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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탄원함

5년만 이사람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3년이라도 

단 1년만이라도

이 땅을 버리시는가

이 땅을 버리시는가

이 긴 속눈썹의 다정한 사람 

모든 고달픈 이웃들의 벗

지친 후배들의 다정한 형

작은 체구에 마음 뜨거운,

자기비판에 신랄하던 딸각발이 선비

모든 오해를, 비난을 무릅쓰고

도그마가 아니라

도그마가 아니라

눈을 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땅의 현실에 발 딛고자 했던 사람

이 실사구시의 가난한 부산 사내를

--우리는 그를 이렇게 보낼 수 없네

       이렇게 뺏길 수는 없네

       이대로는 놓칠 수 없네

돌려주십시오

이 땅을 

이 기구한 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시라면

팽개치는 것이 아니시라면

단 3년, 아니 1년만!

북녘 경제 연구 끝내고

이 암울한 땅의 앞날에 대한 

그의 궁리가 틀이 설 때까지만

돌려주십시오

1년만,

제발 그를 우리에게!

                                               김사인 |시인



● ● ●

진보학계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61살.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이후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안식연수를 하다가 올해 10월 

현지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귀국한 뒤 병

원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8·15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상황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경제의 핵심이슈인 재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왔고, 최근에는 북한사회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 대표적 시민단체

인 참여연대 등을 통해 현실참여에도 적극 나서고,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

린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도 41차례나 ‘베를린통신’이라는 문패로 블로그 기고

를 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을 보여줬다.

고인은 자신의 블로그 이름을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라고 부칠 정도로 진보성향을 

분명히하면서도, 진보진영이 흔히 비판받는 ‘경직성’과 ‘도그마’를 경계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스스로 ‘현실에 기반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큰 원칙으로 삼으며 실천해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반포 강남성모병원이고, 발인은 10일 오전 9시30분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진보경제학계의 큰별’ 김기원 교수 지다
인터넷 한겨레 등록 : 2014.12.08 11:04 



학력

1972년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사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석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박사

경력

1980~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

1983~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3~1994 일본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객원연구원

2002~2003 미국 유타대학교 경제학과 객원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

관심사항

• 박사학위논문 주제는 8.15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관한 것이었음. 이는 남북한 분단의 

비극을 경제학적으로 구명해보고, 아울러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연원을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였음. 연구성과는 『미군정기의 경제구조』(푸른산, 1990)라는 저서로 출간

• 그 후 관심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문제로 확대되어 1990년대에는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음. 이 당시 연구 성과는 『재벌개혁은 끝났는가』(한울, 2002)라는 저서에 담김.

• 최근에는 북한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고 있는 상황임.

• 학술활동 이외에 신문이나 잡지 기고를 통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알리고자 하였고, 이 중 최근 

것들은 본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 1997년 IMF사태 이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음.

• 그는 자신의 관심분야로, ‘재벌’, ‘노동’, ‘북한’이라고 지목했다.

저서

•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과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성찰(창비 2012)

• 경제학 포털(필맥, 2006)

• 생활속의 경제 (방송대출판부, 2005)

•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2002)

• 한국산업의 이해(방송대출판부, 2002)

•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역서, 연암사, 1998)

• 현대자본주의론(방송대출판부, 1990)

• 미군정기의 경제구조(푸른산, 1990)



자기 시대를 호흡해 온 육필 논문들

•윈-윈하는 남북한 경제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06)

•한국사회의 모순과 2013년 체제(창작과 비평, 2012. 여름)

•Economy of Tomorrow: A Case Study for Korea (FES, 2012. 03)

•선각적 민족기업인 유일한 (한국사 시민강좌, 2012. 02)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South-Korean Expriences(FES;上海社會科學院, 2011. 05)

•시장과 국가 - 좌우파 사전 (위즈덤하우스, 2010)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진보였나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 2010)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문, 2009. 02)

•米軍政期の經濟統計 - AHSTAT 발표문(AHSTAT, 2008. 12)

•세계금융위기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창작과 비평, 2008. 겨울)

•통일 후 동독 기업체제의 변화 (방송통신대 논문집, 2008. 2)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황해문화, 2008. 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 (창작과 비평, 2007. 가을)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 세계화와 개방정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동구권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2006.2)

•삼성독재의 현실과 개혁방향 (역사비평, 2005년 가을)

•재벌개혁 반대론 비판(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2004)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개정 공청회 발표문(국회정무위, 2004)

•기업 지배구조 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2004)

•Chaebol Restructuring and Family Business in Korea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발표문, 2004)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미군정기의 경제 - 한국사 52 (국사편찬위원회, 2002)

