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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연구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민주화운동과 한국과 세계가 당면한 민주주의 과제를 연구하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향후 민주주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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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펴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럽과 아시아의 입장과 생각이 다릅니다. 해외 한 조사
(YouGov survey)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낮고,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민주주의 보다는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필요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전 방위에서 뻗어 나가고 있다면, 왜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세계 중산층 계급의 불만과 포퓰리즘의 대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구의 불만은 세계화를 통해 얻은 균등하지 않은 분배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필요로 하지만 민주주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으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라며
비판하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 있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민주주의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대표적 사례일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서
있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 평등, 선거 그리고 의회와 같은 민주적 제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는 또 다른 주요한 열쇠인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및 개인의 권리 인정과 같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한 일련의 가치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불평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수호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난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 속에서 서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제 3세계 후발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 시각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과 모색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묻고, 수많은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한국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길을 찾아보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보고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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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총론

1. 머리말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보통선거,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존으로 집약되는 서구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금융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심각한 장애 상태에 처했다.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와
내부자 간의 균열, 복지 후퇴, 난민의 유입 등의 최근 한 세대 동안 진행된 사회권의 후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했다. 극도의 적대와 혐오가 확산되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공론의 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기성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정당은 이러한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그 결과 정치권의 구호는 허공에 떠도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서구에서의 우익 포퓰리즘(populism)의 등장과
홍콩, 이집트, 프랑스, 칠레 등지의 계속되는 시위는 모두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 주는 증상들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가 2018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5%에 미치지 못하며 1/3 이상의 인구가 권위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조사대상 167개 중에서 대략 42개 국가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1)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대학의 민주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Democracy: V-Dem) 조사에서도 민주주의는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전 세계 24개국 약 1/3의 인구는 ‘제3의 권위주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하에 신음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16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다.2)
2016-2017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한국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는 없다. 그것은 대중의 직접 참여로 권위주의로 퇴행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대중의 정치적 효능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개혁의 성과를 돌아보면, 4·19 혁명 이후 과거 민주화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주로 정권의 비판과 타도를 겨냥했으며, 그
이후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작업은 기성의 여야 정치권에 ‘위임’하였다. 그래서 촛불시위의 성과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3)
과거의 한국 민주화운동처럼 2016-2017 촛불시위도 기성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강한 개혁
정부를 탄생시키지도 못했고, 의회를 재편해서 정당의 국민적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는데도 별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재벌, 관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거나 개혁하기에는 현저히 힘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중들의 정치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일상영역에서의 참여나 사회경제적에서의 ‘시민권’ 확대의
수준은 매우 지지부진하고 청년들은 삶의 변화를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19년 한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상황을 정리하는 리포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전, 굴절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Economist. (2018). “Democracy Index 2018: Me too? Political participation, protest and democracy”
2) V-Dem.

(2019). “Democracy Facing Global Challenges : V-DEM ANNUAL REPORT 2019”. 참조.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 6개의 지표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태와 순위를 조사했다.
3) 김동춘. (2019).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인권”. 부산민주주주의연구소. 미출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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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그리스어의 Demos + Kratia ( people + rule), 즉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는 원래 애매한 개념이다. 여기서 인민은 누구,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도 논란거리이지만, 구체적 인민은
다양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여러 사회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배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므로, 무엇이 인민의
지배이고 무엇이 인민의 지배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민주주의를 정의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때문에 슘페터(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나
방법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민주주의가 거의
보편적 용어가 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도 대체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슘페터처럼
대다수 현대 정치학자들도 민주주의를 정치제도, 혹은 대표 선출의 방법이나 절차,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나 정당이
얼마나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인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선거
정치의 절차적 합법성과 투명성, 선거 과정에서 인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등
조건의 마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란 정치적 대표체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 등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들이
갖춰진다면, 사회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게 될 것이다.4)
그러나 자유나 법치는 국가가 전쟁이나 내전, 심각한 경제위기 상태에 빠지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패권국가 혹은 지구적 정치경제의 힘이 압박해올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관료주의와 정치 엘리트와 경제 권력의
유착 역시 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감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인민이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으로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면, 정치사회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면, 방법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민의 지배’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것이 최소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힘의 작동과 인민들 간 이해의 차별성과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선거권의 보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나라에서 세습
귀족이나 전제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1989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매우 낙관적인 『자유 시장+민주주의=발전』 도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에 대한 회의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반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에서 제시한
다두제(pluralism) 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이 선거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후발 각국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 민주주의는 결함있는(defective) 혹은 비자유주의적인(illiberal)로
지칭되기도 한다.5)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서구 이론가들의 주장들은 이집트 증 재스민
혁명에서 드러났듯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에는 거의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진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문제점은 신자유주의 하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의
민주주의는 거세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2001년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등장한 전 지구적 사회운동은
『자유 시장+민주주의=발전』이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가짜민주주의=저발전』을 의미한다는 진단을 내렸다.6)
지금 오랜 독재의 터널을 거쳐 온 후발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전통이 비교적 오래된 서구국가 역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
질서가 뿌리내린 이후 시장주의와 경쟁주의 담론이 힘을 얻어서 ‘재산권’의 논리가 강화되었고, 노동시장의

4) 로버트 달. (2018). 『민주주의』, 동명사. 참조
5) 로버트 달, 조기제 옮김.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
6) 김동춘 외,. (2019). 『개발협력관점에서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경험』.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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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과 난민의 유입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들 나라에서 오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사회권(social citizenship)은 물론 자유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까지도 침식되는 중이다. 그래서 이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과거 냉전과 공존했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의문이다.7)
그래서 뚜렌느(Alain Touraine)는 민주주의는 억압, 전체주의, 불관용 등과의 투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정의’(strong definition)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는 기본적인 인권(human rights),
대표(representation), 그리고 시민권(citizenship)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았다.8) 한편
틸리(Charels Tilly) 역시 민주주의 수준과 민주주의의 위기의 평가 기준으로 시민권의 보장과 후퇴를 강조한다.
그는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 평등성, 국가의 자의적 행위로부터의 보호(자유의 보장), 그리고 구속력
있는 상호협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9) 헬드(David Held)는 민주주의는 ‘집단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민의 통제’와 ‘시민들 사이의 평등’이라고 정의했다.10)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정당한 정치 경쟁, 공정한 선거,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로운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 등). 그다음으로는 정치적 주체인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지속해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 실질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탈냉전, 신자유주의 이후의 상황 속에서 크라우치(Colin Crouch)는 포스트 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11)포스트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가 퇴행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민주주의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신자유주의적 합의에 따라 정당 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희미해지며, 민주주의의 확장이 초국적 기업 등 강력한 세력에 의해 불가능해지고, 시민들이 점차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의미한다. 한편 사워드(Michael Saward)는 현재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를 단순히 극복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그가 말하는 미래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등이다.12) 이렇게 보면 미래의 민주주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의 건설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국면 속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 논의들이 한국에 시사해주는 점도 크다. 한국은 오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의 경험을 가진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줄기찬 민주화 투쟁을 통해 선진국들이 구가하는 민주주의의
문턱에까지 도달한 드문 나라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에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퇴행을 겪고 있으며, 아직 주변 강대국에 의한 분단,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조건에서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단순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 혹은 독재 정권의 붕괴로
얻어지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한국 역시, 인민 다수자 이익의 형성·표출되어야
하며,13) 시민적 자유와 자각을 가진 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인민주권, 시민권의 구축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완비도 시급하지만, 선거 정치를
넘어서서 시민적 참여와 동원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조건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할 처지에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을 겪은 후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은 세계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 지표 마련 작업도 해야 한다.

7) 김동춘.

(2019). 앞의 글 참조. 재산권과 인권의 충돌로서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으로는 새뮤얼 보울즈. 허버트 진
티스, 차성수, 권기돈 옮김. (199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재산, 공동체, 그리고 현대 사회사상의 모순』, 백산서당. 참조.
8) Alain Touraine, (David Mercy trans). (1997). What is Democracy. Westview Press. pp. 10
9) Charles Tilly. (2007).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27
10)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2007). 『민주주의의 모델』, 후마니타스.
11)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London: Polity.
12) 마이클 사워드.강정인 이석희 옮김(2018).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까치.
13) Alain Touraine, op.cit,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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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여러 민주주의 지표 및 비교
세계 여러 연구기관, 언론사,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 등에서는 매년 각자가 설정한 민주주의 지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각국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아래와 같이 표를 통해 주요 지수들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는 2006년부터 전 세계 민주주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수(Democracy Index)를 만들어 약 170개 국가를 4가지 체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60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5가지, 1)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2) 정부의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 3)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4) 민주적 정치 문화(democratic political culture), 5)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범주를 기준으로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14) EIU의 18년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했던 미투운동과 더불어 정치적 참여와 저항(protest)을 그해의 민주주의 특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에서는 2017년 11월에 전 세계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지수(GSoD Index)를 개발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측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8년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는 글로벌 민주주의 지표(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보고서를 통해 나라별 순위를 매기지 않는 대신 매년 각 지역과 국가의
수치를 매기고 있다.15) IDEA 보고서는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 사법 정의 실현,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가능성, 그리고 공정한 행정집행(부패 방지 및 금권정치의 오염 가능성 제한) 등을 중요 지표로 설정하는
점에서 EIU의 지표보다는 더욱 여러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의 탄력성(resilience)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지표는 1973년부터 시작되어 가장 오래되고,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민주주의 지표는 주로 선거 과정과 정부의 기능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법치
등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 단체의 이념적인 지향도 그러하지만, 민주주의 지표
설정에서도 개인의 자유, 정치적 권리. 언론의 자유, 법치 등 자유주의의 가치 위에 서 있다.16) 프리덤하우스는
2019년도 보고서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에 앞의
기관과 입장을 같이한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확립되고(a well established), 회복력이
있는(resilient)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V-Dem)에서는 2011년부터 선거, 자유, 참여, 심의, 평등을 기준으로 5가지 민주주의 원칙을 구분하고
다차원적인 지표 구성을 통해 민주주의 다양성(Varieties of Democracy)이라는 지표를 만들고, 연계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민주주의 지표를 보면 앞에서 다룬 타 지표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의
분배를 포함한 평등성 여부, 그리고 숙의적 요소의 도입 여부를 중요한 지표로 삼으며 차별성을 두고 있다. 19년도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한 과제로 금융위기, 소셜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의 확산, 시민사회의 약화
등을 꼽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4)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의 계열사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2006년부터 매년 민
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백서(whitepaper)를 발행하고 있다.
https://www.eiu.com/topic/democracy-index
15)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 (IDEA)는 전 세계 민주주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지원 및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합법적인
민주주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간 조직이다. 2018년부터 격년으로 세계 민주주의 국가(The Global State of democracy)보
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https://www.idea.int/data-tools/tools/global-state-democracy-indices
16)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인권에 관한 연구와 감시 활동 등을 수행
하는 비정부기구(NGO)이다. 1970년대 초부터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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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민주주의 지수 정리

지수명

발행처

한국 순위

18-19 키워드

21위

Me too?
Political
participation,
protest and
democracy

카테고리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EIU
Democracy
Index
(연간)

The
Economist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Civil Liberties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격년)

Freedom in
the World
(연간)

Varieties of
Democracy
(연간)

10

IDEA

Freedom
House

V-Dem
Institute

0.77 /
0.83 /
0.77 /
0.71

83점
(33/40,
50/60)

13위

Exploring
Democracy’s
Resilience

Representative
Government
(free and equal access to
political power)

1-1 Clean Election
1-2 Inclusive Suffrage
1-3 Free Political Parties
1-4 Elected Government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liberties and
resources)

2-1 Access to Justice
2-1 Civil Liberties
2-3 Social Rights and Equality

Checks on Government
(effective control of
executive power)

3-1 Effective Parliament
3-2 Judicial Independence
3-3 Media Integrity

Impartial Administration
(fair and predictable public
administration)

4-1 Absence of Corruption
4-2 Predictable Enforcement

Participatory Engagement
(instruments for realization
of political involvement)

5-1 Civil Society Participation
5-2 Electoral Participation
5-3 Direct Democracy
5-4 Subnational Elections

The political rights

1-1 Electoral Process
1-2 Political Pluralism and
Participation
1-3 Functioning of
Government

The civil liberties

2-1 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
2-2 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al Rights
2-3 Rule of Law
2-4 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

Electoral Democracy

1-1 Suffrage
1-2 Elected Officials
1-3 Freedom of Association
1-4 Clean Elections
1-5 Freedom of Expression
and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The Liberal Component

2-1 Equality before the law
and individual liberty
2-2 Legislative constraints on
the executive
2-3 Judicial constraints on the
executive

The Egalitarian Component

3-1 Equal protection
3-2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3-3 Equal access

The Participatory
Component

4-1 Civil society participation
4-2 Direct popular vote
4-3 Local government
4-4 Regional government

The Deliberative
Component

5-1 Reasoned justification
5-2 Common good justification
5-3 Respect for
counterarguments
5-4 Range of consultation
5-5 Engaged society

Democracy in
Retreat

Democracy
Facing Glob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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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국내외 각종 민주주의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상이한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앞의 여러 민주주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강조되는 지표도 있으나
차별적인 지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민주주의를 촉진, 방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핵심적인데 개인적 자유, 권리, 선거 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평등, 사회적 권리, 직접 참여의 정도 등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지표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시도한 지표들은 후자에 다소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화운동개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각각 민주주의
발전지수 혹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한 적이 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민주주의 발전지수(2004, 2005,
2006)에서는 국가기구, 정치사회, 시민사회,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구,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등 5가지 지표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했다.17) 이 지표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의 더딤, 토호 정치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하는 점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파악했다.18)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들을 참고로, 여러 서구 모델들을
통해서 설명되거나 기술될 수 없는 아시아 지역 민주화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구체적인
민주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었다.19) 성공회대학교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화
이행기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을 경제, 정치 사회적 차원의 독점화로 본 다음, 민주주의를 탈
독점화, 즉 정치권력의 분산, 경제 권력의 분산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차원의 관계적
현상으로 보았다.20) 이러한 이론 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아시아 각 나라의 자유화와 평등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지표에 기초해서 2013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4.50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10점 중 중간 이하의 점수로서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자유화 지수는 4.96이며, 평등화 지수는 4.04로서 자유화의 정도와 평등화의 정도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한국 민주주의가 자유화와 평등화의 동시 발전보다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년 지수라는 점에서 문장 여부)

17) 윤상철

외. (2006). 『민주발전지수 2004-2005 : 평가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설문조사에 기초에서
작성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분야별 (2004년-74인, 2005년-80인) 80면 내외, 일반인의 경우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시민을 대
상으로 했다.
18) 같은 책, 197쪽
19) 조희연, 김형철 외. (2014). 『민주주의 질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한울아카데미.
20) 김정훈, 조희연 외. (2008).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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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발전지수 요약

2004년, 2005년 민주발전지수

2006년 민주발전지수

조사
개요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2004년-74인, 2005년-80인)
일반인 설문조사 :
5대 광역시 500명

전문가 설문조사 : 분야별 60~80명
일반인 설문조사 :
5대 광역시 500명

조사
기간

2004년 4월, 2005년 9월

2006년 10월

국가기구
정치권력과 행정 권력
간의 상호견제
(정권에 의한
행정관료의 견제,
행정관료의 자율성)

정치사회

정당 체제의 구축 및
공고화

정치권력 내부의 권력
분산

평가
체계

행정관료 내부의 권력
분산 및 견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의 균형, 행정
관료제 내의 권한 분산
및 조직의 문호개방)

시민사회

국가기구와 정치사회
간의 견제와 균형

경제영역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적 투명성, 경제적
형평성과 안정성,
경제적 약자의 보호)
교육영역
(교육인프라,
교육자치제 및 학교
거버넌스의 민주화)

