고 했다.
48 _ 2016 2·28

존재에 대한 성찰

짧은 시간이나마 하늘을 쳐다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온전한 하늘 보기가
겁이 나 수목의 잎에 가려진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보면서 삶에 부끄러움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세상이 아무리 기쁨 속에 들떠 있더라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그것부터 빼야 한
다. 반대로 세상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다. 작은 성취라도 이루고자 한다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
어야 할 것이다.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뜻한 바를 이룰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
의자가 될 수도 있다.
팔공산은 오르기가 수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며 밟아 반들반들 닳아 미끄러운
바위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크고 작은 돌이 여기저기 길을 막기도 한다. 앙상한 뿌리를 보이
며 아픔을 참고 있는 수목들의‘제발 가볍게 밟고 지나가라’
는 애절한 호소도 들어야 한다. 가
뭄에 계곡의 물줄기가 뱀처럼 가늘어졌고, 숲 속의 오솔길은 발걸음 따라 먼지가 푸석푸석 일
어난다.
걸음이 느리고 속도감이 없다. 나이 때문이다. 허허로운 가슴을 해맑은 정담으로 채워 가며
걷고 있다. 사람은 반추의 존재이다. 과거를 되씹으며 오늘과 내일을 산다. 얼마나 여유로운 마
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사는가에 따라, 삶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생애의 단층으로
쌓인다. 태양이 중천에 와 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일행은 깨끗하고 때 묻지 않는 순수했
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산길을 걷는다.
두 번째로 힘든 고개에 올랐다. 남쪽으로 가면 팔공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다. 서쪽으로 내려
가면 수태골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정상이다. 갈림길에서 머뭇거린다. 몸이 좀 지쳤다.
땀이 많이 흐른다. 오늘은 정상까지 갈 예정이다.
길은 곧 삶이다. 지금껏 길고 먼 길을 많이 걸었다. 인생길 참 복잡하다. 여러 갈래의 길을 만
나기도 했다. 길의 선택은 내 몫이다. 대개는 예정되어 있으나 가끔은 선택의 어려움에 빠질 때
가 있다. 때로는 상처받고 지치기도 한다. 그래도 가야만 한다.
시원한 바람이 분다. 휴식을 취하는 횟수가 잦고 시간이 길어진다. 바람은 계절을 알리기도
하고 야생화를 피우기도 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얀색의 풀꽃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높
은 곳에 핀 풀꽃 한 포기가 행복감에 젖어 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 내게 속삭인다.‘나를
찾아주어 고맙습니다.’다정한 목소리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진실 된 삶이 어떤 것인지. 어
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무언으로 가르쳐 준다. 삶이란 야단스러운 것이 아니라며
겸손의 화신(化身)처럼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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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요,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다. 삶이 팍팍할수록 내일은 다른 날이길 꿈꾼다. 어제 같은 내일일지라도 오늘의 삶에 충실해
야겠다. 가끔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위에 비춰보는 연습도 해야겠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행한
행위가 식구·친구·동료에게, 이웃이나 낯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풀꽃을 본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날이 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
뜻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날이 많았으면 한다. 매
사 바라는 만큼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에게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웃음 잃지 말아야겠다.
팔공산 정상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일망무제다. 눈 아래로 수목의 파노라마 속에‘동화사’
가 보인다. 더 멀리 안갯속으로 대구 시내가 희미하게 펼쳐진다. 오를 때마다 변하는 자연과 내
마음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사람은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한다. 마음의 평화와 고요는 집착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란다.
뜨거운 열기가 기다리고 있는 여름의 문 앞에서 팔공산의 실록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맞이하고 있다.

