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덕궁을 거닐다, 책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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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도서관

자유와 상상으로 
일구는 꿈의 공간

작가 정여울의 도서관 예찬

작가 정여울은 

문학평론가로도 활동중이다. 

제3회 전숙희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공부할 권리》 등을 썼다.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정여울의 책이 좋은 밤〉을 

진행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도서관은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있었던 도서관이다. 초중고교 

시절,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때, 혼자 공부하기 싫을 때, 

나는 도서관에 가곤 했다. 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한껏 자라나곤 했다. 지금처럼 어린이·청소년용 

도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냥 어른들의 책을 읽는 것

에 익숙했다. 모르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거나 그 뜻을 상상해보면서 보

낸 모색의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빌린 책 제일 뒷면에 있는 

도서대출카드를 보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까?’ 하고 상상해보는 일 또

한 재미있었다. 

그다음으로 도서관과 친해진 시기는 대학교 4학년 때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 나는 도서관과 친구가 되었다. 학생들이 

열심히 취업이나 고시 준비를 하는 열람실이 아니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오래된 책이 쌓인 자료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가서 혼

자 앉아 있으면 잡념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서

관과 더욱 친해졌는데, 시험을 위해 달달 외워야 하는 책들이 다행히도 내가 좋아

하는 문학책들이라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였다. 그때는 국회도서관을 자주 이용했

다. 도서관에 있으면 온갖 잡념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앞날

에 대한 불안도 눈 녹은 듯 사라지곤 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

언가를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법을, 나는 도서관에서 배웠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은 결국 서점에 가서 사게 되었다. 한 번 읽

고 끝내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책, 오래도록 간직해두고 싶은 책을 고르는 법도 도

서관에서 배웠다. 

내가 처음으로 책 한 권 분량의 긴 글을 써본 것은 석사 논문을 쓸 때다. 그때 내 막

힌 생각의 물꼬를 터준 것도 바로 도서관이었다. 당시 나는 신채호, 박은식, 유원

표의 글을 모아 분석하고 있었는데, 유원표의 《몽견제갈량》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

려워 애를 먹고 있었다. 1908년에 나온 《몽견제갈량》을 복사본으로만 보다가 처

음으로 원본을 찾아 읽었다. 책을 오래도록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한 장 한 장 넘

겨보기도 하고, 인형처럼 꼭 안아보기도 했다. 급기야 오래

된 책 냄새를 맡으며 코를 킁킁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옆 사

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연구하는 대상

의 살아 있는 물질성을 깨달았다. 책을 쓴 사람의 온기와 열

정이 100년 이상의 시간을 가로질러 내게로 건너왔다. 책

의 ‘물성物性’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다. 논

문의 중간 지점에서 꽉 막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날 국회도서관에 갔다 오고 나서야 논문이 술술 풀리기 시

작했다.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닌 나는 또 다른 이유로 도서관을 더

욱 좋아한다. 먼저 강연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다. 작가

가 된 뒤 여러 곳에서 인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면

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문화센터나 

학교도 물론 좋지만, 도서관에서는  수업 출석이나 행사 참

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전국의 여러 도서관에 강연을 하러 갈 때마

다 느끼는 점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시간

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는 아직도 눈이 

해맑게 빛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나온 아들딸들도 모두 내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다. 학교에

서 배울 수 없는 것들, 학교를 졸업했지만 더욱 깊이 공부하

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요즘이다. 

다음은 여행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다. 몇 년 전부터 나

는 여행할 때 꼭 그 지역의 도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

무리 작은 도시라도 도서관이 있는 곳은 삶의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다. 특히 한겨울에는 그만한 안식처가 없었다. 박물

관과 함께 내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도서관이었다. 대영

도서관, 리버풀 도서관, 버밍엄 도서관, 맨체스터 도서관…. 