국가기구,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제도·실행)

보통선거제도

권력분립 (입법부
의원의 신분보장,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문화영역
의회 내 권력 분산
(거대정당의 실태
및 견제, 군소정당의
보호)

국가기구의 인권보장

정보지식영역

국가폭력의 합리적
관리

여성영역
(모성보호 및 육아,
가족지원)

행정부, 정당, 의회의
대표성

국가기구의 자기 정화
기제

보건의료영역

행정 및 정치활동의
투명성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방성

인권소수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정당 기구 내 권력
분산
(정당 자금의 투명성
및 공개성, 당수의
권한 견제 및 대표성)

권력분립

상호견제

정치참여
소수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공천할당제,
장애인 공천할당제,
사회적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 현황)

환경영역

표 3 2013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 - 성공회대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21)

Politics

Economy

Civil Society

Total

Liberalization

6.48

3.67

4.75

4.96

Equalization

5.34

2.95

3.84

4.04

Index of Democracy

5.91

3.43

4.30

4.50

아직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는 한국과 동아시아 혹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건설의 경험에 기초한 정교한 지표를 고안해내지는 못했다. 후발국 중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거론되는 한국은 다른 후발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지표를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21) 김정훈,

김형철, 이광근. (2013). “쇠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제한되는 자유와 심화되는 불평등”, 2013 아시아 민주주의 국제 콘퍼런스 발
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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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 특히 공공외교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개발 협력 정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은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발전과정 자체이며 발전 외부에 놓이는 부차적 현상이 아니라 발전의 내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형평을 비로소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22)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서 개발된 민주주의 지표는 근대 이후 지난 2, 3세기 동안의 민주주의 투쟁과 인권과
시민권 확대, 정부와 정당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나름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구축한 2차 대전 이후의 상황, 그리고 탈냉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구사한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은 신자유주의와 지구적 불평등, 난민과 테러의 위협 등의 조건과 더불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 후퇴의 과정에서 선거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가 갖는 자체의 한계도
크게 두드러졌다. 식민지, 전쟁, 군사독재, 개발주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후발국은 과거 서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적인 모순이나 장벽들을 내장하고 있고, 현재 지구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나라의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은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민주주의 상황과 그 장애들을 다시 검토해보면, 이들 후발국은 선거제도, 법치,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의 유산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아서,
제도화된 정치과정이 흡사 내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민주주의 이행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르는 경로가 그다지 순탄하지 않다는 점, 즉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어서 이행기의 정의를 수립하는 일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와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참여 자체를 봉쇄했던 과거의 억압적 국가기구( 군, 경찰, 검찰, 공안기관)를 민주화하고,
기본권을 제약했던 법과 제도를 청산, 극복하는 일이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은 이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나 식민지 시기, 전쟁, 분단 상황에서 작동해온 오랜 기구, 제도, 법, 관행의 극복은
민주주의의 정착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23)
한편 앞의 여러 보고서나 지표에서도 강조한 점이지만, 대기업 등 경제 권력의 정치권력의 지배,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선거의 굴절 부패와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제한, 대중의 조직화와 참여의 제한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다. 경제 권력 혹은 그림자 정부의 제도정치 지배는 선진국이나 후발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후발국의 경우,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이 이후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도 훨씬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만들어 낸 점이 크다. 특히 민주화와 자유화는 국가의 개입과 보호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대기업과 시장 논리의 정부, 언론, 사법부 영향력을 더욱 노골화하였고, 노동조합 등
사회조직의 확대 강화와 시민적 연대를 제약한 점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경제 권력의
견제, 통제 여부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방점을 준 가진 기존 민주주의 보고서나
지표는 대체로 경제 권력의 정치권력 지배, 사회경제적 평등의 정도,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작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민주화 이후 재벌의 권력이 정당, 사법부, 검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관료 정당정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료 행정기구나 검찰, 사법부의 힘이 더 비대해졌으며, 이
관료행정기구는 경제 권력에 의해 포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는 국회에서의 입법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국회와 정당의 무능력은 더욱 관료의 힘을 강화하게 되었다. 임기 중반 대통령의

22) 김동춘 외, 앞의 보고서 참조.
23) Kim

Dong Choon. (2013). “The long road toward truth and reconciliation - Unwavering Attempts to Achieve Justice in South
Korea”, Jae-Jung Suh,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Korea, Lond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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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약화되면 개혁은 거의 완전히 실종되는 악순환이 민주의 이후 30여 년 동안 반복되었다.24)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갖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강력한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결국, 민주화 이전의 오랜 개발주의와
국가주의의 유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 여전히 주류로 남아있는 구(舊) 보수 세력의 정지 행태는 반대세력을
적으로 취급하는 식의 ‘전쟁 정치’의 양상을 보여 주었고,25) 노동 등 시민사회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확대, 공고화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나 정치 체제나 사회적 타협체제를 강제할 정도의 힘은 갖지 못한 채 파편화의 양상들
드러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청산, 기본권 실현과 사법 정의라는 구시대의 과제, 경제 권력과 시장주의의 국가포획이라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와 더불어 여성, 소수자 등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참여와 사회적 시민권 확보,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론장 형성이라는 미래 시대의 과제가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떤 민주주의냐? 민주주의의 질은 어떠한가 하는 논의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런 과제를 자기화하여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세계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4.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구성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 속에서 서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구 제3세계) 후발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 시각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지표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혹은 후퇴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고, 각 영역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물론 여기서 거론한 영역 외에도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행정집행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문화 혹은 시민의 정치의식, 사회적 신뢰의 정도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여기서는 포함하지 못했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
혹은 지수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국내의 현실에 맞는 질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해 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 혹은 시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 분석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표에 대한 문제는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발전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를 통해 나타나듯이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평가지표 등을 참조하여 내부 논의를 통해 평가 영역(분야)을
선정하고, 각계 전문가 추천을 진행하여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이후, 선정된 집필진으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3~4개 정도의 주요 지표(관점)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전문가에 대해 현재까지의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분야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간된 보고서로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각각 한국 인권보고서가
있다. 특히 분야별로 집필자들이 다루는 관련 사건의 중요도 혹은 주요 관점에 관한 바이어스는 한계로 인정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해의 한국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균열과 간극의 깊이와 차이를 우리가 지금껏 지켜온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4) 최장집. (2010).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5) 김동춘. (2013). 『전쟁 정치』, 도서출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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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구성

구성

주요 지표 (소항목)
2019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취지 및 목적
2019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총론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지수 한국 지표 소개
(관점1) 진상규명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기구 설립)
(관점2)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재심, 피해 배·보상 소송)
과거 청산
(관점3)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제도화
(관점4) 화해와 역사화 (국가의 사과, 추모·기념사업과 사회적 치유 등)
(관점1) 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패스트트랙 이슈
대의 민주주의

(관점2)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다원성: 준연동형비례제 이슈
(관점3) 정당이 대변하는 계층과 이슈의 양극화: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국 사태
(관점1) 사법 농단: 폭로가 냉소로 이어지기까지

법원

(관점2) 제도 개혁: 법원 자체개혁안의 근원적 한계, 무위의 국회, 정부의 무관심
(관점3) 자기 폐쇄적 사법구조: 권위적 사법, 시민으로부터 독립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관점1) 검찰권력의 기원
검찰

(관점2) 정치권력과 검찰권력과의 관계
(관점3)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관점1)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저항과 응답 : 미투운동,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젠더

(관점2)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관점3)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임금 등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

(관점1) 집단적 노사관계 :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노동

(관점2) 개별적 근로관계 :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점3) 노동시장 정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관점1) 집회·시위와 공론장

참여·숙의
민주주의

(관점2) 시민사회단체의 변화
(관점3) 숙의 민주주의
(관점1)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민주주의

(관점2)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관점3)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언론
민주주의

마무리

(관점1) 언론의 자유
(관점2) 언론의 신뢰도
집필진들이 분석내용에 담고 있는 주요 사건, 정책, 판결, 법률, 행동 등을 기반으로 2019년 한국
민주주의 관련 주요 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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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과거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의 과실을 치유하는 정치적 변동의 시기에 정의를 구현하려는 행동’으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거청산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청산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세 번째로 내세웠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과거청산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의 주요 로드맵은 ‘진상규명’,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제도화’, ‘화해와 역사화’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서 설명한
네가지를 2019년 한국사회 과거청산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의 사회적 참사 분야까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분야와 권위주의 인권침해 분야에서 2019년에 진행되었던 주요 사건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평가 항목
(1) 진상규명 : 진상규명은 과거청산의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요소이다. 이는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립과 활동이라는 과제로 표현된다.
(2)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 국가에 의한 피해자 배·보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파괴하고 비국민으로 내몰았던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겪었던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가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제도화 :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악법을
폐지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관해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화해와

역사화 : 과거청산의 과정이 화해와 역사화로 나아가려면 과거사의 잘못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으로 전파해 사회의 담론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
사과, 추념사업과 기억운동, 치유사업 등으로 표현된다.

17

2019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과거청산

2. 세부평가
1) 진상규명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기구 설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분야 진상규명 현황과 쟁점

●●

한국전쟁 전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은 10월 항쟁,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 군경 토벌작전 사건,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 등을 포함한다.
희생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건 발생 후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에 1950년 이전 출생 인구 중
30% 정도만 현재 생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중 가족이 몰살되거나 후손이 없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 유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라 함)에서는 신청받은 사건을 위주로 조사한 결과 1만6천여
명만 희생자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에 아예 신청하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유족(이하 ‘미신청 유족’이라 함)들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유족회에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4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 외에도 유족회 행사에 참여하는 미신청 유족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나 전국 3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는 회원은 3천~3천5백 명 정도이다. 현재 미신청 유족들은 자신의 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과거청산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분야 진상규명 현황과 쟁점

●●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분야의 경우 진실화해위는 768건을 조사해 238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
결정하지 못한 사건 중에는 2004년까지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의문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도 진실화해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일례로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의 경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전체의 20~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침해 사건을 공안사건, 시국사건을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확장해 국가 주도 근대화 과정에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던 강제노동,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만8천 명의 시민을 수용해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학대한 사건으로 밝혀진 사망자만 513명이나 되는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강제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과거사 기본법 개정을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을 몇 년째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선감학원, 양지마을 등 다른 강제 수용시설 피해에 관해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 서산개척단
등 박정희 정권 시기 자활정착사업장과 국토건설사업단에서 일어난 강제수용,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요구

●●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몇 년째 각종 증언대회, 토론회, 공청회, 기자회견, 시위, 단식농성,
청원,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며
진실화해위 제2기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들어서는 7개의 과거사법을 발의된 바 있으나,
2019년 12월 현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이대로 해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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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을 것이고 이 개정안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개정작업에 따라 제주4.3특별법과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 작업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개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 현황과 쟁점

●●

2019년 10월 31일에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동안
출범이 늦춰졌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사망·실종·암매장 진상,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자 색출, 헬기 동원 사격의 진상 등을 규명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밝힌 5·18 당시 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도
과제로 하고 있다. 당시 조사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5·18 당시 군이 자행한 성폭력은 17건, 성추행·성가혹(고문)
행위는 45건이다. 그러나 조사단 발표 당시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던 피해자들은 후속 조치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돌아오자 더 이상의 노출은 거절하고 있다. 5·18뿐 아니라 과거사 전반에서 피해자
중심 관점과 성(gender)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피해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재심, 피해 배·보상 소송)
과거사 관련 재판 판결 현황

●●

2010년에 해산한 진실화해위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몇 가지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을 통한 일률적인 배·보상을 외면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보상은 개인의 재심
청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 2009년 2월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많은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4.9 통일평화재단의 조사결과,
2017년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희생자 16,572명, 진실규명 불능 희생자 751명 중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한 희생자는 모두 6,591명이고 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5,665명(86%), 기각된 희생자는
모두 926명(14%)이다.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는 79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하거나 재심사유를
확인했는데, 이 중 78개 사건이 재심 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 사건 판결에 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의 영향

●●

그러나 그간 사법부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보상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1년
과거사 재심 무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사건의 지연이자,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닌 재심 무죄 선고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 종결 시점으로 대폭 앞당겨 국가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놓았다. 나아가 2013년
5월부터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처리 방침을 변경했다. 즉, 재판할 때 진실화해위에서 규명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 진실화해위가 직권으로 진실규명 결정한 희생자의 유족이 청구한 소송은 소송청구인이
진실화해위 미신청인이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미군폭격사건의 경우 가해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민법 766조에 의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재판에서의 소멸시효 기간이 통상
3년이던 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6개월로 단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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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외교부와 결탁해 판결을 번복하려고 했으며 위안부 사건은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 수사 후 과거사 사건 판결의 변화

●●

2017년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박근혜 정권 행정부과 재판거래를 하면서, 과거사 사건 재판이 주요 거래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2019년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9년 3월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2017년 1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18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9년 1월에는 기록상 2530명에 달하는 제주 4·3수형인 중 생존자 18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여수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와 포항 환여동 미군폭격 사건 피해자가 몇 년 전 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내었는데, 각각 2019년 2월과 11월에 재심에서 승소했다. 포항
환여동 사건 피해자는 미군폭격 사건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일하게 승소했다.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분야에서는 납북어부 공진호 사건, 삼형제 간접조작 사건, 재일교포 학원 간첩단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재심을 청구해 2019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중에는 진실화해위 미신청 사건이
재심을 청구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 또한,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와 유족 200여 명도 2019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배상 인정을 받았다. 2019년 6월에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사건에는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가 217명,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명, 5·18민주화운동 111명, 부마민주항쟁 9명,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사건 30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 487건 중 294건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률적으로 처리할 전담기구 필요

●●

그러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분야는 미조사 사건이 많고, 제주 4·3사건 역시 피해자 배·보상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 상당수가 아직 재심이나 배·보상 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을 지금처럼 개별 사법부의 판단으로 진행할 경우 판결에 형평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도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에 매달리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전담기구를
마련해 가능한 모든 피해자에게 동등한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정될 법에는 진실화해위 미조사 사건
피해자 구제와 양승태 사법 농단 때문에 기각된 사건의 피해자 구제 문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제도화
가해자 서훈 취소와 정보 공개

●●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청산을 추진하다 보니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다. 과거
진실화해위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등 사법적 처리 권한이 없었다. 특히 권위주의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고문을 직접 자행한 수사관 등 가해 공무원들이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들은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고 상당수가 훈장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들을 처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과거에 사건을 조작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자는 운동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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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18년 7월 간첩 조작 의혹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가 받은 서훈 56점을 ‘거짓 공적’이라는 이유로
취소했다. 2019년 5월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을 조작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 서훈 취소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받아 상훈법상
당연히 취소 대상인데도 행정안전부가 훈장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훈 취소 사실을 발표할 때도 취소 대상자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발표 문서에 고문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사건명을 기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법원은 행정안전부가 고문 수사관 등의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며 공적 사항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밝혀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

2019년 6월에는 재일한국인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10명이 당시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 등 고문 수사관들을
상대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국가가
우선 국민 개개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한 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전원에게 각자 가담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재청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입법미비 상태에서 고문 가해자들에게 죄를 물을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상으로라도 가해 책임을 묻고 고문 가해자가 배상금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령 등 비상사태의 자의적 선포 재발 방지 요구

●●

2016년 겨울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했음이 최근 기무사 문건을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과거
정부는 분단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1948년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도 계엄령을 선포해 민간인을 학살했고,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80년 전두환 정권도
계엄령을 무리하게 선포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국가는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검속, 주거제한, 재산동결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 이러한 위반 조치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 군의 계엄령 준비 의혹 사건을 보면,
지금도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비상사태가 자의적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했다.