「문예한국」신인상
한국문인협회, 대구문인협회, 영남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대구수필문예회 회원
대구수필가협회, 일일문학회, 국제펜대구지역위원회 이사
대구수필문예대학, 대구두류도서관 수필창작반 강사
수필집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
『행복한 삶 즐거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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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程

은 종 일
수필가

돈벌이라는‘결과’때문에 안전이란‘과정’
은 무시당하고 홀대당해 왔다. 뉴스 속의 대개의
사고들은‘과정의 가치’
를 상실한 사회시스템이 자초한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듯싶다. 끊이
지 않는 초대형사고를 접할 때마다 좌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과정의 가치’
를 상실한 우리
사회를 되짚어보게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꿩 잡는 게 매’
라는 속담이 있다. 둘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깃발이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너
와 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결과지상주의 가치관에 오도되어 살아왔다.‘빨리 빨리’
,‘바쁘다, 바
빠’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이판사판’
,‘죽기 살기’
,‘도 아니면 모’
라는 결기
에서 목숨을 내건 결과지향성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지상주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과정의 중요성은 때때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논리
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거나 아예 과정자체
를 건너뛰려는 비정상적인 경쟁 환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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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구름관객의 가슴을 울렸던,‘과정의 가치’
를 그린‘우생순’
이란 영화가 있었다.
‘우생순’
은‘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이란 영화제목의 약칭이다. 비인기종목 여자핸드볼 국
가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역경 극복의 스토리, 피와 땀
으로 일군 팀워크, 결승전에 오르기까지의 사력을 다한 최선, 편파판정을 당해가면서도 전후
반전과 연장전을 모두 동점으로 끝내고 승부던지기까지 갔던 빛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경기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울지 말자.”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말을 남기면서 벤치로 향한다. 경기의 클라이맥스요, 영화의 클라이
맥스에서다. 영화는‘과정의 가치’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결과에 대한 과정의 정당성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과정보다 결과에 길들여진 탓이었을까?‘과정의 가치’
라는 주제가 던지
는 메시지에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 무엇은 아마도 최선이라는‘과
정의 가치’
가‘부도덕한 결과’
에 패배한 허탈감이 아니었을까.
과정의 가치를 등산에 비유해 보자. 등산은 사점(死點)에 이르는 육체적인 고통과 끈질긴
포기의 유혹을 극복해 가는 고독한 수행이다. 오직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
는 과정의 결과다. 차를 타고 가서 중턱부터 오르고,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고, 헬기를 타고 오
른다면 정상에 오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취감에서 오는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겠는
가. 결과에 대하여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허망한 것일 터이다.
이처럼 반칙이나 눈속임으로 일군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는가.
행여 이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범법자요 조직 파괴자일 뿐이다. 거꾸로 비
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과정 때문에 실패한 결과를 두고 어느 누구가 이를 승복하겠는가. 공
인된 절차와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과정이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결과는 빛을 발하고, 과정 또
한 아름다운 도전자에게 행복감을 선사할 것이다.
결과가 결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고 합리
적일 때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지상주의 풍토가 바뀌지 않은 채 앞으로도 모
든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태로 우리들의 관심 밖에 있다면, 또 다른 성수대교 붕
괴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52 _ 2016 2·28

과정(過程)의 가치

너도나도“결과가 말해준다”
며 과정이 안중에 없다면 과연 살 만한 세상이 올 것인가. 승자
와 패자만 있을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구분만 있을 것이다. 승자와 가진 자들의 업
신여김과 패자와 못 가진 자들의 증오가 부딪치는 파쟁의 사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계층 간에 믿음이 없고 존중이 없는 사회는 희망을 잃은 죽은 사회일 뿐이다. 계층 간의 상
호 존중과 나눔과 보살핌으로 엮어진 사회만이 살아갈만한 세상이다. 이러한 살아갈만한 세상
은 과정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어서이다.
바람직한 인생은 변칙이나 사술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가 결실로 이어져 나의 행복이 이웃
행복으로 커져가는 존재의 삶이기 때문이다.
시간도 과정이고, 공간도 과정이며, 시공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모두 과정이다. 그 과
정에 행복이 숨어 있고, 그 과정이 들어서 우리들에게 살 만한 세상을 열어간다. 결과는 채거나
기만할 수 있어도 과정은 어림도 없다. 결과는 순간이지만 과정은 영원해서이다.