•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an Emphasis on Jaebeol - 기업구조조정:재벌을 중심으로[국문판]

     (Korea Journal  , 2002.spring)

•재벌체제의 발전과 모순(동향과 전망, 2001.가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서울대 민교협 주최 심포지움 발표문, 2000.11)

•한국재벌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 현대그룹을 중심으로(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2000.8)

•Chaebol Reform:Rationale and Contradictions( Korea Focus, 1999)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문, 1999)

•IMF 사태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경제와 사회, 한울, 1998)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 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8)

•일본의 기업집단에 관한 일고찰(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1997)

•韓國におけるマルクス經濟學の再生と展開 - 經濟理論學會年報(靑木書店, 1996)

•韓國の三星財閥における勞使關係の變化 (大原社會問題硏究所雜誌, 日本 法政大學, 1996)

•1987年以後の韓國勞使關係の變化(大原社會問題硏究所雜誌, 日本 法政大學, 1995)

•한국독점자본의 발달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1992)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미군정기 한국 공업의 동향 - 한국현대정치사1(실천문학사, 1989)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5집, 1986)

•스태그플레이션과 공황이론의 현대적 전개(세계자본주의론, 까치)

•아담스미스 경제학의 이중성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2집, 1984)

•재생산이론에 관한 학설사적 고찰(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1)



학생들과 소통하는 공간 자신의 블로그 자유게시판에  

마지막 남긴 글

기말시험 잘 치세요

- “아래 문의들에 대한 답변” 포함

(작성자 김기원 작성일시 2014-11-26 15:04:07)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기말시험입니다.

시험점수에 연연하기보다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시험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말시험은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 성적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교양교육원이나 지역대학 행정실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2. 병상에서 건넨 또 다른 글

아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작성자 김기원 작성일시 2014-11-05 12:37:23)

그동안 독일에서 갑자기 귀국하고 한국의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바람에,  

게시판을 체크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 동영상 강의, 과제물 등 행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선 <생활 속의 경제>는  

교양교육원 조교선생에게 문의하도록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습니다.  

교양교육원 전화번호는 02-0000-0000 입니다. 생활 속의 경제는 워크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와 강의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3극 체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중국, 일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강의할 때의 몸짓에는 더욱 유의하지요.

그럼 안녕히.

아무리 잘 난 사람도
오른손이 오른 손톱을왼손이 왼 손톱을 

깎을 수 없어.

왼손과 오른손이 사이좋게 서로 깎아주고 다듬어줘야 해.
나는 너의 거울이 되고너는 나의 반사경이 되어서로 비춰주며 사는 거야.    

 (김기원, 2014. 11. 10 트위터에 적은 글) 



낮은 곳부터 빛나는 곳까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낮게, 성찰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는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격한 주장을 쉼 없이 내놓았습니다.

기원형, 해마다 한 번 뵈어야지 하면서도 매번 잊고 말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진보’에 관한 책을 읽고 감복했지만 제 주변이 어수선해 훗날을 기약했었습

니다. 올해에는 독일에 계시다길래 남불의 시골에서부터 불쑥 차를 대여해 달려가고 

싶어 안달했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몹쓸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6년 봉천7동 하숙집에서 처음 뵌 후, 형은 제게 늘 공부하는 사람의 표상이었습

니다. 형이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셔서만은 아닙니다. 하숙생 모두가 모였던 아침 

밥상에서, 과외비를 받은 날 벌였던 작은 술판에서, 읽은 얘기 몇 줄을 아는 척 풀어

놓으면 형은 꼭 근거와 논리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형의 물음에 답할 수 있고자 제가 

얻은 지식에서 항상 선후와 사연을 캐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예형이 되지 않고 

자로를 본받으려고 애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글쟁이로 30여 년 살아오면서 이

런저런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형님의 보이지 않는 눈길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벌써 

천한 떠벌이로 전락했을 겁니다.

수 년 전에 형과 똑같은 프랑스 양반을 만났었습니다. 그 양반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흘리면서 형이 그리웠습니다. 뵙지 못해도 항상 제 뒤에 계셨습니다. 이제 누

구의 눈길에 의지해야 하나요? 쓰신 책을 읽으며 형의 눈길이 한국 지식인 모두의 필

수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가신 그곳으로부터도 그 명확한 저울의 징소

리는 울려 퍼질 겁니다. 형의 생애 전체가 그 저울로 화하셨습니다. 이제 몸은 안식하

셔요.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 편히 잠드세요.

2014년 12월 8일 

정과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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