보안관찰제도 폐지, 고문방지법 제정

●●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제도와와 보안관찰제도가 시행됐다. 보안감호제도는 군부독재
정권이 사상범을 이중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기가 종료된 사람들을 행정명령에 따라 다시 구금하는 것으로, 구금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결정도 법무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도록 한 인권침해
제도였다.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됐으나 보안관찰법은 별도로 제정됐다.
보안관찰제도는 개인을 보안감호제도처럼 구금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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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숫자는 1,670명, 피보안관찰자 숫자는
42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양승태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 개혁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했다.

4) 화해와 역사화 (국가의 사과, 추모·기념사업과 사회적 치유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

●●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했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올해는 제주 4·3 71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이 제주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무력진압에 대해 사과했다. 군경이 4·3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6월 27일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이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도 처음이다. 6월 25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추모·기념사업과 생존자 지원사업

●●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령 사업과 피해자지원 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 뒤 그간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족회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위령제를 지내고, 학살
장소에 추모비 등 위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고양시 등에서 현재 위령탑과 평화공원을 조성 중이며,
제주에서도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4·3 유적지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산내면 골령골 민간인 학살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 위령 시설을 조성 중이다. 아산에서는
아산유족회가 시의 지원을 받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1리 지역 및 염치읍 대동리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했다. 전북 전주시도 2019년 8월 한국전쟁 때 전주교도소 등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해발굴에
착수했다. 그동안 유해발굴은 진실화해위 해산 후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진주, 대전, 홍성 등에서 4차례 진행되어왔다. 2019년 10월 인천시의회는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시설로 악명을 떨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곳의 관리운영 책임을 맡아
시민사회와 함께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민족민주열사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하 ‘민주유공자법’이라 함)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제출되었으나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70~80살을 넘은 고령의 회원들이 모인
유가협은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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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

●●

이 분야의 활동도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차원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관 및 단체로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사람마음, 와락, 지금여기에, 진실의 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광역시 산하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순수 민간기구들이다. 이
기관·단체들은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뿐 아니라, 사진, 판소리, 노래 등 장르를 활용한 문화 치유, 건강검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는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치유, 공동체적 치유가
절실한 분야이며 과거청산의 다른 분야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치유센터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치유라는 관점에서 치유전략 수립과 치유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시민운동 진영과의 연대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의 국가폭력에 대한 치유 활동이 부재하고, 치유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근거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18년에 진행한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11월에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총평
2019년 3월 제주에서 열린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는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에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과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뒤 2019년 5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5차 자유권 규약 보고전 쟁점 목록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와 가해국의 법적 책임
문제 해결 방안, ② 과거사 관련 기본법 개정과 진실화해위 미조사 피해자 구제 방안,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 방안, ③ 과거사 관련 재판 소멸시효 문제 해결 방안, ④ 형제복지원 등 강제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방안, ⑤ 보안관찰법 폐지 및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 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시 계엄령 선포 기도처럼 자의적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⑦ 사법부의 사법 농단 재발
방지와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파비앙 살비올리의 강연과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원칙과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청산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을 공안사건 혹은 시국사건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강제수용, 강제노동 문제 등 사회 주변부
층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과거청산 의제가 확대되었다. 또, 사회 전반에 성 평등 인식이 고양되면서 5·18 성폭력
문제 등 젠더적 의제도 부각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하여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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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설정
대의 민주주의 대한 평가는 대표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였는지를 의회, 선거, 정당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며 다수의 참여로 대표성을 높일 수 있어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주장과
이상을 약속하고 권력을 획득하여 의회 정치를 통해 실현한다.
이처럼 의회, 선거, 정당은 대표성과 민주성이라는 대의제의 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표성과 민주성은 명확하게 분리된 개념은 아니지만,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대표성 평가 기준에는 다양한 분파의 참여, 과소 대표나 과다 대표의 방지, 사회적 여론과 민심의 반영 등이
포함된다. 민주성은 다양한 갈등 해결에 있어서 논쟁과 타협 등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 다수결이 아닌 다원적
민주주의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 추구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2)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는 2019년 한국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의회, 선거, 정당 분야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의제의 대표성과 민주성 평가 기준이 된 이슈는 의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조국 사태를 둘러싼 정당 갈등이다.

2. 세부평가
1) 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패스트트랙 이슈
의회는 지역, 세대, 인종, 성별, 직업, 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가 모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표출하는 장이다. 이런 갈등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화, 토론, 숙의, 타협 등 소통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거나 대안 모색을 통해 해결된다. 일련의 소통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갈등 해결 과정에서 논쟁과 타협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의회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신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회는 갈등의 현장이며 다소 비효율적인 집단적 결정 과정을 거치지만, 다양한 국민의 대표가 모인
대의기구로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 도출을 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2019년 대한민국 국회는 가장 중요한 대의제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했을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둘러싼 국회 파행

●●

2019년 한 해 동안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거의 상실하여
대의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 발의된 수만 건의 법안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안건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 계류 기간 최장 330일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안건은 세월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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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2016년 12월 23일에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과 2018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유치원 3 법이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파행 일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3월 7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충돌은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020년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4월 22일에 여야 4당이 함께 마련해 온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함으로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러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빅딜 획책’,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은 실제로 몸싸움, 장외투쟁, 황교안 대표의 삭발과 단식 투쟁,
필리버스터 등 일련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점거하며 몸싸움도 일어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4월 29일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이 5월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80여 일 넘게 장기파행을 이어왔다. 이후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단식 투쟁을 하였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11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198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신청했다. 정기국회 종료 시한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필리버스터에 대응해서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한국당에 대해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시를 거부한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 파행의 결과와 대의제에 대한 평가

●●

이처럼 2019년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야 간 갈등의 표출만 있을 뿐,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숙의, 대화, 토론, 타협, 합의, 절충 등 민주적
소통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국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국회는 가장 기본적 임무인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총 2만 3339건 중 6721건만 법률로 반영되었다.
11월 말 기준으로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의 41.8%보다 훨씬 낮은 28.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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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7일까지로, 4월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말에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법안 처리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 또한 국회 파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했다.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에 대한 불만은 6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1만344명이 국민소환제를 요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높다.
한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동물국회의 모습도 재연되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몸싸움을 벌이는 의원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특히 집권당 시절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26)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며,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은 11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소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국회를 논쟁과 타협이 아닌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는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불응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법 위에 군림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상기시켰다. 이들은 스스로를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모든 사람 중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아닌 위임된 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층으로 이해하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쟁점을 둘러싼 극심한 정당 갈등, 국회 파행과 장기간 공전, 극단적 언쟁과 물리적 충돌,
절차적 악용이나 특정 이익만 대변하는 행위 등 2019년 국회의 모습은 대의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는 분파적인 정당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통의, 자발적 합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대표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다양한 대표가 모인 집합체로
본질적으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낮아서 다른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26) 국회선집화법은

국회 내 폭력과 몸싸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조항 일부를 개
선한 국회법으로 2012년 5월 국회에서 합의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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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낮은 것은 문제다.27)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통성도 잃게 된다.

2)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다원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
2019년 패스트트랙 안건 중 가장 첨예한 정당 대립을 불러일으킨 것은 선거법이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지표가 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을 잘 지켜왔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공명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선거관리의 공정성도 확보되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쟁점이다. 선거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 입성하는가를
정하는 규칙으로 근본적으로 민주성과 대표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1인 2 투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원 300명 중 소선거구 단수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소수파에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47명의 비례의원이 선출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제 민주주의 방식이 주를 이룬 것으로 선거가 쉽고 양당제 창출을 통한 정국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 민주주의는 1등만 하면 적은 표로도
당선되는 대표의 정통성 문제와 사표 발생을 우려하여 선호 정당이 아닌 당선 가능한 정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실제 선거에서 받은 유권자의 표보다 의회 내에서 거대정당들이 과다대표되고
소수정당들이 과소대표되는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거대정당의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도 신생 정당들의 급부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감한 정치개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이런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요구와 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분명하게 책임지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투표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표들에게 민주적 통제를 가하고 싶고, 더욱 다양한 세력이 의회
내에서 대표되길 원하고, 유권자의 투표와 의회 구성이 최대한 비슷하기를 바란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와 연립정부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합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정치적으로는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 유리하다 보니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거대정당으로의 입지가 줄어들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격렬하게 저항해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당초
소수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했으나, 민주당과의 타협으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의원 정수 확대 쟁점도 있었으나,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27) 국회는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1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가 충돌한 2014년에 가장 낮은 점수인 2.97점을 받은 바 있다. <리얼미터>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연례조사에서도 2.4%로 조사대상 중 꼴
찌인 경찰 2.2%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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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상표

정당
득표율

지지율대비 최소
의석수 보장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1차 배분
50% 연동

2차 배분
50% 병립

비례대표 의석수

A당

40%

60

100

0

24

24

B당

20%

30

80

0

12

12

C당

20%

30

40

0

12

12

D당

10%

15

10

5

6

11

E당

10%

15

5

10

6

16

225

15

60

75

소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 5>을 통해 설명하면,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A당의 경우, 300 × 0.4% = 120석이 확보되지만, 준연동형은
50%만 보장해주므로 60석이 확보된다. 그런데 A당은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되어 보장받은 최소 의석수인
60석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C와 D당은 정당 득표율
대비 보장받은 최소 의석수 15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지지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남을 확률이 높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비례대표 75석 중 남은 60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를 들면, A당은 60석
중 40%인 24석을, B당은 20%인 12석을 가져간다.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만은 못하지만, 소수정당에 지지율의 절반은 최소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극심한 정당 간 대치상황 속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대만큼 선거의 비례성과 민주적
다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적절한 방안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택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적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혁을 위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협상안이 실제 선거개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당장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협상안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질지 50석으로 줄이는 또 다른 협상안이 만들어질지 모른다. 작은 변화에도
의석수 변동이 생기므로 각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더 충분한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맹렬히 저항하는 한국당을 배제하지 말고 협상 과정으로 끌어들여 최대한 설득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만 따지는 태도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상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연동형비례제는 의석 배분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찬반 입장을 정하기도 어려워서 정치권의 선동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위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국민적 열망이 아래로부터 정치권으로 수용될 때 정당성이 확보되며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갈 길이 멀지만, 정치권에서 민의를 보다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논쟁을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3) 정당이 대변하는 계층과 이슈의 양극화: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선거법 다음으로 정당 간 갈등을 일으킨 쟁점은 사법개혁 이슈였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이기에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오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사법부에 대한 평가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이슈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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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갈등을 중심으로 대의제 기구인 정당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정당은 정치적 의견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자발적 정치조직이다.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획득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정당에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당은 더 많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한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고자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처럼 정당은 대의제에서 국민과 대표자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주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분파적인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정당이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정권획득이 불가능하고 정치 생명도 짧다. 이익집단과는 달리 공적 조직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장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더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열려있고 더
다양한 이슈를 대변하는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정당일수록 오랫동안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적 개혁과제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양극화된 분파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조직으로 비난받아 왔다. 전쟁과 빈곤을 극복한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아 온 한국당은 친일, 반공, 꼰대의 대변자 정당으로, 권위주의 독재를 타도한 민주화 세대의
지지를 받아 온 민주당은 좌파 독재자, 적폐청산 정당으로 비난받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3월부터 시작된 정당
갈등은 일명 ‘조국 사태’로 인해 심화되었다.
8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였다. 내정
직후부터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간신히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조국 장관은 8월 9일에 임명되었지만 두 달 후인 10월 14일에 물러났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보 진영과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으로
갈라졌다. 5월에 패스트트랙 반대 장외투쟁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8월부터 또다시 장외로 나갔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면서 조국
파면을 외쳤다.
각종 불공정 사건과 관련된 조국 사태는 젊은 층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안겨줬다.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조국
수호에는 반대하는 많은 20·30세대는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선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던 국정감사 기간(10월 2주 차)에
큰 폭으로 하락(▽6.8%)했고, 30대에선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4주 차에 최저점(32.6%)을
기록했다.28)
자유한국당도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을 취하면서 보수층 결집 효과를 얻긴 했지만,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렀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해부터 조국 사태 이후까지 다섯 차례 조사한 정당 비호감도에서 자유한국당은
비호감 1위 정당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북한 김정은과 비호감도가 같은 62%였는데,
3040 세대에서는 한국당 비호감도(76%)가 김정은(56%)보다 높았다.29)
두 정당은 촛불 민심과 광화문 민심을 대변하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양극화된 거대정당에
대한 실망은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무당파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0) <그림 2>을 보면, 세대별 정당지지율을 알 수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28) http://news.tf.co.kr/read/ptoday/1770010.htm
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7/2019102701450.html
30) 무당층 비율이 증가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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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는 약간 상이하지만 20대의 무당층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은 차이가 없다. 무당파 비율이 높은
것, 특히 젊은 세대의 무당파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정한 사회, 특권폐지, 주거와 취업안정, 성평등, 동물권, 소수자,
환경 문제 등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정당을 찾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세대별 정당 지지율

한국갤럽 여론조사 (11/26-28, 10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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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평
2019년 대의제에 대한 평가는 1등을 뽑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버려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더 다원적이고 포용적이며 합의적인 민주적 선거제도 확립을 향한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의제의 핵심 기제인 정당과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했으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와 이성적인 타협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지도
못했다. 심각한 정당 갈등과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인해 개혁 쟁점들에 대한 정치권의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사회세력이 개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참여의 장도
제공되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민생이슈가 외면당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시대적 개혁과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당들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고착화 된
정치, 경제, 안보 정책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21세기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시민의 삶을 살피고
대변하는 정당 간 논쟁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정당과 국회가 더 다양한 집단에 열려있고 더 다양한 이슈를 대변하는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평가받길 희망한다.