모두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의 장소가 되어주었

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낯선 도시들이 친밀한 장

소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몽상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다. 많

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너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

려 한다.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특별한 존재

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과 다른 삶을 상상해보는 자유

의 틈새를 찾아내는 것에 있지 않을까.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동안,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던 

내가 비로소 진정한 나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뛰어넘어 우

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나의 삶을 뛰어넘어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바로 그런 자유

로운 상상의 틈새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도서관을 새로

운 꿈의 공간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글 정여울(작가)



책과
도서관

“라오스(같은 곳)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라는 베트남 사람의 질문에 

나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내가 라오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소소한 기념품 말고는 몇몇 풍경에 대한 기억뿐이다. 

그러나 그 풍경에는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감촉이 있다. 

그곳에는 특별한 빛이 있고, 특별한 바람이 분다. 

무언가를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다. 

그때의 떨리던 마음이 기억난다. 

그것이 단순한 사진과 다른 점이다. 

그곳에만 존재했던 그 풍경은 지금도 내 안에 

입체적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꽤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 무라카미 하루키 저 | 이영미 역 |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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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  

독서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유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팝업북 모티브’를 가져왔다. 창덕궁의 정취와 독서 분위기 등을 고려해 구도에는 

안정감을 주고 계절적인 요소를 삽입, 창덕궁을 닮은 큰 책을 병풍처럼 세우고, 규장각의 어수문과 부용지가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루게 했다. 여기에 책을 

읽는 사람을 그려 넣어 도서관의 정체성을 상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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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군주 정조에게 규장각奎章閣은 궁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조선을 꿈꾸

었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단순히 국왕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

파를 이겨내고 건국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의 현실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궁궐 도서관인 규장각은 정조의 ‘씽크탱크’였던 것이다. 당시 최고 권력인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정조

는 규장각에 자신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신하를 심으려고 했다. 과감히 서얼을 등용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서얼허통庶孼許通 정책이다. 학식과 능력에 관계없이 출세의 길이 막혔던 서얼들에게 정조가 물꼬

를 터 준 것이다. 이들은 ‘규장각 사검서’로 불리며 정조를 보좌한다. 당시 지식계를 단숨에 평정한 그들

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다. 이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 학풍으로 조선의 실학을 만들고 발전시킨 

인물들이다. 

규장각을 통한 인재 등용법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정조의 어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인재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겠는가? 하지만 근래 관료의 임용이 모두 서울에서만 나오고 먼 지방 사람은 

백에 하나도 거론되지 않는다. 이 어찌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이겠는가? 열 집이 사는 고

을에도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 멀고 외딴 시골 선비들이 재주를 품은 채 헛되이 

늙어가는 처지를 탄식하지 않겠는가?”

당시에도 관리들은 서울 출신이 많았다. 정조는 이런 폐단을 막고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이렇게 뽑은 

인재들을 정조 스스로 교육했다. 이들을 초계문신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데리고 창덕궁 정자 곳곳에서 

독서와 낚시를 즐겼다. 정조는 이런 독서로 얼마나 많은 글을 썼을까. 184권에 달하는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 봐도 그의 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부용지에 앉아 있노라면 정조와 규장각 관리들이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창덕궁, 책을 사랑한 사람들

개혁의 핵심, 궁궐 도서관 ‘규장각’과 정조 

정조는 이들을 데리고 창덕궁 정자 곳곳에서 
독서와 낚시를 즐겼다. 정조는 이런 독서로 
얼마나 많은 글을 썼을까. 184권에 달하는 
《홍재전서弘齋全書》만 봐도 그의 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조시대 정치와 문화의 중흥을 상징하는 창덕궁 규장각의 주합루

“옛날의 지리와 옛 사람의 향기와 옛날의 문장과 시 위에 지금의 풍경과 지금의 향기와 지금 사람의 

느낌이 또 한층 아로새겨지는 일은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는가. 옛 역사에 되비쳐 제 사는 장소를 

사랑하고 제 사는 시간을 성찰하고 제 사는 숨결 노래하는 것이….”

신달자 시인의 새 시집 《북촌》 말미에 적어놓은 장석남 시인의 글이다. 신달자 시인은 2년 남짓 

북촌에 산 흔적을 시집에 담담히 담아냈다. 저물어가는 가을이 아쉬운 이들, 

지나온 시절이 그리운 이들 모두 창덕궁을 거닐며 읽으면 좋겠다. 

