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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UN 사무총장

서경태
IAEA 핵물질보장조치사찰관

북
한이 핵실험의 실시를 예고하면서 나

라 안팎을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만

들더니, 마침내 핵실험을 해 버렸고,

이에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 언론, 시민 단체,

학계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곳들을 죽 끓

듯이만들어버렸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으

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에게도 여러 곳에서 질문

이 주어졌다. 물론 질문의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이번일로전쟁이나겠냐는것이었다. 개인의견

임을 전제로 답변은 하 지만, 사실 필자도 알

수가없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무엇인가조치를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대응 방안은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

총장의 담화문에 잘 나와 있다. (WWW.IAEA.

ORG) 

이러한 와중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후

임UN 사무총장으로선출되었다는소식이전해

졌다. 몇 달 전까지 UN 사무총장 후보로 뉴스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많이 있

더니, 금번 선출 소식에는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축하한다는 의견과 앞으로 UN에서 많은

역할을기대한다는의견들이대부분이다. 

'한국인' UN 사무총장

그런데 UN에서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배경에는 한국을 위하여 일해 달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반기문 장관의 UN 사무총장

선출은 본인의 광이고, 가문의 광이며 또한

나라의 광이다. 

그러나 나라의 광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

진 한국 사람이 한국과 UN 역사상 최초로 UN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광으

로 여겨야 할 뿐이다. 반기문 장관의 개인의 성

취에 대해 기뻐해 주고 축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개발도상국으

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면,

UN 사무총장의 조정에 의해 어느 정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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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어야하는위치에있다고할수있다. 

반기문 장관의 UN 사무총장 선출로 인해 우

리나라로부터UN 및개발도상국에의지원이증

가하고, 이러한 지원이 UN 사무총장의 적절한

업무 조정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져 우리나

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나

라의 광이요, 또한, 반기문 신임 UN 사무총장

의 입지를 굳건히 해 주어 연임, 재연임도 가능

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없다. 

그러나 몇 년 전 미국에서 있던 재미 한국인

출신의원의실패예에서보듯이, 부적절한애국

심을 요구하며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준다거나 입

지를좁히는그러한일들은삼가야할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반기문 장관의 성공담에 대

해 많은 이야기가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필

자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 의견을 낼 정도로

이 분과의 친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다. 다만, 반기문 장관이 오스트리아 주

재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분에 대한 필자의 느낌을 조금

소개하고싶다. 

주오스트리아대사로서의만남

필자는내년2월이면이곳에온지12년이된

다. 12년 동안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가 몇

명이바뀌었는지는모르지만, 여권갱신때를제

외하고는대사관에잘가지않는관계로, 필자가

기억하는 대사의 얼굴은 단 두 명으로 반기문

장관과또다른한분이있을뿐이다. 

대부분 대사들의 얼굴을 한 두 번 정도는 본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얼굴들은 잘 기억을 못하

고 반기문 장관 외 다른 한 분의 얼굴만 제대로

기억을하는것은, 필자의기억력에도큰문제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기억

하게 하는 그 분들 나름의 특색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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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다른 예로는 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으로 인사를 간다. 비엔나에 있

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사

람들도대사관으로인사를간다. 그런데몇몇대

사들은“많은 사람들이 근무 시간에 근무하기도

바쁠 텐데, 왜 여기까지 인사를 와? 내가 그곳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가서 만나면 되지.”라고 하

며 조정을 한다. 반기문 장관은 그런 대사들 중

한분이었던것으로기억한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중네분이은퇴를하 다. 그중두분이

송별식을 하 는데, 두 번 모두 대사가 참석을

하 다. 그런데필자가기억하는대사얼굴은반

기문장관뿐이다. 이 을쓰면서생각하니정말

로필자의기억력에문제가있는것같다. 

반장관의또렷한 어발음

전에 어떤 사람이 반기문 장관의 어 실력에

의문을 가지고 의견을 단 것을 본 적이 있다. 얼

마 전 뉴스에서 반기문 장관이 UN 사무총장 수

락 연설을 UN 총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

다. 내용은이미준비된원고이기때문에언급할

필요가 없고, 반기문 장관의 어 발음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식 어

발음에 익숙한 많은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반

기문 장관의 어 발음은 어눌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반기문 장관의 어는 또박또박 얘기

하기때문에알아듣기가쉽다. 원고가없는즉석

연설도 실제로 들어 보면 쉬운 단어를 골라 또

박또박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 뉴스나

신문에서 미 국무장관과 웃으면서 같이 앉아있

는 반기문 장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다. 미 국무장관이 반기문 장관의 어를 못 알

아들어서 그냥 웃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로대화하는데에문제가없다는얘기이다. 

말이 나온 김에 어 발음에 대해 한마디 덧

붙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원어민

수준으로 혀를 굴리면서 얘기를 하면 어를 매

우잘한다고한다. 그예로서미국에서활약하고

있는 재미 방송인 쟈니 윤씨를 들고 싶다. 이 분

은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후에 이민을 가

서원어민수준의 어를구사한다. 어로미국

인들을 웃기고 울리니 얼마나 어를 잘 하겠는

가? 

그러나 이분도 잃은 것이 있다. 원어민 수준

으로 유창히 구사하던 한국말을 잃었다. 대한민

국 외교의 수장인 반기문 장관이 유창한 어를

구사하면서 한국말을 어눌하게 한다면 있을 수

도없는일이고그런일을생각할필요도없다.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권위적이지 않았던 대

사로 기억하고 있는 반기문 장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필자에게는‘군대의

인사계같던사람’으로기억되고있다.

반기문 장관의 UN 사무총장으로의 선출을

진심으로축하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