은 지난 2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84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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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2019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사법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밝혀졌음에도, 왜 사법 농단은 몇
명의 형사재판과 징계로 무마되고, 법원 개혁은 잊혀진 이슈가 되었나?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검찰개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적 특수성, 국회의 기능 정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시기 동안 사법부에서 벌어진(또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조건이나 기제가 사법부의 행위(또는 비행위)를 부추기거나 정당화시키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미치는 권력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왜 ‘사법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민주주의, 권력분립, 권력 책임의 문제는 굴절되거나
소멸해 버리는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다른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었던 군사독재 시절의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은 정의와 민주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의 원칙은 당연히 사법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독립의 이름으로 국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종된다.
한국의 헌법에는 사법‘부’라는 용어가 없다. 그러니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도 헌법에있을리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상 사법부 ‘독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문구는
이것이다. 재판이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독립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순간 사법부라는 정부 조직은 누구로부터도 비판이나 견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변질된다. 국민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 세상과 분리된 자기 폐쇄적 조직으로서의 법원, 이 모든 결과는 여기서 기인한다. 한국에서 법원의
자체 개혁이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그리고 법원 자체 개혁에 맡겨 뒀을 때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법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국회, 판결 비판을 거부하는 논리 모두는
이러한 잘못된 사법부 독립론과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잘못된 사법부 독립론은
역설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2) 평가 항목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몇 년간 폭로된 일들은
그동안 사법부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제도적 개혁도,
자기 폐쇄적 조직 논리의 변화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2019년 한국 민주주의의 법원 영역에서는 (1) 사법
농단: 폭로가 냉소로 이어지기까지 (2) 제도 개혁: 법원 자체개혁안의 근원적 한계, 무위의 국회, 정부의 무관심 (3)
자기 폐쇄적 사법구조: 권위적 사법, 시민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원을 평가해보았다.
각각의 평가항목에서 왜곡된 사법부 독립이 스며든 지점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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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1) 사법 농단: 폭로가 냉소로 이어지기까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밖에 없으므로 징계만으로는 법관의 신분 득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스스로 법관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해야 더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의 신분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견제와 통제 없이 법관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는 취지의 신분 보장 제도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반하여
심판’해도 법관직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제도로 전락하여 버린다. 그 결과는 한번 들어가면 극도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는 법관들, 그 반대급부로 자격 없는 타락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위험에 처한 시민들로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위태화이다. 법관의 신분 보장이 이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바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다. 그러나 말만 무성했지 국회는 탄핵 소추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원 스스로는 자정 노력을 제대로 했나. 그 또한 아니다. 감싸기와 면죄부로,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 대한 냉소만을 강화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양승태 등 몇 명에 대한 형사재판뿐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사법 농단이라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건을 몇 개 죄명의 유무죄 공방이라는 쪼그라든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

탄핵 소추된 법관 0명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의 자체 조사,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폭로된 사법 농단의 일부만 나열하면
이렇다. 비판적 판사에 대한 뒷조사, 블랙리스트 작성, 스파이처럼 헌법재판소 정보 빼내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공작, 기사 대필, 재판 흥정, 그리고 재판 개입. 이 모두를 동료인 법관들이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 있다는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각 법원의 거점 판사들. 이들 모두가 함께했다. 이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직업적 양심 모두를 버렸다. 법관 탄핵이 필요한 전형적 케이스들이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회의’는 1, 2차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탄핵 소추 발의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발표했다. 2018년 말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징계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발표했는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31). 여당인 민주당도 말만
무성했지만 결국 탄핵 소추 발의를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견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의 관료화된 법관들은 국회 출입이 잦았다. 대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으로부터는 어떤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이런 루트를 통해 법원의 고급 정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국회 사무처는 유착을 막기 위해 파견
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문관‘이라고 하는 국회 상주 판사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올해 11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가 있는 결정서가 자문관을 통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원, 특히 법원행정처 관료 판사와 국회의원의 관계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조심했던 관계가
아니라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에 더 가까웠다. 이처럼 사법부 독립을 쉽게 무시했었던 국회가 막상 권력

31) ‘무리한 법관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 2018. 11. 21. 자유한국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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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기능을 작동시켜야 할 시점에는 정색하며 사법부 독립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언어는
국회의 무견제,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이다. 사법부 독립은 때로는 ‘법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하지
말라‘는 조직 보호의 으름장으로, 때로는 법원의 문제를 눈감아주는 논리적 수단이 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헌법과 법률로부터의’ 독립, ‘국민과 사회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반헌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헌법상 이들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가 충분했지만 결국 탄핵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법 농단의 주역들은
개개인별로 계속 호명되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시 법대에 앉아 정의를 논하고 있다.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청구권자인 국민에게는 심각한 모욕이지만, 이런
사안을 추상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오늘 나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그 판사가 사법 농단의 행위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기에 이 보고서에는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회의’의 법관 1차 탄핵소추안 6명
권순일, 김민수, 박상언, 이규진, 이민걸, 정다주
시국 회의 2차 탄핵소추안 10명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
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방창현, 문성호.
탄핵에는 시효가 없다.

법관 징계: 감싸기, 부실, 면죄부, 밀행

●●

법관 징계는 법관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정직, 감봉, 견책만 가능) 나름 법원이 최선을 다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코트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징계처리 절차를 보면서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양승태 코트 시절의 사법 농단은 일부 문제 법관의 문제 행위이므로,
문제의 사람만 바뀌면 법원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댈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김명수 코트의 법관
징계 처리결과는 이게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해 줬다.
법관에 대한 1차 징계청구는 마무리되었는데 대상자 13명 중 8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루어졌고 최대 징계도
정직 6개월에 그쳤다(이규진 정직 6개월, 이민걸 정직 6개월, 방창현 정직 3개월,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감봉
4개월, 시진국 감봉 3개월, 문성호 견책). 5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연학, 노재호 불문, 심준보,
홍승면, 김봉선 무혐의). 감싸기(비위 정도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낮은 경징계)와 면죄부(불문, 무혐의) 징계는
결국 법원이라는 곳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냉소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를 통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후 2차 징계청구를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차 징계가 청구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한 이유,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나버렸는데 시효가 지난 명단, 어떤 조직보다 시효를 꼼꼼히 챙긴다는 법원이 시효를 넘기게
된 이유, 징계 청구된 10명의 명단,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 부실을 사과하지 않고, 밀행적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법원은 다시 사법 신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을 두고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형사재판: 유무죄의 좁은 프레임으로 사법 농단이 축소

●●

사법 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이 2018. 10. 27.에,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가 2019. 1. 24.
구속되었다(양승태는 2019. 7. 22. 보석으로 석방). 현재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이규진, 유해용, 심상철,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이태종, 이민걸, 방창현이 사법 농단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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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등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작업은 필요하다.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일들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의 고통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피고인 측, 검사
측의 공방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 농단 문건을 생산한 적극적 행위자였던 법관들이
양승태 등의 직권 남용 피해자인 것과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버리는 것도 문제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되, 이것이 법관 탄핵을 대체하거나, 피해자들이 사법 농단 법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소진하는 최종적
절차로 기록되지는 않아야 한다.

2) 제도개혁: 법원 자체개혁안의 근원적 한계, 무위의 국회, 정부의 무관심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대법원 산하로 발족시켰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서 그해 12월 국회로 보냈다. 그리고 2019년. 법원 내 자문기구 설치와 같은 일부 변화를 제외하면,
입법적 차원의 개혁은 없었다. 2019. 12. 대법원장은 입법 지체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표시했다. 2018년에
국회로 보낸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에 부쳐졌지만, 성과가 없었음에 대한 유감의 표시다.
국회가 법원의 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법원의 자체개혁안은 법원을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법원의 자체개혁안은 그
내부에서의 권력 분점만을 고민했을 뿐 사법부라는 성채를 국민으로부터 공고히 지키는 틀(‘국민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넘어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양승태 코트 시절, 법원 상층부 관료 조직은 블랙리스트 관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 시도 등으로 비판적
판사들을 순치하려고 했다. 이런 위법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법관의 피라미드 서열구조,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권’이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장 1인 결정 체제를 합의제
의사결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혁안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자체 개혁 구상은 법원 내의 합의제, 법원 내의
권한 분산, ‘법원 가족들’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법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험으로
인식되었고 설령 법관이 아닌 사람, 법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참여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의견 청취 정도까지만 머물러야 하며 사법행정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법행정의 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구상은 애초부터 없었다.
사법행정 또는 법원행정은 재판하고 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작용(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등)을 말하며 재판 그 자체는 아니다. 사법행정에 비법관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설계라는 단언은 헌법에 대한 오독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법행정을 법관만이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판결문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법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느냐이다. 각 재판부 판사의 이름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전까지 알기 어렵게 되어있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앞으로도 법관들이 계속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런 사법행정에서 법관들은 이해관계가 밀착된 당사자성을 강하게 지닌다. 법관의 의견이 충분히 경청
되어야 하지만 법관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대법원장 1인이 사법행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재판 흥정, 재판 개입 사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법행정이 재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부에
배치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 것인지와 관련한 사법행정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관 자치가 강하게 인정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대법원장 1인 제왕적 체제(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으로 표현되고 있다)의 개혁은 사법의 진정한 독립성과 책임성이 모두 구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은 법원 내부에서만의 극히 제한적 민주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법원의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여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 총괄권을 사법행정회의에 부여 △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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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비법관 5명씩 동수로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법원장은 예정에 없었던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하더니 후속추진단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폐기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추진단 안은 대법원장 1인의 사법행정총괄 체제를 사법행정회의라는 합의제 기구로 옮기는 것으로
구상했는데, 바뀐 대법원 안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을 존속시킨 채, 일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만을
사법행정회의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축소해버렸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법관과 비법관을 5:5로 했던 추진단 안은
대법원 안에서는 법관 5:비법관 4:법원사무처장 1(당연직)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시를 따르는 법원 사무처장을 회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한 희한한 구조였다. 이런 구도로는
합의제 기구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 결국 대법원장의 구상을 정당화하는 추인기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에 보낸 설명 자료에는 “사법부 독립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라고 하여, 비법관의 참여는 보장하되 최종적 의사결정은 법관 중심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경계설정을 명확히 했다. 법원의 최종 자체개혁안은 1년 동안 법원에서 꾸려 진행했던 사법발전위의 그나마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고 어디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
입법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 왜곡된 사법부 독립의 오용과 집착은 관념, 해석의 착오만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침식시키는 물질성을 갖는다는 것을 법원 자체개혁안 수립 과정이 잘 보여 주었다. 사법행정 민주화의
하나로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하면서 추천 대상 법관의 자격 요건을 ‘법조경력 22년’이라고 만들어
헌법재판관(법조경력 15년), 대법관(법조경력 20년) 요건보다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여러모로 법원 자체개혁안과 개혁조치들이 잘못 가고 있다.
물론 가정이지만, 법원 자체개혁안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검토와
토론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안에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는 회의를
몇 번 소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국회의 2기 사개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나 사개특위
산하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는 2019. 1. 10.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법관 서열화와 관료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나 이것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법원 개혁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사법부 독립 논리가 정부의
무책임을 정당화시켜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법원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권의 정당성과
신뢰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원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상은 전혀 없이 사법부가
알아서 잘 하라는 메시지만 준 것이었다. 국가 권력이 올바로 서는 데 있어 법원, 국회, 정부는 모두 책임이 있다.
법원 개혁도 마찬가지다.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만 되뇌며 무위를 했던 국회와
정부는 재판 독립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폐쇄적인 법원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와 함께 “사법 농단 사태에 관여
좀 했기로서니”와 같은 법관의 무책임, 무감응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법 농단이라는 사태가 사법 책임의
강화라는 교훈이 아니라 비선출 권력의 타락과 반동을 가속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3) 자기 폐쇄적 사법구조: 권위적 사법, 시민으로부터의 독립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 본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판사 이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서 내 사건의 진행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도(‘나의 사건검색’)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만 나올 뿐 그 재판부의 판사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개별적 사건검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재판부의 판사 구성을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각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별
재판 요일과 법정,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다. 물론 법원에
출석하면 법정 옆에 게시된 안내에 판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법관 배치표, 법원 사무분담표를
찾아서 대조해봐야 하는데 이 자료도 접근이 쉽지 않고 번거로운 작업이다. 왜 법정에서 어차피 공개될 판사 이름을
찾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았는가.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불편하다. 그러나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법관에게 주어진 엄중한 헌법적 역할에 비추어 그 정도는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판사 이름 찾기 어렵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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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별한 헌법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재판 독립과의 연결은 더더욱 어렵다. 법원의 폐쇄성을 보여 주는 21세기
한국 법원의 상징적 모습이다.
법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에 걸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를 통해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한다고 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 404개 문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3심에서는 2심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보비공개 결정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알고 보니, 재판 청탁 사건 연루자로 의혹을 받는 당사자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징계 청구된 법관 10명이 누구인지, 비위 통보된 법관 66명은 누구이고 이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사람은 누구인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어 꼭 알려주어야 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기로 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면서 사법의 시민 책임의 기본 토대는 회피하고 있다. 사법이 제대로 책임을 지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법원은 어떤 면에서 점점 더
자신의 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공간이 안온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기
폐쇄성에 불과할 뿐 사법부 독립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선별적 정보 공개(비공개)는 권위적 사법에서 멀지 않다.
권력으로부터 독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결기 등을 의미하는 소중한 용어인 재판 독립이 엉뚱하게 시민으로부터의
독립과 비판받지 않을 결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더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싸매는 퇴행이다. 사법 무오류성의 오만도 영향을 미친다. 어찌 됐든 사법의 책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3. 총평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2019년까지는 아직 이렇다할 개혁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법 농단의 책임 묻기, 제도 개혁, 이후 법원의 퇴행적 모습들 모두 왜곡된 ‘사법부 독립’의 개념이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사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명분으로, 법원 주도를 놓지 않으려는
명분으로, 정부의 무위를 위안하는 수사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논리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왜곡을 넘어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법원 개혁은 제대로 된 한 걸음을 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법의 독립이 아닌 재판의 독립은 판사가 부당한 정치권력이 아니라 사법 자체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청구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라는 조직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법행정은 재판
그 자체가 아니므로 법관들만이 알아서 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의 모습은 독립이 아니라 퇴행적 폐쇄성일 뿐이다.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을 탄핵 소추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무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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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2019년은 한국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계기가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는 2019년 8월 이후 연말까지 정국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였다. 이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큰 정치적 주목을 받아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전격적으로 개시되고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각종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인사 권한과 국회의 청문 권한에 대한 검찰의 침해
논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누리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및 검찰과 언론의 관계 설정에 대한 시민적
자각과 성토가 속속 결집되었다.
2019년 9월 이후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주말마다 벌어진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한국사회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력의 진원지가 되었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소위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옮겨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선출 권력 가운데 검찰을 대상으로 위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개혁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2) 평가 항목
무엇보다 2019년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또 간략하게
답해 보려고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강력한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왜 검찰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셋째, 대한민국의 검찰을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로 옮겨 놓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가?
이처럼 검찰권력의 근원과 정치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비선출
권력으로서의 검찰이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세부평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2019년 10월 1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대검찰청 협의 및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사항을 제외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의
명칭 폐지와 부서 축소,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의 제정,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실질화,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 정립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내용이다.
①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
②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
③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
④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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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
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
⑥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상기할 때, 이 방안은 비정상을 뒤늦게 정상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결단에 따른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결단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는 미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수십 명의 법률가 가운데 단 한 명도 그와 같은 결단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에게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를 반대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미루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검찰개혁은 2019년 현재 출발점에 섰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검찰권력의 기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떻게 해서 강력한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가 확립된 해방공간의 사정을 간략하게나마 돌아보아야 한다. 해방공간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의 권력 형태는 특이하게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불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권한을 검찰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일제 강점 말기에 진행된 이른바 ‘검찰 주권론’의 발생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군국주의가 대두하기
이전, 식민지 조선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병존을 인정하던 조선 형사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법원은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형사사법의 많은 권한은 경찰에 의해서
행사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천황 주권의 신격화를 추진하면서,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통제 입법과 일본의 고유한 전통에 입각한 배심제도의 중단 및 강제조정제도의 시행 등을 밀어붙였다. 이들의 목표
중 하나는 전시 총동원체제를 뒷받침하는 형사사법 기구를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이미
지나간 이전의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 및 번역 등의 모든 강제처분 권한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명령권 등을 검사에게 집중시키는 조치였다.
이처럼 군과 정보기구를 제외한 형사사법의 전 영역에서 검찰을 최강의 권력 기구로 만드는 방안은 일제 강점
말기에 소위 ‘동일법역화’ 또는 ‘황국신민화’의 슬로건 아래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었다.
식민지 사법체제의 주변부에 머물던 조선인 변호사들은 검찰 주권론으로 귀결되는 이와 같은 변화의 대척점에
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해방공간이 열리고, 미 군정이 식민지 관료집단을 온존시킨 뒤, 좌우와
남북의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장은 정반대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민족변호사이자
미군정 하에서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이인은 강고한 친일경찰조직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앞세워
검찰 주권론을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기본 노선으로 만들었으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 미군정하의 틀이 제정 검찰청법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했다. 정작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자취를 감춘 군국주의자들의 검찰 주권론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이 되었던 셈이다.
해방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검찰은 식민지 사법체제에서 판사와 동등한 신분이었던 검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지금껏 대한민국 검찰 제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는 ‘준사법기관론’은 이와
같은 신분적 관점에서 창안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시민이나 의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는 물론, 행정부 내부에서의 통제도 상당히 자유로운
독자적인 위상을 차지했다. 이는 기소배심이나 검사 공선제를 통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미국식 제도와도 다르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맡기는 대륙식 사법제도와도 다른,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특징이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측면에서는 행정권에 속하고, 신분의 측면에서는 사법권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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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며, 유일한 관료적 통제장치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식민지 사법체제의 말단에 맴돌던 조선인 변호사 집단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검찰 주권론을 내세워 새로운
국가의 행정 권력 중 가장 핵심인 검찰권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제도적인 연원에 관한 것일 뿐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보았듯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검찰의 조직문화에 깃들게 된 원인을 해명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조직된 긴급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긴급정부가 경찰의 독주, 군사쿠데타, 그리고 폭압적인 정보기구를 앞세운 군사정권의 통치로 4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던 막강한 검찰 권한을 그 폭압에 맞서 행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신구속을 전제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온존 시킨 채,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신분적 이익을 누리는것에 집중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조직 내부의 연줄망을 활용하여 특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합법의 은전을 베푸는 ‘전관예우’의 관행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나아가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출범한 시기를 전후해서 검찰의 수뇌부는 긴급정부의 수호와 정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시기 이후 검찰권력은 통치 권력과 지속적인 연계를 두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단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정부를 거치는 동안 다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집권세력의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검찰 출신 법률가
정치인들은 검찰조직 전체의 신분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처럼 ‘전관예우’와 ‘정치 검찰’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권자 시민들로부터 검찰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발생한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그 때문에 긴급정부가 약화되기 시작한 1987년의 민주화 대항쟁
이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

