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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영웅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NIAID) 안토니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미국 전역

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에 대해 정정하거나 반박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부활절(4월 12일) 전에 해

제하려고 했지만 파우치는 반대했다. 결국 대통령은 부

활절 정상화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파우치 소장은 4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가 더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더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

이라며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

난 5월 12일 상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시도에 대해‘경제활동을 너

무 빨리 재개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뿐’

이라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정하거나 반

박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1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 사태

의 게임 체인저일 수 있다’고 하자 대통령 면전에서‘근

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얼마 후 하이드록시클

로로퀸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4월 30일에는 대통령이‘바이러스가 우한연구

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파우치 소

장은‘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조작됐을 

리 없다’고 반박했으며,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백

신 없어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자‘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는 1968년에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NIAID)에 입사해 1984년부터 36년째 소장을 맡고 있

다.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최고 권위자이며 백악관 코

로나 태스크 포스(TF)의 핵심 멤버로, 미국 코로나 대응

의 최전선에 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트

럼프 정부까지 무려 6명의 대통령을 보좌해 오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어떻게 6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미국 주간지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그는‘완전히 비정파적이고 비이념적인 상태를 유지한

다’는 신조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학자이고 의사다. 

그게 전부다’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

보다도 파우치 소장은 팩트의 힘과 데이터의 효율성에 

대해 믿는다. 그는‘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적 공공 보건

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며‘많은 잡음이 있어도 이 조언

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들보다 작은 

키에 다소 왜소한 체구를 지녔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기

반을 두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리더십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롱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

들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아부와 굽실거림으로 얻

은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등, 자신과 가족의 이

익을 얻는데 안간힘을 쏟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어

지럽혀지고 있는 이때에 파우치 소장의 처신과 소신 있

는 발언과 행동이 신선하게 비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분이 있다. 18살에 과거에 급제하

여 관직에 들어선 후 40년 가까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

며 5차례나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1547-1634)은 소신 

있게 행동하면서 반대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리더

십으로 임금을 보좌하며 국정을 돌봤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이전에 형조참판, 대사헌, 호조판

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조판

서로 재직하면서 큰 활약을 했다. 1595년 49세에 우의

정을 지냈고 광해군 시절에는 영의정 신분으로 귀양살

이를 하게 되었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영의정

에 올랐다. 이원익은 호성공신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

에 봉해졌으나, 서울에서 벗어난 시골(금천:지금의 광명

시)에 두어 칸의 오막살이 초가집 한 채가 있었을 뿐, 퇴

관 뒤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

던 청백리였다.

이원익보다 200여 년 뒤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은 이

원익을‘40년 정승 생활을 했으나 아주 조그마한 체구

에 섬약한 모습, 꾀죄죄하고 주근깨만 가득한 얼굴, 숨

겨놓은 옥처럼 보이지 않게 내공을 몸속에 가득 채운 

인물이었기에 어떤 반대파도 그에게는 승복하는 거대

한 정치적 역량을 지녔었노라’고 묘사했다.

이원익은 붕당(朋黨)에서 파당(派黨)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이 치열하던 시대에 그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비난

을 받지 않고 지지를 이끌어냈던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당파로 나뉘어 싸움박질을 

일삼는 사람들 틈에서 미국의 파우치, 조선의 이원익처

럼 묵묵히 그리고 소신 있게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

로 국민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아야 할 진정한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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