《한국수필》수필 등단,《창작문예수필》평론 등단,
대구교대‘수필과 지성 창작아카데미’운영위원장, 군위문인협회 회장,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역), 달구벌수필문학회 회장(역),
한국수필가협회 및 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 : 수상집『거리』
(05. 11. 북랜드),
수필집『재미와 의미 사이』
(10. 12.북랜드),
수필집『춘화의 춘화』
(14. 6.소소리).
수상 : 한국수필작가회 문학상(’
14), 한전전우회 대경예술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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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2·28고교학생 민주시민 아카데미

지난 7월 15일(금) 제7차 민주시민 아카데미가 본회 기념회관 4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아카데미는 해가 거듭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의 강좌가 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0개교 4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첫째시간

둘째시간

셋째시간

시간
09:50~10:20
(30분)

강사

2·28기념전시관 체험

정일수 사무총장
(2·28기념사업회)

10:30~10:50

2·28동영상 시청

(20분)

(2·28민주운동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11:00~12:00
(60분)

12:00~13:00
(60분)

넷째시간

강좌명

미래의 가치와
나의 선택

이유철 교수
(경북대학교입학본부장
의과대학교수/의학박사)

점심(도시락)

13:00~14:00“민주주의: 글로벌시대 노동일 2·28공동의장
(60분)
(전 경북대학교 총장)
우리들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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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28인문학 강좌(제21~23차)
지난 7월 20일(수), 21일(목), 22일(금) 3일에 걸쳐 상반기 2·28 인문학 강좌가 본회 4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강좌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2·28회원을 포함하여 매회 50~60여
명의 수강생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었다.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굵직한 주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2·28 강좌는 더욱 더 새롭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11월쯤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내용

강사

프로필

7월 20일

이슬람 국가(IS)란
무엇인가?

이규철

영국 요크대 정치학 박사
계명대 국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7월 21일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패권경쟁

이정태

경북대 정외과 교수(중국 외교정책 전공)
경북대 한중교류연구소 소장

7월 22일

2016년 미국 대선과
한국정치

강우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 정치학 박사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타 포스코 펠로우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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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28민주운동 하반기 워크숍
이번 2016 하반기 워크숍은‘상생과 공영’
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해 마산 국립3·15민주묘지 탐방
에 이어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하였다.
80여 명의 2·28회원들은 9월 27일(화) 오전 8시 어린이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워크숍 일정
을 시작하였다.
예정보다 다소 늦은 10시 30분 민주공원에 도착한 회원 및 참석자들은 먼저 헌화참배의 시간을 가
졌다. 그 후 약 30여 분간 민주공원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소강당에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장병
윤 이사의 특강을 청취하였다.
특강 전 김종세 관장은 환영인사에서 2·28의 주역인 이대우 교수와의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
로 분위기를 풀어나갔고, 이은 노동일 공동의장의 감사 답사로 한층 분위기가 밝아졌다.
점심 식사 후 다음 탐방지인 부산 시민공원으로 이동을 하였다.
부산 시민공원은 우리 민족의 굴곡진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로써, 국권침탈기에는
경마장, 군속훈련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주한미군 부산기지 사령부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시민공원 역사관에서 부산의 근현대사에 대한 해설을 듣고 난 후 각자 자유롭게 시민공원을
돌아보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워크숍에서 2·28회원 및 참석자들은 2·28정신에 걸맞은 성숙된 질서의식을 보여주며, 안전
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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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2016년 대구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으로 선정된“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 낭송
콘서트”
가 (사)한국낭송문학회(회장 이병훈) 주최
로 5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이 콘서트는 시 낭송에 음악연주를 곁들인 공연
으로 시의 주제가 2·28민주운동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7월~9월의 3회는 이미 개최되었으며 10
월, 11월에 남은 2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공연제작 엑터스토리가 2·28민주운동의 의
미와 정신이 담긴 연극 청의(淸義)를 제작 9월
21(수)~25일(일)까지 5일 동안 예술극장 엑터스토
리에서 공연하였다.
2016년 대구문화재단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에 선
정된 이 연극은 2·28민주운동이라는 대구의 역사
적 특성을 소재로 구성된 극으로써 특별히 2·28회
원에게는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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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판에 생명을 더하다!

사업 영역
카다로그/팜플렛/포스터/사보/
기획·디자인·편집·인쇄·제작

공감과 감동의 가치 창출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76(이천동)
Tel.(053)474-9000 / Fax.(053)475-6400 / shinmoon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