2) 정치권력과 검찰권력과의 관계
그렇다면 모든 정치세력이 앞다투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1987년 6월의 민주화 대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왜 검찰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일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1987년의 민주화를 통해 긴급정부가 조직되기 이전의 권력 구조가 복원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폭압적인 정보기구들이 권력을 잃은
공백을 ‘검찰 주권론’에 입각하여 검찰권력이 메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진행되었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거청산과정에서 검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과거 긴급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군과 정보기관들이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자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원형에 따라 과거청산의 실무책임을 맡는 방식으로 긴급정부를 장악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전두환 소장의 국군 보안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장악하여
형사사법 권력을 틀어쥐었던 것과 정반대의 과정이나 다름없다.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상 정부가 복원되자 검찰은
검찰 주권론에 따라 형사사법 권력을 당연하게 다시 독점했다. 1994~6년은 애당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정당화하던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발견된 이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겠다!’라던 통치 권력의 뜻을 따라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초점은 이 두 경우 모두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독점 권한을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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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제도적 복원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정치권력이 검찰권력 앞에서 쩔쩔매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정치권력은 예컨대 검찰청법의 개정이나 심지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방공간의 소산인 현재의
‘검찰 주권론’을 제도적으로 수정 또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각 정치세력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늘어놓았을 뿐, 실제로는 단 한 걸음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근년에
들어와서는 정치세력들이 검찰권력에 휘둘리는 모습까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검찰통치가 혹시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가 아닌지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1987년 6월 이후 한국사회는 긴급정부의 약화와 함께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신장을 경험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상정부가
긴급정부를 승계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개혁세력은 군사쿠데타의 지도자들을 처벌하고,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긴장 상태를 완화함으로써 긴급정부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결코 정상정부에 의한 긴급정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긴급정부는 생존의 확보와 질서의
유지라는 일차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의 이념이 아무리 강력해지더라도, 생존의 확보와 질서의 유지라는 일차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정부 공고화될 수 없다. 달리 말해, 긴급정부는 정상정부 더 나은 수준으로 생존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승계되는 것이다. 과거청산이나 남북화해만으로는 이 승계를 마무리할 수 없다. 정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생존과 질서의 문제를 정상정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야 한다. 칼 슈미트가 말했듯이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 주권자는 예외상태로의 돌입만이 아니라 예외상태의 해제를 선언할 수도
있다. 전자가 정상정부의 중단과 긴급정부의 구성이라면, 후자는 긴급정부의 해체와 정상 정부에 의한 긴급정부의
승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아직 이 후자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은 이처럼 청산되지도 승계되지도 못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긴급정부의 승계에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은 정치권력의 특성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는 지역주의 정당 또는 그 연합에 의하여 장악되었고, 대통령 단임제의 독특한 정치공학과 연계하여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어김없이 정치적 이합집산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각 정치세력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소ㆍ고발을 통하여 검찰의 형사사법 권력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행태였다. 요컨대, 정치권력
스스로 의도한 정치의 사법화가 검찰통치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세력들이 검찰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원인은 긴급정부의 해체와 정상정부에 의한 긴급정부의 승계라는 역사적 과업을
계속하여 미루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무책임성이라고 말해야 한다.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를 짊어진 검찰권력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기생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검찰통치는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실존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시민사회
전체의 뿌리 깊은 불신에 시달리면서도 정치권력이 떠넘긴 각종 정치적 현안을 형사사법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숙명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보이는 실제의 모습이 검찰 주권론에 기대어 긴급정부를
상속한 집단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색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지나치게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검찰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매정하고, 때로는 너무
거칠고, 도무지 안정된 느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를 이상에서 살펴본 맥락을 전제로 유추할 수 있는 검찰의
조직심리에서 찾아본다면, 죄책감, 신경질, 그리고 피로감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죄책감. 이 죄책감은 최강의 권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실제로는 그 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과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을 통해 신분적 이익에
집단으로 탐닉했던 점까지 추가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법률가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죄책감을 숨겨 가면서 긴급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거듭되는 선거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상정부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자긍심을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은 선출된 권력 집단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긴급정부에 향수를 느끼는 권력기관 및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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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관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경질은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정치권력과 언론을 의식하고, 쓸데없이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한 뒤에 언론과 대중의 비판에 의외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흥미로운 방식으로 긴급정부를 유지해 왔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치 이의방정중부-경대승-이의민-최충헌으로 이어진 고려 무인정권처럼, 검찰 통치가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수뇌부가 책임지고 용퇴하고, 그러면 다시 그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수뇌부가 구성되어 검찰 통치를 이어받는
방식 말이다.
마지막으로 피로감. 이상의 설명은 검찰 통치에 의한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가 심지어 검찰조직
자신에게까지도 그렇게 환영받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실 전쟁의 수행이나 대규모 경제발전과
같은 적극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긴급정부의 유지는 권력 집단에게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남발되고, 언론과 대중의 반응에 따라 검찰 통치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선택과 상관없이 긴급정부를 상속한 검찰조직 내부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을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로 옮겨 놓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왔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 재정신청확대, 특별검사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검경수사권 재조정, 자치경찰제, 공판중심주의, 검찰 인사 및 감찰제도 개혁 등은 이 과정에서 등장한 개혁안들이다.
여기에 검찰인사회제도나 기소배심제도 그리고 유죄답변협상제도 등까지 추가되면 중구난방이기는 하지만,
고려할만한 개혁 대안들은 거의 모두 등장한 셈이 된다. 그러나 개혁논의의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은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반성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검찰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하나는 검찰에
대한 유일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추어 경찰에게 상당히 폭넓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조직 자체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들은 아직 제도개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2월 6일 현재 이 두 과제는 국회 입법 절차상의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서 언제든 국회의장이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 검찰의 강력한 저항과 보수
야당의 전면적인 지원에 봉착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던 판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를 전담하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뺀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공수처 구성원들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의 반부패수사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검찰에게 맡기기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것도 매우 뒤늦은 정상화로 불러야
할 여러 의제가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사실 개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다. 수사권의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나,
치안 유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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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의제는 일단 정상화의 방향을 굳건하게 잡고, 난마와 같은 관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적어도 20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친다고 생각하면서,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3. 총평
한국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해방공간에서 일제의 잘못된 제도적 유산을 우리 초기
사법 지도자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친일 경찰이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부여했다. 과거 임시로 검찰에 부여했던 권력을 민주화
과정에서 되찾아 검찰·경찰에 적절한 권력을 주고, 통제기구도 적절히 만들어 재구성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2019년 비선출 권력으로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해였다.
그렇다면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각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서술함으로서 총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점을 고민하면 할수록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의 조직과정에 주권자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4년
임기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손보기만 하면, 당장 2022년의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을 중앙의 정치권력이 합의에 의하여 구성하는 대검-고검과 공수처,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지검들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대검-고검과 공수처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통하여, 각
지검은 각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검-고검과 공수처가,
또한 각 지역의 지검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개혁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반
시민들의 차원에서까지 검찰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넘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까지 검찰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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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여성·젠더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는 보통 유엔개발계획(UNDP)의 다음 지표를
참고한다. UNDP에서는 젠더 관련 지표로 그동안 교육수준 등을 중시하는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국회의원 수, 전문직 여성비율, 남녀소득격차 등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모성사망비율 등 생식건강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비율 중시 정도,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중시하는 GII(Gender Inequality Index) 등을 사용해왔다.32)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65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와 66번째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국정에서의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성평등 지수를 (1) 일자리에서의 성 격차 개선, (2)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 (3)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개선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점검하고 있다.33).
그러나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 살인사건 이후, 한국의 여성들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일과
가정에서의 격차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지표로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기존
지표상 교육, 건강, 정치, 노동, 가족 영역에서의 성차별이 분리되어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연속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제·국내 성평등 지표를 통한 전통적
평가항목을 고려하면서, 여성 대중들로부터 올라온 요구를 “살아남을 권리(The Right to survive)”로 명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한 후 각각의 영역에서 올라온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평가 항목
“살아남을 권리”는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생존할 권리,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비롯하여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 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및 젠더기반폭력 문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노동환경에 대한 현안들을 반영하여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다.
(1)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 (2) 신체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임신중단권과 같은 성별화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3)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임금 등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범주는 기존의 교육, 건강, 정치,
노동, 가족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 연결성과 복합성을 고려하는 범주이다. 나아가 이 각각의
영역에서 포괄성, 실질성,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에 대해,
각 항목의 현주소, 현안 및 요구,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김경희. (2018). “성(불)평등의 측정가능성과 한계: 젠더 지수(index)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4(4), pp.35~68.
33) 주재선. (2017).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지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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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1)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저항과 응답 : 미투운동,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현주소 : 미투운동의 승리, 안태근, 안희정, 이윤택 유죄판결과 스쿨미투

●●

2018년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우선 미투운동의 참여자들이 고발한 용의자들이 20129년 법정에서 속속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여성 시민들과 여성 변호사들, 그리고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낸 중요한
성취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무 비서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의 죄를 지은 안희정 전 지사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자신의 행동은 연극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해온 이윤택
연출가 역시 피감독자 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시인 고은의 경우에는 시인 최영미 씨가 시를 통해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음을 고발하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역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처럼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법원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기쁨을 누렸다. 미투운동의 참여자들과 지지자들은 가해자
처벌, 성평등 교육 시행, 제도개선,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응답했을까.
2019년에도 미투는 계속되었다.
2019년의 미투는 여성 스포츠 선수의 용기로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계에 이어 체육계의 미투가 이어진 것은
누가 미투를 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역순으로 보여 준다. 가장 지속적이고도 집단적으로 미투 이후를 이어나가고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전국적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났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는 학교 밖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던 학생들은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회에 참석했고,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요청하는 쟁점 질의 목록에 “스쿨미투 고발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려달라”34)고
명시했고 2019년 9월 27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2) 난민, 이주, 성소수자 등 모든 아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3)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 등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35). 이렇듯 한국의 여성과 청소년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안 및 요구 : 성폭력처벌법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 양형기준 요구

●●

젠더기반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정 요청 및 권고를 받은 것은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바뀌어야 한다36)고 제안한 바 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자유로운 동의 의사를 억압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법정의
쟁점이 된다. 하지만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면 가해자의 확인 여부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인지 등으로 쟁점이 변화된다.
성적 촬영물의 촬영과 동의 없는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4) “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 - 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 양지혜 기자, 일다, 2019,3,29
35)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 아동
관련 예산 증액, 교육 경쟁 완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
ID=04&MENU_ID=0403&CONT_SEQ=351080 (2019/10/4)
36) 최은순.

(2018).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총괄 분석 및 평가”, <CEDAW 제8차 한국정부심의대응 NGO 활
동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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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2차 유포자가 해당 영상물을 이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2018년에 연인원 10만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불법촬영 및 유포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했고, 민간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37). 그 결과 제14조가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비동의 촬영뿐만 아니라 비동의 유포도 역시 처벌이 가능해졌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제조항도 징역 7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신설되었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는 2017년 전까지
대부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가, 2017년부터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벌금형을
내리는 이유는 재판부가 촬영과 유포 행위가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한 번 노출 되고
나면 인터넷의 특성상 ‘불가역적’으로 반복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불법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42.3%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재범률이 높고, 유포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38). 또한, 상습성이 발현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양형에 있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은 과제들 : 권력유착형 성산업과 버닝썬 게이트로 드러난 강간 문화

●●

버닝썬 게이트는 2019년 가장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한국사회에 등장하였다. 버닝썬 게이트는 하루 매출 2억에
달하는 거대한 수익을 내는 클럽, 유흥, 연예 산업 연루자들이 자신의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후발 강간 참여자들을 모집한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클럽의 흥행을 미끼로 여러 글로벌 투자자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사 무마를 지시한 불법 투자 유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부 남성 한류스타들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성매매, 불법 촬영, 약물 강간, 단톡방
성희롱,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또한,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피해자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미투의 연속선에서 사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핵심 인물들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줄줄이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저 이들과 개별적 친분을 맺고 있는 이들이 강간에 참여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이다. 물론 유명 남성 연예인에 대해 중형 선고는 강간,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문제를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인식 변화를 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폭력을 내버려 두고, 나아가
권장한 엔터 산업 및 유흥 산업의 여성 착취적 요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기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정을 담보해온 질서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물, 강간, 성매매등 개별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의
성차별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개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는 올해 수면 위로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39).

37)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
구소, 이화젠더법학, 제9권(3호), pp.59~95,
38) 윤덕경·김정혜·천재명·김영미·유경희. (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9)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87회 <집중탐사! 버닝썬 폭행 사건의 진실> (2019.3.7.), 189회 <강남 밤의 제국, 탄생의 전말>(2019.3.21.),
191회 <김학의 진실게임 전말!>(2019, 4.4), 193회 <황금폰 단톡 성폭력 전말>(2019.4.18.), 195회 <스타게이트 ‘악의 고리’>(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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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현주소 :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

2019년 4월 11일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임신중단의 권리가 66년 만에 임신한
당사자인 여성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66년 동안 한국의 여성들은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았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주도했던 196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인공임신중절은
국가가 장려하는 일이었다. 이후 2000년 이후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인공임신중절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2012년 헌법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40) 모자보건법 14조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외에는 임신중단이 불가능해졌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 동안 여성들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 건강상의 위험에 처하고,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조항인 성범죄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피해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상 임신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2017년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죄를 이유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의 의견으로 형법 269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41).

현안 및 요구 :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

●●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는 임신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1년 7개월에 걸친 입법 공백 동안, 임신 주차문제부터 의사의 시술 거부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4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단지 낙태를 할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더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우생학적
사유’라는 장애인/인종차별적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임신중지 이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
임신중지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접근권 등이 필요하다. 포괄적 성교육의 실시, 임신과 출산에 의료접근권의
보장, 양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정책, 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권 확대와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의 도입43) 여부 등에 따라 낙태죄가 진짜
역사의 배경으로 사라졌는지를 가리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다. 더욱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이 정부의 공(功 )이지만, 폐지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커녕 입법 공백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過)로 지적할 부분이다.

