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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49년

“정상적인국정운 이불가능했다. 재임중가장괴
롭고고독한시간들이었다. 집무를하면서도일이손에
잡히지않았다. 온갖번민과회한으로밤에도잠을이루
지못했다.궧 김 삼전대통령은1997년차남현철씨가
알선수재혐의등으로구속되기직전심경을회고록에
서이렇게썼다. 궦현철이의등을떠 어서라도진작해
외에내보냈더라면하는아쉬움이일기도했다궧는표
현도있다. YS는이시기청와대를감옥(監獄)에비유
해하루라도빨리임기를마치고
싶어했다고한다. “대체대통령
을왜하려고하는지모르겠다”는
말을 YS로부터 직접 들은 이도
있다.  ▶김대중전대통령임기
말에두아들이구속될때상황은
그의부인이희호여사가생생하
게전하고있다. “우리내외는말
을잃었다. 각자의서재에서따로시간을보내다늦은
밤에야안방으로갔다. 남편이사형선고를받았을때도
이렇게힘들지는않았다. 하루속히청와대에서나가고
싶었다.궧 이 여사는월간지인터뷰에서“2002년은악
몽”이라고했다. 이명박전대통령은2012년형이상득
씨가구속되자고개숙여사과했다. “억장이무너져내
리고차마고개를들수가없다”며“이제와서누굴탓
할수있겠는가. 모두가제불찰”이라고했다.  ▶헌정

사상처음국회에서탄핵을받는등곡절이많았던노무
현전대통령은누구보다더후회했다. 그는2009년부
엉이바위에서뛰어내리기두달전쓴 에서“정치,
하지마라”고했다. “얻을수있는것에비하여잃어야
하는것이너무크기때문”이라고했다. “대통령이되려
고한것이오류 던것같다”는기록도남겼다.  ▶어
제박근혜대통령이‘최순실사태’에대해두번째사과
하면서회한(悔恨)을드러냈다. “밤잠을못이룬다. 내

가이러려고대통령을했나하는
자괴감이들정도로괴롭기만하
다.”1993년문민정부출범이후
대통령 5명이 하나같이 대통령
된걸후회하는것을보며그들을
뽑은국민들은더괴롭다.  ▶정
치 전문가들은‘제왕적 대통령
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통령

의제왕적힘이친인척₩측근의호가호위를가능케한
다는것이다. 결국대통령본인들에게책임이있다. 특
히박대통령이그렇다. 그는이런비리를막기위해만
든특별감찰관이최순실에대해조사하려하자즉각이
를무력화해버렸다. 시스템이아니라대통령의지와
주변관리문제인것이다. 이런상황에서도수많은잠룡
들이자신만은예외라고믿고 궨미르(용)궩가 되기위해
뛰고있다. 이하원논설위원

“이러려고대통령을했나…”
萬物相

단물빨던 궨친박궩은어디로갔나?

최순실사건으로대통령은식물이되어가고있
다. 노무현사람인김병준을총리로그리고김대
중사람인한광옥을비서실장으로지명했지만, 여
소야대국회를지배하는야당이반대해국정은한
걸음도앞으로나가지못하고있다. 막상 야당이
요구한거국중립내각을수용해서총리가장관을
추천하는실권을행사한다해도야당은입장을바
꾸어반대할뿐이다.
문제는‘물타기’혹은‘코스프레’인사라는정

치적반대의벽에튕겨나가지않고합의를이끌어
낼인물이과연있는가하는점이다. 김병준₩한광
옥두사람은이미노무현과김대중으로부터보따
리싼사람들이라안된다고한다. 그렇다면총리
지명자의“대통령도검찰조사를받을수있다”는
발언에서부터“국정교과서 반대”혹은“사드 배
치 반대”가 소신인 사실까지도 보따리에 없다가
이번에새로들어간항목인가? 이래도저래도국
정은표류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군말없이야당이합의해줄인물이라면아마도

사사건건대통령에반대하며막말을쏟아낸정청
래전의원정도겠다. 그래서전시작전권환수연
기도취소하고, 통진당해산도무효로만들고, 개
성공단도재가동하고, 전교조의법외노조지위도
다시원상복귀시키자고? 핵무기가노리는나라
를그렇게망가뜨리자고? 나라가더이상망가지
는걸원치않는다면여소야대국회의다수당인두
야당도이제는이성적판단으로돌아와야한다.
대통령으로선이제더이상내려놓을보따리가