남은 과제들 : 가족 다양성의 시대, 가족을 구성할 권리

●●

가족 구성권과 재생산권 차원으로 초점을 넓혀보면 국제결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동남아 신부를 ‘사 오는’ 매매혼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서도 감금,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에서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고
단속한 결과 국제결혼 총 건수가 2010년 34,235건에서 2018년 22,698건으로 30% 이상 줄어들었고, 나이
차이도 10세 이상에서 7.4세 이하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태국 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을 비디오로 찍은 이후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피해를 본 결혼이주여성의 신고를 위해 13개국 다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지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40) 2010헌바402 참조
41) 2017헌바127 참조
4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05
43) 윤정원. (2013).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낙태, 사후피임약을 중심으로”, 월간 복지동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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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온라인 광고 등도 제한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44).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다양성
토론회에서 토론자에게 ‘동성혼’은 언급하지 말라며 사전검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성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45) 가족 다양성 시대를 맞이하여 동성결혼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결합 등을 제도화하는 것과 함께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슈인데도 토론조차 사전에 막은 것은 지나친 검열이 아닐 수 없다.

3)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임금 등 노동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
현주소 : 성별임금격차, 성차별적 고용형태, 여성들 간의 양극화

●●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9.3%에서 2018년 52.9%로 10년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천284만4천 명으로, 이 중 1천100만8천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만, 30세 이상부터 남성 93%대
여성 63%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30대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임금노동 시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차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은 성평등한 육아 참여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더해서, 질 좋은 일자리 확보와 동등 임금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임금 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면, 일을 그만두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66.6% 수준이다. 여성 중 전문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2008년 기준
197만 명에서 2018년 270명으로 전체 여성 노동자 중 23.6%를 차지했다. 한편 임시직 25.5% 및 일용직 4.5%,
무급가족 종사자 8.4%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 역시 적지 않아 여성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6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

여자
남자

월급여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422

1,477

1,548

1,654

1,705

1,742

1,781

1,869

1,946

2,087

남성대비비율

62.3

62.6

63.3

64.4

64

63.1

62.8

64

64.7

66.6

월급여액

2,284

2,361

2,444

2,569

2,664

2,761

2,837

2,918

3,010

3,135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표 7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임금근로자

28.8

27.1

26.5

26

25.3

24.6

23.6

22.8

22.8

22.6

자영업주

16.9

16.2

15.7

15.5

15.2

14.8

14.5

14.1

14.4

14.2

무급가족종사자

11.9

10.9

10.8

10.5

10.1

9.8

9.1

8.7

8.4

8.4

임금근로자

71.2

72.9

73.5

74

74.7

75.4

76.4

77.2

77.2

77.4

상용

31.3

34.5

37

38.7

40.6

42

43.1

44.6

45.7

47.4

임시

30.6

30

28.7

28.3

27.5

27.4

27.6

27.5

26.4

25.5

일용

9.3

8.4

7.9

7

6.5

6

5.8

5.1

5

4.5

4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2/98494765/1
45)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30848177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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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및 요구 : 톨게이트 노동자 사례와 가사노동자 노동권 이슈

●●

국가 위기의 시대에,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시대에 여성 노동은 또 희생양이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2019년에 연달아 일어났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해왔다고 보고 직고용하라고 판결한다. 수납 및 관련 사무원들의 투쟁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업종분류로 수납 및 관련 사무원들은 정리해고법의 대상이
되어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2007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 가능직종으로 분류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구제금융위기와 노동법 개악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되었고
이 점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비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자회사 고용 등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유사소송 역시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미 동일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낭비할
뿐인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핵심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는 기술변화 등을 이유로 또다시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외면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정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 주부를 운영하는 업체가 가사노동자를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단서조항,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해 지금껏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가사노동자법은
18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매번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예외조항이 발동되어 사실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길은
더 멀어진 것이다.

남은 과제들: 게임업계 내 성차별 관행 문제는 여성 혐오와 성차별 문화에 대한 법적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

●●

게임업계는 노골적인 성차별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모바일 게임회사의 일러스트
작가가 페미니즘 사상검열로 사실상 퇴출통지를 받은 것이다. 이는 2016년 넥슨에서 “소녀에게 왕자는 필요
없다”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우가 퇴출당한 이후부터 게임업계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게임업계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페미니즘 혹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관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46). 이 문제는 단순히 또 하나의
성차별 사례가 더해진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미국의 게임회사 라이엇에서는
여성을 비웃고 차별하는 문화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집단소송을 건 결과 2019년 12월 전·현직 여성 직원
1000명에게 1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47). 국내 게임업계의 태도는 성차별도 여성 혐오도
게임업계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성
혐오와 성차별 문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3. 총평
본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살해사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혐오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직접 그에

46) “돈만 벌 수 있다면 차별도 괜찮다? 게임업계에 드리운 암운”, 2019.12.7. 한겨레
47) “유명 게임 ‘LoL’ 제작사, 성차별 소송 118억원에 합의, 브로문화 만연 게임업계 경종”, 2019, 12.3.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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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맞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 집단의 목소리가 등장했다고 보고, 그 목소리를 최대한 형식에 맞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중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 혐오문화는 현실의 여성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졌고, 성차별과
성폭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으며, 권력형 성상납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가 검찰과 경찰의 얼굴로, 고위 정치인의 이름 아래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지배 시대에 여성들은 피사체로 대상화되거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손쉽게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전문직과 장시간 저임금 임시직 사이의 격차가 커졌고,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유포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급가사노동의 규모가 연간 1조원 규모여도, 단순반복노동
응대 서비스 노동 자체를 사회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섹슈얼리티를 향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을 다시 운명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생존할 권리를 외치며, 기존의 지배질서가 강요한 성 역할 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각각의 세부영역에서 제기된 요구들은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성취된 것도 있고, 그러한 각 사안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리고 다른 소수자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은 2007년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다가 철회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며 차별의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고리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을
방관하고 용인해온 각종 제도와 관행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만들어내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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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의 설정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노동관계는 정치를 매개로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적 노동질서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오랜 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노동관계, 더욱 정확히는 집권세력이 형성해온 법에 따라 규율되는 노동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정부의 정책들과 그 방향성은 노동의 민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평가는, 제도의 취지가 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한 것인지, 보편적인 인권과
권리를 얼마나 잘 보장했는지, 정책형성 과정에서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국가노동정책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평가를 제도의 목적(사상적 기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2) 평가 항목의 내용
좁은 의미의 노동관계는 크게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노동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구분된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이러한 노동법의 영역은 점차 확대됐으며,
단순히 집단법과 개별법을 넘어 노동시장의 규율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노동법은 ‘보호’의 원리에
입각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제와 ‘자치’를 그 기본적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을 포괄하면서,
노동시장에 관한 합리적 ‘조정’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의 핵심 쟁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정책들은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 환경 등에 관한 변화로 대변되는데, 그 가운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상한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세부항목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2. 세부평가
1) 집단적 노사관계 :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2017년 대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권 보장 차원의 큰 틀에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정권이 시작되면서 제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63-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ILO 핵심협약의 공식명칭은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이다. 핵심협약은 1998년에 ILO가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서 제시한 4가지 원칙, 즉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평등과 관련되는 8개 협약을 말한다. ILO가 핵심협약을 회원국이 비준해야
할 기본협약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 협약의 내용이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총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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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설치 후 25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사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2019년 4월 15일 공익위원 안
마련과 동시에 논의를 종료하였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ILO 기본협약 비준은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입법 예고를 하였고,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법안은 총 3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조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 중
핵심법안인 노조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②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 ③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로 재배치, ④ 개별 교섭 시 모든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⑤ 단결권 등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⑥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 등이다.
정부 법안에 대하여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익위원안에 포함된 특수고용노동자 단결권 보장 방안,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대신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내 노사관계 문화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만 강화한 채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을 담지 않아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진행되어 온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살펴보면, 노사관계의 숙원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이후,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경사노위를 통하여 노사 현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정책 결정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안의 내용은 국제적 인권인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법안의 내용 및 제출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성이 강했다는 점 역시 노동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 가능한 지점이다.

2) 개별적 근로관계 :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재인 정부의 개별적 근로관계 정책의 핵심은 전통적인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개혁, 즉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한 인간다운 근로 환경 조성이 추진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 정책의 기조는 ‘속도 조절’이다. 2019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보다 2.87% 상승한 것으로, 2017년 16.4%(2018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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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9%(2019년 적용)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수준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 금융위기 시기인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2017년 결정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은 이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던 7월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경제·고용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목적과
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들이기 때문이다.48) 이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결정구조 개편 논의와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노사공 동수 방식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 동수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안을 고려한 것이다.49) 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 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사회에 큰 관심 대상 중의 하나였으며, 그 논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대화와 입법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 있는 삶’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의 정상화’를 위해 도모해야 하는 하나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2018년 3월 20일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은 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하게 하고, ② 가산임금 중복할증률을 입법화하여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③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고, ④ 공휴일을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기존에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표 8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시기

법개정 내용

’18

’19

’20

’21

’22

공공부문/300인 이상 사업장
(특례업종제외 21개업종)
주52시간
상한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허용
(2021.7~2012.12)

(5-30인 미만)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휴일
연소자

특례업종축소 (26개→5개)

7월부터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보장

9월부터

300인 이상

1월부터

30-300인 미만

1월부터

5-30인 미만

1월부터

기준근로시간 주 40→35시간

7월부터

연장근로시간 주 6→5시간

7월부터

48)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9)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
동부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개편안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 각 7명씩으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의 이
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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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2년 차인 2019년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업들(2020년 7월 1일)과 중소기업(2020년
1월 1일)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법의 유예와 예외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입법안(한정애 의원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인데, 2019년 12월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앞두고, 탄력 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의 재난 수습 등에
활용됐던 ‘인가 연장근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로 ‘현장 안착
방안’ 내지 ‘보완 방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 9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유형

유형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1·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논의됐던, 근로시간 단축법을 시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단속 유예조치 등을 통한 감독 집행을 미루고,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조치의
개선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하여 노동계는 반개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의 민주주의란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의 정책에서 근로시간 규율의 예외 조치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서 ‘근로자대표’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시간 산정기준의 변경, 휴식시간의 변경, 근로시간 인정기준의 수립 등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담보 방안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체결할 수 있는 유효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근로시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점
역시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 관행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창된 바 있다. 공공부문의 갑질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것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큰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을 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 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행위자의 징계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직 구성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반대로 법의 취지에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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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겪고 있고 평가된다.

3) 노동시장 정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 정책 핵심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중 90.1%인 18만 5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 가운데 84.9%인 15만 7천 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다.50) 2019년에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규모로 보면 그만큼의 비정규직을 줄였으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 전환 이후 처우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장 큰 반발은 자회사 고용이라는 전환방식에 관한 것인데, 전환된 노동자의 19.0%(3만여 명)가 해당 기관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되었다(아래 표 참조).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거의 100% 직접
고용하였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 고용비율은 58.9%이고, 41.0%가 자회사로의 전환이었다. 또한, 전환된
이후에도 임금체계와 수준, 인사관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표 10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

전환완료 인원

대상
기관

전환결정
인원

853

184,726

156,821

(84.9)

126,478

( 80.7)

29,914

(19.0)

429

(0.3)

중앙부처

49

23,099

21,687

(93.9)

21,678

(100.0)

0

( 0.0)

9

(0.0)

자치단체

245

23,686

21,778

(91.9)

21,778

(100.0)

0

( 0.0)

0

(0.0)

합계

합계

직접채용

자회사전환

제3섹터*

공공기관

334

95,760

71,549

(74.7)

42,130

( 58.9)

29,333

(41.0)

86

(0.1)

지방공기업

149

5,589

5,517

(98.7)

4,936

( 89.5)

581

(10.5)

0

(0.0)

교육기관

76

36,592

36,290

(99.2)

35,956

( 99.1)

0

( 0.0)

334

(0.9)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 : * 제3섹터 방식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고용된 경우.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애초 정부의 로드맵과는 달리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공약에서 밝힌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적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고용구조의
개선이었다.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에 관한 원청기업의 책임
명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법안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이외의
고용구조 개선 정책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1)

5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7. 23),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18만 5천 명, 90.1%(1단계) 달성」.
5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서 “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
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②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
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③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
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④ (임금격차 해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
차 해소 추진, ⑤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
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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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올 한 해의 중점적인 정책적 추진 과제는 고용 안전망 확충 정책이다. 2월
19일 정부는 [포용 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하여 고용 안전망 확충 과제로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 안전망 확충,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 지원, ③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실업부조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취업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써, 국정 운영 4개년 계획에서 2020년 실업부조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올 3월 경사노위의
제도도입촉구 합의문을 시초로 6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그리고 10월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업부조는 노동시장의 소외 계층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진입 사다리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에 관한 여야의 대립과 예산의 적정성(2020년 35만명 기준 :
5,040억 원)로 인하여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3. 총평
집권의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애초 제시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기조하에서 제시된 공약 추진들은 아직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 2019년 한
해의 노동정책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정체 상태’에 놓인 모양새이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노동정책의 기조와는 별개로, 노동부문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근로시간 정책,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등 노동정책의 방향에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정책의 추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부
주도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노사정 합의의 방식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책 결정의 민주주의 구조를 구축하는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도입과 근로시간 관리에 관한 인식의 확산 등은 향후 사업장 단위의 민주주의 구축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명하복 구조의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서, 명확한 업무지시에 근거한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은 노사 공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 문제가 사업장의 이해 대변 구조 개선과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역시 오랜 독재 속에서 노동과 자본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오지
못했던 정치의 문제가 노동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노동정책이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노사의 이익 조정은 노동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다. 다양한
노동 관련 입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경사노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노동입법에 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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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숙의 민주주의

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현대 민주주의는 정부, 정당, 선거정치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정부-시민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서다. 둘째는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다. 셋째는 정부와 다양한 시민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구를 통해서다.
이 각각의 차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질문과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과 요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둘째, 시민들이 공공선을 지향하거나 그것에 기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적 삶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가? 셋째, 정부와 다양한 사회계층의 숙의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가?

2) 평가 항목
이상의 이론적 관점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항목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첫째, 집회시위에 의한 집단의사 표현에 관하여, (1) 집회시위의 빈도와 그중 폭력시위의 빈도의 연도별 추이,
(2) 집회시위에 대한 미디어 공론장의 관심의 추이, (3) 집단행동의 이데올로기와 행동양식의 민주성과 합헌성을
보았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1) 전국과 지역 수준에서 비영리단체 수의 추이, (2) 연령, 직업, 소득, 성별 등
여러 기준에서 단체 참여의 평등성, (3)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참여 정도의 수준을 보았다.
셋째,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에 관하여, (1) 전국과 지역 수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확산 추이,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현황과 조직 구성, 2019년에 활동을 본격화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서술했다.

2. 세부평가
1) 참여 민주주의 - 집회·시위와 공론장
대규모 집회·시위 지속

●●

2000년대 들어 십여 년간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연도별 총횟수는 큰 변동 없이 완만한 등락을 계속해왔고 그런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의 건수가 꾸준히 감소해온 일관된 경향성이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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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집회·시위 횟수와 불법·폭력 시위 건수의 2006~2018년 연도별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집회·시위 횟수 10,369 11,904 13,406 14,384 8,811
불법·폭력 시위

62

64

89

45

33

7,762

8,328

45

51

9,738 10,504 11,311 11,061 10,438
45

35

30

28

12

9,627
12

자료: 경찰청 통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그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대치했었다면, 2019년에는 9월과 10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났고 양측 참여 시민의 여론이 격렬히 대립했지만 대체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틀 내에서 갈등이 전개되었다.
집회·시위의 연도별 총횟수는 큰 폭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행동수단에 의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2천 년대 내내 공론장에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끌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개 중앙일간지와 경제신문에 보도된 집회·시위 관련 기사의 연도별 총 건수는
2008년의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협정 반대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하여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림 3 집회·시위 언론보도의 연도별 건수, 2000~2019

‘광화문 집회’ 대 ‘서초동 집회’

●●

2019년의 최대 규모 집회·시위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 속에 일어났다. 9월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서
이후 몇 주에 걸쳐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공방이 계속됐다.
참여자 규모는 양쪽 모두 최소 수십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집계는 없다. 주최 측은 처음에 참여자
수를 수백만으로 발표했지만, 세(勢) 대결 양상을 띠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언론도 참여자 수를 보도하지
않기 시작했다. 대규모 참여자 수의 과시는 집회·시위의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집회·시위의 위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질과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격렬한 대립은 시민들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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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에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 참여자 집단의 뚜렷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적대적인 두 거대세력으로 균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집단의 극단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대체로 평화적, 합법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극기 집회’와 극우단체 성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에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2017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로 개칭하면서 장기행동에 돌입하여, 2019년도까지 주말 집회를
계속하면서 집권세력을 비판하고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이 집회의 다수 참여자는 극단주의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고령층
시민들이며, 대체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고 중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정당한 정치적 반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참여 단체와 지도자들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우익 극단주의적 구호와
선동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질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집회에는 우리공화당(구(舊)
대한애국당)과 같은 급진 우익 정당과 다양한 강경보수·우익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참여 민주주의 - 시민사회단체의 변화
비영리단체의 전반적 추이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수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중앙과 지역 수준의 비영리단체 수를 비교해보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수는 지난 몇 년간 아주 완만히 증가한 데 반해서 시·도 단위의 등록단체 수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추이, 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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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호회, 동창회·향우회 등을 제외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 유형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19.9%)와
지역사회 공공모임(11.2%)이며, 그에 반해 노동조합(5.3%), 사회적 경제 조직(2.9%), 시민단체(2.2%)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시민은 대단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인 10.7%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는 노조조직률 통계가 임금 근로자 중 공무원·교원을 제외한
조직대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처럼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선을
목표로 하는 단체의 참여 시민이 극도로 적은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12 2018년도 시민들의 단체 활동 정도
[단위 : %]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노동조합, 사업자단체,
직업조합

90.8

3.9

3.5

1.3

0.5

종교단체

73.2

6.9

5.5

8.7

5.7

시민단체

95.6

2.2

1.1

0.6

0.5

지역사회 공공모임

83.3

5.5

5.0

4.8

1.4

자원봉사·기부 단체

85.3

6.1

2.9

4.0

1.7

사회적 경제 조직

95.2

1.9

1.2

1.1

0.6

한편 통계청이 단체 참여 현황을 단체유형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에 13세 이상 시민 3명 중
2명은 친목·사교 단체와 스포츠·취미·여가 단체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든 다른 시민과 함께 하는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여성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남성은 스포츠·취미·
여가활동 단체와 이익단체에 더욱 많이 참가했다. 나이별로는 40~50대가 전반적으로 가장 활발했고, 그중
시민사회단체에는 10~20대와 40~50대가, 지역사회 모임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직업적으로는 전문관리직이 친목 단체와 지역사회 모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단체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소득 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 거시적 중요성이 있는 단체 유형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시민사회 참여의 면에서 직업과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그러한 참여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과 노동계층의 정치·사회단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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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9년 시민들의 단체 참여
[단위 : %]

참여자
전체
성별

연령

직업

가구
소득

친목 및
종교단체
사교단체

스포츠,
시민사회
지역사회
취미,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단체
모임
여가

계

66.1

77.4

28.7

47.3

12.6

7.6

4.3

1.7

11.5

남자

67.1

79.1

23.1

53.2

11.8

8.5

5.8

2.4

11.3

여자

65.1

75.6

34.4

41.5

13.3

6.7

2.7

1.0

11.8

13~19세

48.9

45.3

23.5

63.1

35.1

12.3

0.6

0.2

0.7

20~29세

60.8

73.1

21.2

55.7

10.6

14.3

3.0

0.7

1.7

30~39세

67.0

80.2

21.6

52.7

7.5

9.4

5.3

1.4

6.4

40~49세

71.0

79.5

25.5

52.2

13.5

7.5

7.1

2.3

11.2

50~59세

74.8

84.6

30.1

45.5

13.7

6.1

5.4

2.9

16.2

60세 이상

63.7

77.2

40.4

32.8

9.9

3.0

1.7

1.2

19.3

65세 이상

58.7

72.7

43.0

29.6

8.4

2.3

1.4

0.9

20.4

전문관리

80.6

80.2

29.0

56.0

13.0

19.2

8.5

2.8

7.8

사 무

77.7

82.8

26.4

55.9

12.6

7.6

6.6

2.4

8.5

서비스판매

68.8

81.4

27.0

45.5

11.7

4.8

3.0

1.9

11.1

농어업

77.6

82.8

24.4

24.8

12.2

2.5

2.5

2.0

43.5

기능노무

63.8

82.1

22.2

43.1

8.8

2.0

6.8

1.8

12.2

100만원 미만

48.1

62.0

40.1

29.7

9.3

6.1

1.1

0.9

16.2

100~200만원 미만

60.3

74.8

32.8

37.0

10.4

4.7

1.7

1.0

13.3

200~300만원 미만

64.6

78.5

26.7

44.9

11.1

5.0

3.3

1.5

11.3

300~400만원 미만

68.4

80.8

24.8

46.8

12.6

5.3

3.6

1.9

11.1

400~500만원 미만

71.5

79.7

28.3

51.4

12.9

7.3

5.4

1.9

10.9

500~600만원 미만

72.3

79.3

28.5

55.0

14.0

8.9

5.9

1.7

10.7

600만원 이상

75.9

78.8

26.5

59.0

16.1

15.1

7.4

2.5

9.5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평가

●●

「국제 민주주의 선거 지원 연구소(IDEA)」가 전 세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매년 발간하는 『세계 민주주의
현황 지수(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의 ‘시민 참여(participatory engagement)’ 부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참여(Civil Society Participation) 지수는 2016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키르기스탄에 이어 64위에
머물렀던 데 반해, 2017년에 24위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총 162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프랑스에 이어
25위로 평가되었다.
2018~2019년도 한국 시민들의 시민사회참여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회원국
평균보다 몇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상의 시민사회참여 지수는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독립적 공론 존재,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정도 등에 관한 전문가 조사에 기초하여 측정된다.

3)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

●●

숙의민주주의 기구의 하나인 공론화위원회가 전국과 지역 수준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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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이어서 2019년 5월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으로 출범하여 활동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지역 수준의 다양한 공론화위원회들이 활동을 본격화하거나 새로이 출범했다. 창원시,
인천시 등에서 지자체 공론화위원회가 상시 가동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쟁점별로 제주영리병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 잠재력이 큰 쟁점들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협소한 이익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선을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인적 구성, 결정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정치적 대표성,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들과 관계 등 여러 면에서
논란거리를 안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2018년에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019년에도
활동을 지속해갔다. ‘경사노위’는 1998년에 발족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노사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대화의 틀 안에서 계층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차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상응하여 조직상으로도 경영·노동계 주요 단체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여러 계층 대표를 포함한다.

그림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직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직 구성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Ÿ
Ÿ
Ÿ
Ÿ
Ÿ
Ÿ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 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종료)

업종별 위원회

Ÿ
Ÿ
Ÿ
Ÿ
Ÿ

금융산업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특별 위원회

Ÿ

Ÿ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
별위원회
(종료)

계층별 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여 독자적
의제 개발 및 정책
제안

하지만 이러한 대화·숙의 민주주의의 시도는 아직 많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다. 2019년 봄부터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탄력 근로제 개정 방안에 민주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10월에 기존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을 해촉하고 한국노총 추천으로 새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노총의 불참 하에 제2기 체제가 출범했다.
‘경사노위’ 제2기 체제는 2019년 11월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개시하여 경영 투명성 강화, 임금 관련 제도개선 등을 협의해갈 예정이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의 시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한국의 ‘경사노위’ 역시 겪고 있지만, 또한 시행착오의 경험과 제도·관행의
개선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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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평
먼저 집회시위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측면을 보면, 2019년 가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론의 대립
속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 간의 대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소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해졌다거나, 한국사회가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균열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집회 참여자의 수가 대단히 많았고 여론 대립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평화적, 합법적으로
행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지도자들이 극우적 구호와 선동 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추이와 현황을 봤을 때, 2019년에도 비영리기구의 수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사회 토대가 넓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수준까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와 고,중소득 계층이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단체에
많이 참여하는 등 계층별로 참여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숙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의 시도는 2019년에도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확대, 심화되었다. 탈핵, 입시
등 전국적인 이슈 중심의 기구로 출발했던 공론화위원회는 여러 지자체의 상설기구로 설립되거나 지역 수준의 갈등
이슈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중요한 새로운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2019년부터
가동시키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숙의, 대화민주주의의 시도들은 아직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직의 참여자 구성, 결정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정치적 대표성, 갈등 해결의 효과성 등 여러 난점을
안고 있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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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의 설정
경제부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 2항의 내용에 기초해
수행한다. 헌법 제1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평가 항목의 내용
헌법 제119조 2항의 내용 중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과 “기업 거버넌스”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자영업 실태”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불평등” 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2. 세부평가
1)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력 집중

●●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경제력의 존재(existence
of economic power)란 ‘특정 게이트키퍼에게 잘 보이는지 아닌지가 한 사람의 경제적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a situation in which someone’s economic future depended on their pleasing on particular
gatekeeper)’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52).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한 국가의 경제적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통제할 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위해 정치적·정책적·사법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력 집중은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법, 입법, 행정 등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영향력과 왜곡된 의사 결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 사법부는 재벌 총수 일가에게 범죄 유형과 경중에 상관없이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른바 ‘3-5’ 법칙이라는 ‘재벌 봐주기 판결’로 악명이 높았다. 촛불 시민 시위 이후인 작년 2월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일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2) Becht,

M. and J. B. DeLong. (2005). “Why Has There Been So Little Block Holding in America?” in: Morck, Randall K. (Ed),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pp. 613-66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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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삼성은 강요의 피해자라고 보아 형량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올해 8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매비 34억 원이 뇌물이고 동계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53).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은 총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있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므로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형량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 부회장의 대외적 활동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시내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그룹의 현안이던 상황에서 미르재단과
K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미르재단 및
K재단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나 집행유예라는 항고심의 형량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르재단 및 K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지원은 묵시적 청탁을 위한 뇌물죄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삼성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적 특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심각성은 이미 2012년 대선부터 정치 의제화로 분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개혁을 공약했는데,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재벌정책 실행에 대해 취임
초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기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는 여전히 재벌들의 자발적인 경제력 집중 해소만을 촉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었고, 올해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재벌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지주회사의 출자단계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급증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역주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기업 거버넌스

●●

기업 거버넌스는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익편취를 막고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과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이런 기업 거버넌스
기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은 ‘황제경영’이라고 불리고 있다.
황제경영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는 통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2013년에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가 도입되었으나, 미비한 법조문 때문에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53)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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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조처한 사건들은 2019년 현재까지 총 6건이며, 2016년 현대그룹 건54)을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이익제공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지시·관여한 총수 일가까지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다.

표 14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조치실적

조치실적
해당 기업집단

2014

2015

2016

2017

0

0

1

-

-

현대

2018

2019

1

2

2

한진(고발)

효성(고발)
하이트진로
(고발)

태광(고발),
대림(고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
주: 1) 2014년 2월 14일부터 법 시행
주: 2) 현대그룹

사건에서는 계열사들의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의2 위반행위가 모두 적발되었는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혐의로 현대로지스틱스만
검찰에 고발됨.

그러나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을 해석하면서 각호에서
정한 행위의 충족 여부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판시하였다55).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히 하고자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수탁자책임원칙)를 국민연금이 2018년 7월에 도입했는데, 스튜어드십코드를 국민연금이
충실히 이행한다면 황제경영을 견제하여 기업 거버넌스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민연금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2019년 제1차 기금운영위원회 등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3월 주주총회 기간에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는
일관성도 없고 기준의 적용조차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는 기권했는데, 현정은 회장은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
국세청 세금 추징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건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다.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는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지침의 개정으로도 개혁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소수 주주 과반 동의 (Majority of Minority: MoM)
규칙을 거래소 상장규칙에 도입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MoM 규칙은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수 주주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상법이나 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을 둘 수 있다. 인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54)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쓰리비(3B)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지원하고(제23조
제1항 제7호),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인 HS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지스틱스만 부당지원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과징금 및 검찰 고발) 나머지 계열사(쓰리비, 현대증권, HST)에는 과징금만 부과하였다.
55)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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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에 대해 상법과 상장규칙으로56), 이스라엘에서는 총수 일가로서 임원의 보수를 포함한 내부거래에 대해
상법에서 MoM 규칙을 두고 있다57).

2)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는 동동하고 협력적이라기는 보다는 여전히 종속적·착취적이라고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한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임차료 등이 인상되어 공급원가가
높아진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기술탈취가 여전히 만연하고58),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59)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나 사법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60).
2018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술탈취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 책임 의무를 ‘가해자’로 명시하고 법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칙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유통사업 분야, 가맹사업거래, 대리점법 등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한, 2002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까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조정 사건을 제외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실적 역시 미진하다. 한편 2013년 남양유업 사건61)으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5년 12월 21일 대리점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조처(경고 이상)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 실태

●●

통계청이 11월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 명(-0.9%) 감소했다62). 이는 지난해 3만6천 명

56) Fried,

J. M., Kamar, E. and Y. Yafeh. (2018). “The Effect of Minority Veto Rights on Controller Tunneling”.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 Law Working Paper, No.385.
57) Li,
 N. (2018). “Do Greater Shareholder Voting Rights Reduce Expropriation? Evidence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18-26.
5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10/635376/
59)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
발된 하도급법 위반 기업 수가 40개,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7,900만 원이었다.
60) 정주미·박상인.(2019).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61) 남양유업

사건은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주문(소위 ‘밀어내기’)하게 하
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본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리점 분야의 ‘갑질’
관행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62)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509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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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어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0%인 11만6천 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29만6천 명) 이후 최대다. 반면 직원(유급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인 9만7천 명
증가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13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7%인 4만3천 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0대(-2만5천 명), 40대(-8만1천 명), 50대(-2만8천 명)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대(3만2천 명)와 15~29세(-1천 명)에서만 줄고 60세 이상(8만6천 명)과 30대(4만2천 명)는 급증했다. 이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50대를 위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1월에는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올해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경기침체로
인해, 임대료 인상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며,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는데,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63) 2015년(4.46배)을 저점으로 2016년(4.81배), 2017년(5.18배),
2018년(5.52배) 등으로 3년 연속 악화하다가 올해 5.37배로 개선되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결과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3분기에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1천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6천800원(4.5%) 늘어 2분기째 증가했고, 증가 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작년 1분기(-8.0%)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한 1분위 소득은 올해 2분기(0.04%)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에,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500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7만6천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으나,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월평균 87만9천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9%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평균 336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 이전소득(39만9천600원)을 포함한 이전소득(60만300원)은 8.6% 증가했지만, 재산소득(2만100원)과
비경상소득(1만5천700원)64)은 각각 2.5%, 63.4%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6.5% 줄어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 폭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사업소득은 11.3%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11.4% 늘어 지난해
3분기(19.9%)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이 49만4천600원으로 19.1% 늘어
이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공적 이전소득 중에는 공적연금(18만6천 원)이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17만6천 원),
사회수혜금(11만7천2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6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
한다.
64)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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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하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득 하위 1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를 반영한 현상이다. 결국, 3분기 소득분배의
개선 효과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총평
2019년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 기업 거버넌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자영업
실태, 가계소득 불평등 등의 다섯 가지 세부항목을 살펴보았다.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 2019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일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재벌 봐주기 판결로 악명 높았던 한국 사법부의 판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는 여전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와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같은 친재벌 정책을
추진했다.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첫 주주총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는 일관성도 없고 기준의 적용조차 불분명했다.
또한, 시행령이나 지침의 개정으로도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행정부는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그리고 유통사업 분야, 가맹사업거래, 대리점법
등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이 이뤄졌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적용 구간의 확대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 수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0대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며,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이와 같은 3분기
소득분배의 개선 효과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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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 및 항목
1) 평가 기준
언론은 민주주의 소통의 중심 구실을 하는 사회적 기제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인 체제이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제도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시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봐야 한다. 시민의 능력은 올바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언론은 바로 시민의 판단에 기본이 되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기제(Mechanism)이다

2) 평가 항목
언론이 민주주의 기제로 작동하려면 우선 언론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언론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특정인, 특정 세력의 영향 아래 그들의 이익에 맞게 채색되거나, 언론인 스스로의 편견에 따라 왜곡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언론인은 내·외부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취재 제작 활동에 스스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신뢰도는 언론의 민주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

2. 세부평가
1)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외적 자유는 정치권력을 비롯한 제 외부 세력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의 개입은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에 관여하거나, 공영방송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외적 자유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본 또는 경제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이다. 거대 자본 또는 거대 자본을 대리하는 인물들과 언론사 또는
언론사 주요 간부진이 맺는 관계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 기제로서 언론의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며 언론인이 언론인으로 책임을 다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압력만이 아니라 외부 압력과 연결된 내부의 상층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 또는
상층부의 독단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즉 내적 자유를 포함한다.