없다. 헌정중단이라는비극을막기위해모든것

을내려놓았기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만
들어지원하려했던‘문화융성’은물론이고, 두
재단에돈을댄재계가관심을기울이던‘창조경
제’도물건너갔다. 여대야소에서도못했던노동
개혁을여소야대국회를상대로이룰수는더욱없
다. 야당은물론여당의다수가원하던개헌마저
도지금은소리소문없이사라져버렸다. 어제는
스스로검찰은물론특검조사도받겠다며다시한
번국민앞에머리숙 다.
썰물처럼대통령주변의사람들이빠져나가고

있다. 대통령은국정의주도권은커녕배신의스펙
트럼이화려하게펼쳐지는모습을무기력하게지
켜보는일만남았다. 박근혜대통령팔아국회의
원, 장관, 수석등한자리씩꿰차고단물빨던인
물들의배신이비록어제오늘의일은아니지만, 최
순실사건터지고나서의배신은더욱꼴불견이다.
당선인대변인그리고여성가족부장관으로발탁
되면서박근혜정부에서가장화려한경력을밟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국회에서“정무수석 하는
11개월동안대통령독대를한번도못했다”는발
언을이시점에서꼭해야할이유가무엇인가?
‘친박’의대명사인서청원의원그리고대통령
을누님이라부르던윤상현의원은왜이시점에
서존재감이전혀없는가? 이명박정부때부터박
근혜지분으로장관도하고지난 4월선거까지만
해도‘친박’공천의우두머리노릇을하던최경환
의원은어디로사라졌는가? 대구₩경북에서박근
혜대통령팔아당선된국회의원들이하나같이사
드배치에반대할때부터국민은이미쪽박이새

고있음을느끼고있었다.
모르긴몰라도새누리당이‘친박’대‘비박’으

로반토막나는일이‘친박’입장에선감지덕지
한일이될지도모르겠다. 대통령이탈당하는순
간‘친박’은물안개사라지듯없어질것이뻔하기
때문이다. 시체를보고달려드는하이에나떼처럼
식물이된대통령을향해너도나도물고뜯고할
퀼것이분명하다. 이정현대표의사퇴를촉구하
며경쟁적으로당직을내려놓은얄팍한모습에서
이미새누리당운명이다했음을직감한다.
노무현정부말년에‘친노’가폐족(廢族)이된

시절이있었다. “이 모든게노무현때문이다”는
말이유행했다. 나라가엉망진창이된까닭은물
론이고, 학생이성적을잘못받아도, 총각이장가
를못가도, 투자한주식이폭락해도무엇이든노
무현대통령때문이란냉소적유머가판을쳤다.
지금꼭같은일이벌어지고있다. “모든게최순실
때문이라고.”아마도‘친박’의 폐족은 지금까지
철석같이믿어온반기문의역할로정점을맞이할
공산이크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임기를마치고돌아와

폐족이된‘친박’의구세주가된다고? 꿈도야무지
다. 우선‘친박’이그때까지살아남는다는보장이
없다. 설사그렇다고하더라도반총장이그리간다
는보장도없다. 반총장또한“대통령지시따라모
금했다”는안종범수석의뒤를따라가지않으리란
보장은더더욱없다. 배신의지옥도, 끝판왕은과연
누구일까? 최순실팔아살아보겠다는비겁한인간
들이나라를더깊은수 으로 어넣고있다.

朝鮮칼럼 The Column

노무현정부말년에유행한

궦모든게노무현때문이다궧

지금은궦모든게최순실때문궧

최순실팔아살아보겠다는

배신의끝판왕들이

나라를더수 으로 어넣어

류석춘
연세대교수₩사회학

가슴으로읽는한시

조때숱한정치적파란을겪은관양(冠陽) 이광덕(李匡德₩1690~1748)이
밤새세상걱정하다가선잠을깼다. 이렇게살아있는것, 그것만으로도감사할일
이니모든걱정툴툴털어버리자. 하는일마다잘풀리는사람, 그런인생어디에
도없다. 요사이나는되는일하나없어탄식할일, 아까운일투성이다. 하지만
세상물정이원래그러니다괜찮다. 관악산밑에살던제법훌륭한이인간을이
세상이, 이역사가 잊어도좋다. 나는괜찮다. 안대회성균관대교수₩한문학

세상물정

아침되어손뼉치고
하느님께감사하며
만섬의괜한시름
한바탕웃고털어버리자

죽을때는살고싶어발버둥쳐도
나중에는틀림없이후회할테고
하는일마다소원대로풀린다면
궁지에내몰릴자있을까? 

학이날아왔건만
매화떨어진뒤라서한탄스럽고
나귀를잃고난뒤
눈이막오니아깝기한량없네.

아무렴어떠랴! 
아득한동방의역사에서
관악산밑에살던이늙은이를
아무도기억해주지않는다해도.

朝걐拍手謝天公(조래박수사천공) 

萬斛閒愁一笑空(만곡한수일소공)

死苦씶生應自悔(사고기생응자회) 

事皆如願갎爲窮(사개여원기위궁)

鶴到可嘆梅갳後(학도가탄매락후) 

驢亡偏惜雪걐中(여망편석설래중)

何妨百代東韓史(하방백대동한사) 

不記冠山有此翁(불기관산유차옹)

자산이 1조2000억원인미국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모이시 마나는 몇
달전서울광진구의컨테이너쇼핑
몰궨커먼그라운드궩를본뒤이를설계
한국내건축₩디자인회사얼반테이
너(대표백지원)에연락했다. 한류콘
텐츠에관심많은그는지난해미국
마이애미에 아시안₩라틴 무역센터
등이 들어간 12만1400㎡(약 3만
6700평) 규모의복합쇼핑단지건설
계획을발표하고, 그에적합한건축
회사를찾고있었다. 그는백대표에

게“시선을사로잡을만한독특한건물을설계해복합단지의
마중물역할을해달라”고주문했다.
뉴욕에서한국화장품을소개₩판매하는 로우레시피를창

업한사라리와크리스틴장은지난해부터미국최대화장품
유통판매업체인세포라직원들에게K뷰티를바탕으로한스
킨케어트렌드설명회를갖고있다. 우리에게익숙한 궨이중세
안궩 궨멀티기능궩 등을현지에히트시켰다. 이달중순에는세포라
팀과한국을찾아K뷰티의최전선을경험하게해줄계획이다. 
국내에서중위권대학을중퇴한송재선씨가5년전미국음

악채널인MTV 뉴욕본사에PD로정식입사할수있었던데는
한류의힘이컸다. K팝을다루는기획안을낸게높은평가를받
았다. 송 PD는“이기획안으로만든프로그램이MTV월드에
서최고시청률을올렸다”고말했다.
한류가 20년넘게지속될수있었던건이렇게국내외에서

분야별트렌드를선도하며‘발로뛰는’우리국민이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와 맞서며‘K브랜
드’확산을위해전력을다했다. 그랬던이들에게요즘돌아오
는건허탈감과실망감이다. 뉴욕의차세대한인전문가모임
인고리(GORI) 문동지대표는“이곳언론에도연이어‘최순
실사건’이보도되면서 K브랜드가부끄럽게느껴진다고토
로하는이민자와학생이많다”고전했다.
아시아문화를공부하는미국친구는메신저앱으로안부

를물어왔다. “미국엔‘공화당은멍청(stupid party)하고민
주당은 악당(evil party)’이라는 말이 있는데‘이번 대선은
그반대’라는농담이돌아다닌다”더니“그런데너희나라에
선대통령과그친구들이두역할을다하는것같다”고했다.
그는농담이라했지만말에가시가들어있었다.
‘위트정치’에능했던레이건대통령은“우리말에서가장
무서운(most terrifying) 표현이바로‘정부에서나왔다, 도
와주려고’(I궩m from the government and I궩m here to
help)라는말”이라는우스개를남겼다. 우연의일치인지‘최
순실사태’에연루된이들사이에서도‘도와주려했다’는말
이자주나왔다. 하지만웃을수없었다. 그결과가끼리끼리
해먹는국정농단이었고, 국가이미지훼손을걱정하는목소
리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멍청하면서도 악한‘미꾸라지’들
때문에어렵게쌓아올린K브랜드이미지가금가는것은아닌
지조마조마해졌다.

韓流걱정하는외국친구들

기자의視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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