외적 자유

●●

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여럿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 인용되던 것은 ‘프리덤 하우스’
자료이며, 최근 들어 ‘국경없는기자회’의 자료가 인용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9년 표현과 신념의 자유 부분에서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한국 언론을 4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당시 3차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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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소리(VOA) 기자 배제, 남북 간 고위급 회담 당시 조선일보 기자 배제 등을 언급하며(2018년
상황을 대상으로 평가) 비판하였다.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6년 이후 매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상향
평가하였다65). 매우 어려웠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지낸 이후 뚜렷한 언론 자유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것이다.66)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약 10년에 걸친 MBC와 KBS 내부 갈등이 해소됐고, 해직자가 돌아 와서 자유롭게
취재 제작 활동을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정권의 선택이며 제도적으로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표 15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기자회, 179개 조사대상국 중)

순위

2016

2017

2018

2019

70위

63위

43

41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을 선출하면서 사장 후보 정책 설명회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KBS는 이사회가 150여 명의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개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자문단의
평가를 40% 반영하여 사장을 선출하는 등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장을 선출했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정치적 개입을 불식시킨 획기적인 노력이었지만 이는 이사회의
선택이었을 뿐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권이 이사회를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고, 이사회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사장
선출이 가능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지나치게 정치권의 개입을 공식화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67)이며, 이재정 의원68)은 KBS에서 진행된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선출 방식을 더욱 진전시켜 오로지
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로 사장을 선출하는 안을 제안해놓았다. 소위 ‘이용마법’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도 제도적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반면 사장 선출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비공식적 압력은 사라졌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언론의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예전처럼 언론사 고위 인사와 접촉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KBS 「시사기획 ‘창’」 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으로 청와대와 KBS가 갈등을
빚었던 사건도 청와대가 고위 간부와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고69) KBS도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청와대의 문제 제기를 KBS는 노사가
구성한 보도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논의하고 처리했다는 점에서 외부 압력을 지켜내는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KBS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김경록 PB의 인터뷰 왜곡 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도
‘시청자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인터뷰 보도가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용에 관한 외부의 문제 제기 자체가 압력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압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하고 공식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언론이 자유와 독립성에서 이전보다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해야 한다.

65) 이
 조사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국경 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다섯 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4개 단체)과 전 세계
의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이다.
66) https://rsf.org/en/south-korea
67) 새누리당 집권 시절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고난 후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함
6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T8E0D4L0W5X1Q4V2X0A5G9E2H8W3

69)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133600001?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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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으로부터 자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의 압력으로 사장들이 부당하게 경질되고, 저항하던 기자가 해직되거나 직렬과
무관한 부서로 쫓겨나는 등 정치권력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었다. 겉으로 명백해 보이는 정치권의 탄압 때문에
한국의 언론이 점점 더 자본의 압력에 취약해지는 또 다른 현실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시간이
갈수록 자본 종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조건에서 비롯된다.
또 인터넷 포털에 의존하게 된 기술적 조건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언론들로 인해 발생하는 치열한 언론 경쟁
환경도 주요한 요인이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통적 언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기제인 언론이 자본의 압력에 따라 왜곡된 보도를
지속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2018년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정계, 재계, 학계 관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여
삼성이 우리 사회를 관리하는 일단의 모습을 폭로했다. 문자를 주고받은 명단에는 주요 언론의 사장이나 편집국장
등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70). 2019년에는 다시 홍보회사 사장인 박수환을 중심으로 자본과 언론이 맺는 유착
관계를 폭로하였다.71). 2016년 8월, 송희영 당시 조선일보 주필과 대우조선해양의 유착 관계가 폭로된 바 있다.
송희영 전 주필은 접대골프, 초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둘을 이어
준 사람이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다. 박수환 문자에도 주요 언론사들의 고위 간부들이 등장한다. 박수환
대표는 고객 구명 운동을 하려고 검찰과 거래를 하고, 네이버 검색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 이런 박수환 대표와
관계를 맺으며 언론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에디터 등은 명품 선물이나 항공권을 받고, 자녀 채용 청탁을 했다.
박수환 대표는 기업과 언론을 잇는 로비스트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자들은 기사 거래를 했다. 부탁을 받고 기업에
유리한 기사나 사설을 게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빼주기도 했다. 또 박 대표는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는 거래를
주선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당시 대다수 언론이 한두 개의 기사로
마무리했지만, 한겨레나 경향은 지속해서 보도했다. 그리고 1년 또는 2년간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해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그런 대규모 압박은 아니지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로비스트와 기자들이 유착하면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실질적 자유는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
물론 박수환 문자에 나타나는 내용은 수년 전의 이야기이므로 2019년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점 많은 홍보대행사의 로비스트들이 박수환과 같은 자본과 언론의 유착을 중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 이후 관련 해당 언론사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거나 해당 기자들이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뉴스타파를 고소하지도 않았다. 자본의 압력을 받는 언론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언론계에 부끄러운 현실을 자책할 정도의 저널리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 대부분이 자본이라는 경제 권력으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적 자유

●●

한국 대부분 신문, 인터넷신문에서 내적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에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 조항이고 벌칙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방송의 경우는 4조 4항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106조 1항에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70) https://newstapa.org/article/XHnKW
71) https://newstapa.org/article/lh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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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성규약에 따라 방송 취재 보도가 보호받는
정도는 각 사의 상황에 좌우된다. 편성규약이 버젓이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KBS나 MBC에서는 부당
징계가 이루어지고 보도 강요가 존재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KBS, MBC 정상화 투쟁 이후 KBS나 MBC에서 편성규약에 따라 편성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내적
자유가 확대된 결과라 하겠다. 더 나아가 KBS는 노사 합의로 편성규약을 개정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28일
노사 동수로 TF를 구성하고 7개월 간 논의를 거쳐 10월 22일 편성위원회에서 규약 개정을 의결하고 11월
1일 경영회의에서 의결하여 개정했다. 이번 편성규약에서는 ‘독립성의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규약 제4조에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일보 전진한 것이다. KBS,
MBC, EBS, SBS, YTN 등에서는 보도, 제작국의 간부 임명 동의제를 도입했고, SBS에서는 대주주로부터 압력을
방어하려는 소유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사장 임명 동의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SBS 박정훈 사장이 재임 임명
동의에서 성공한 것이 대주주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YTN 보도국장이나, SBS
보도본부장 임명 동의가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에서는 내적 자유 확보를 위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은 홍역을 치렀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지는 이제 재판의 영역이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에서 6~7년 차 이하 젊은 기자들이 조국 취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편집국장
사퇴를 집단 성명으로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검증팀을 꾸리지도 않았고,
조국 후보자를 비판한 ‘강희철의 법조 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로 인터넷 기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등
한겨레의 비판 기능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72) 젊은 기자들의 성명이 검찰 발 정보에 의존했던 당시 언론 기사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신문 영역에서 내적 자유를 주장한 중요한 시도였고,
징계나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적 자유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였다.

2) 언론의 신뢰도
한편 언론이 민주주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는 언론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한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증대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 신뢰도에서 조사대상인 38개국 중 38위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73) 이는 최근 4년째 지속되는 현상이다.
2019년 리포트는 6월 발표한 것으로 주로 2018년 언론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가지만,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1년
새 나아졌다고 볼 수 없으면 오히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통해서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6 한국 언론의 신뢰도 순위(옥스퍼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자료)

신뢰도 순위

2016

2017

2018

2019

25위/26개국

36위/36개국

38위/38개국

38위/38개국

72)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597
7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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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더불어
수용자들이 정파적 호불호에 따라 언론을 선호하거나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매우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단독, 특종을 외치며 사실상 뉴스
어뷰징(abusing)을 행하는 언론의 행태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소위 수용자를 유혹하는 제목 과장, 제목과
기사 불일치, 기사 내용 변화 없는 제목 변화 등등 낚시성 기사들은 수용자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또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기사형 광고의 존재는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이다. 2019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2019년을 평가하면서 조국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언론은 조국 관련 보도로
더욱 신뢰를 잃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조국 관련 보도의 문제점에 심각성을 느껴 10월 25일 <언론개혁: 취재
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이라는 세미나, 11월 30일 <한국 언론의 관행> 기획 세미나, 12월 9일 <취재
관행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연속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들에서는 조국 관련 보도에서 한국 언론의 취재 관행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한국 언론은 사실이면 충분하다는 합리화 논리(사실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취재 없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보여 줬고, 출입처 제도로 인한 검찰 발 기사의 문제점, 기자의 사전 인식(편견)에 따른 취재 보도의
문제점, 단독 경쟁의 심각성 등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은 조국 보도에서 더욱 두드러졌을 뿐
다른 기사들에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한국 언론 취재 보도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 추락은 동시에 수용자들이 기존 미디어를 멀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통의 방식이 기존 언론이 수행했던 민주주의 소통 기능을 대신하기보다는 확증 편향으로 정치적
분할을 가속하고 극단적 대립 구조를 심화한다는 평가 속에서 수용자들이 기존 언론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그런데도 언론계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막고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금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보다는 역행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3. 총평
모든 현상이 그렇듯 한국 언론의 민주주의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2019년 현
집권세력과 언론의 관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청신호라 할 수 있다. 공영언론과 사주가 없는 독립 언론들에서는
언론인들의 내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점차 자본 종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신장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위축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무한 시장
경쟁의 논리가 관철되는 언론의 상황 변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도 잘못된 취재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언론의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소통 구조 구실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본에 취약하고, 신뢰도가 추락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정부 차원이나 시민을 대변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반면 28개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개혁 의제를 점검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수혜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를 자임하고 시민의 소통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2019년 한국
언론의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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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의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은 다양하며 각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은
획일적인 관행이 아니라 기본적인 여러 원칙에 놓여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 한 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18년도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 혹은 지수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국내의 현실에 맞는 질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해 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 혹은 시도로서의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한다. 질적인 측면 분석의 경우
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한 해의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도 중의 하나라는 점에 그
무게를 더 싣고자 한다. 특히 집필자들의 분석에 대한 객관성은 분야별 전문가의 현재까지의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전제로 사건의 중요도 혹은 선정, 내용 구성에 관하여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한 결과, 기사가 27,442건에 달하였다. 이렇게 검색된 기사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할 결과 기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가 ‘대한민국’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인식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는 지속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모색하고 논의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등과 같은 진실은 여전히 명확한 규명과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
가운데 ‘전두환’, ‘폄훼’, ‘광주’, ‘유신독재’, ‘부마민주항쟁’ 등이 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에서의 과거와
민주주의의 현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올해의 보고서에서는 과거청산과 비선출권력인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여 시대적
상황과 특수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림 6 ‘민주주의’ 키워드 분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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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정리
2019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의 분야별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청산의 경우 2019년 인권침해 사건을 공안사건, 시국사건을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강제수용,
강제노동 문제 등 사회 주변부 층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과거청산의 의제가 확대되었고, 사회 전반에 성 평등
인식이 고양되면서 5·18 성폭력 문제 등 젠더적 의제도 부각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2019년은 1등을 뽑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버려지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의제의 핵심 기제인 정당과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했으며, 개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와 이성적인 타협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지적사항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는 가장 비관적이고 문제가 많은 영역으로 드러났다. 사법 농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2019년까지 희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는데, 특히 사법 농단의 책임 묻기, 제도개혁, 이후
법원의 퇴행적 모습들. 모두에서 왜곡된 ‘사법부 독립’의 개념이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검찰영역의 경우 검찰개혁이 한국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조국사태'로 발발된
일련의 사태들의 결과를 통해 2019년 현재는 검찰개혁이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이라고 평가받았다.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젠더 영역의 경우, 대중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 혐오문화는 현실의
여성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졌고, 성차별과 성폭력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으며,
권력형 성상납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가 검찰과 경찰의 얼굴로, 고위
정치인의 이름 아래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지배 시대에
여성들은 피사체로 대상화되거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손쉽게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도 고소득 전문직과 장시간 저임금 임시직 사이의 격차가 커졌고,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유포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았다.
노동 영역의 경우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근로시간 정책,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등
노동정책의 방향에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비록 정책의 추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부 주도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노사정 합의의
방식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책 결정의 민주주의 구조를 구축하는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질과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집회시위에 의한 정치적 표현의 측면을 보면, 2019년
가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론의 대립 속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 간의 대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소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해졌다거나, 한국사회가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균열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추이와 현황을 봤을 때,
2019년에도 비영리 기구의 수가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사회 토대가 넓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수준까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숙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의 시도는 2019년에도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확대·심화되었지만, 이와 같은 숙의,
대화 민주주의의 시도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 기업 거버넌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자영업
실태, 가계소득 불평등 등의 다섯 가지 세부항목을 살펴보았다.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 2019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일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재벌 봐주기 판결로 악명 높았던 한국 사법부의 판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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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는 여전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으며, 시행령이나 지침의 개정으로도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행정부는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언론 민주주의 경우, 2019년 현 집권세력과 언론의 관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청신호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영언론과 사주가 없는 독립 언론들에서는 언론인들의 내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점차 자본 종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신장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위축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무한 시장 경쟁의 논리가 관철되는 언론의 상황 변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도 잘못된 취재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언론의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 민주주의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배워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주권이 있으며, 자신들의 일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 정치 권력이 일부 지도자에 집중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비하면 좋다는 것이 절대
선처럼 받아들여졌고, 지금까지는 여전히 계속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다양한 설문조사나 연구결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는 선출된 정치인과 의회, 사법제도,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에까지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인은 부패하고, 검찰과 법원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양극화와 갈등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민주주의에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이다.
미국 국무부의 국제 정보 프로그램 관리국(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에서 발간한
민주주의의 원칙(Principles of Democracy)에 나온 설명을 보면74) 민주주의 사회는 관용과 협력과 양보 같은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전체적인 합의에는 양보가 필요하며, 합의 달성이
항상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의 말 “옹졸은 그 자체가
폭력의 한 형태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를 인용하면서, 타협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공고해져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계급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담론이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오늘도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한다.

74)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Principles of Democracy”

https://web-archive-2017.ait.org.tw/infousa/zhtw/DOCS/prinDemocracy/wh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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