북촌 1경으로 꼽히는 창덕궁은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궁궐이다. 정조와 덕혜옹주, 

효명세자까지 역사 속 인물들이 유독 사랑했던 이곳, 창덕궁에서 책의 향기에 취해보면 어떨까.  



예술과 시를 사랑한 ‘효명세자’

최근 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조명받은 효명

세자. 그는 정조의 뜻을 이어 조선을 개혁하려고 한 인물

이다. 순조가 즉위한 19세기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 시대

로 접어들었다. 말 그대로 유력한 가문이 정치를 주도한 

그런 현상은 국정의 혼란과 민생의 파탄을 가져왔다. 널

리 알려졌듯이, 이때의 유력한 가문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였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

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21세의 이른 나

이로 타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비운의 인물

이다. ‘효명’이라는 이름대로 그는 효성스럽고 명민했

다. 명민함의 핵심은 뛰어난 문학·예술적 능력이었다.

《경헌시초敬軒詩抄》 《학석집鶴石集》 《담여헌시집談如軒詩集》 

등의 여러 문집을 남겼다. 거기에는 시조(9수)와 〈목멱

산木覓山〉 〈한강漢江〉 〈춘당대春塘臺〉 등의 국문 악장을 비롯

해 4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 효명세자는 큰 궁

중 행사를 관장하면서 상당수의 악장과 가사를 만들었

다.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궁중 무용인 정재

무呈才舞를 다수 창작했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춤 ‘춘앵전’

도 효명세자의 작품이다.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은 효명세자를 위한 건물이다. 궁

궐 중 유일하게 사대부가 건물의 형식을 하고 있다. 단청

이 없는 건물로 세자의 검소함을 반영했다. 연경당 내부

를 돌아보면 청동 지붕 건물이 하나 나온다. 세자가 독서 

장소로 사용했던 ‘선향재善香齋’인데 그가 얼마나 책 읽기

에 몰입했는지 알 수 있다. 

비운의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

짧은 시 한 편이 그리운 마음을 전한다. 조국과 가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시로 쓴 사람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다.

창덕궁 정자 ‘또 다른 도서관’ 

조선의 임금들이 자연을 감상하며 시를 짓고 심신을 수련하

던 창덕궁. 그곳에서 독서의 향연이 펼쳐졌다. ‘후원에서 만

나는 한 권의 책’ 행사가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것. 이 기간 동안 창덕궁은 시, 수필,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책이 비치된 후원의 정자에 앉아 휴식과 독서를 같이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행사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은 독서 동호회 회원

들에게도 후원의 정자를 무료로 빌려줘 독서 토론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조선 왕들의 야외 도서관이었던 모든 정자들은 

관람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개방됐다. 야외 도서관 정자는 

어떤 역사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창덕궁 후원의 첫 번째 독서 장소는 부용정芙蓉亭이다. 이곳

은 휴식뿐만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

소였다. 사각형 연못인 부용지를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지

어졌다. 주합루宙合樓 일원의 규장각과 서향각書香閣 등은 왕실 

그녀는 한 맺힌 77년의 인생을 말이나 글로 거의 남기

지 못했다. 유년 시절엔 그럴 자유가 없었다. 1919년 그

의 아버지 고종이 숨을 거둔 후 일제는 덕혜옹주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고, 열세 

살 때는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45년 광복이 된 후에도 덕혜옹주는 귀국하지 못했다. 

조선 황실의 존재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1962년 마침내 조국 땅을 밟았

지만, 덕혜옹주는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열아홉 살 때

인 1931년, 일제에 의해 대마도 백작과 정략결혼을 할 

때쯤부터 앓아온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심해졌기 때문

이다.

그는 한때 고종의 집무실로 쓰였던 창덕궁 낙선재樂善齋

에서 지내다 1989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단청이 없는 

고즈넉한 창덕궁 낙선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 책과 

시를 사랑한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

모락모락 모락모락 검은 연기가 하늘 궁전에 올라가면

하늘의 하나님 연기가 매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

- <비> 덕혜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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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용도로 사용됐다. 부용지에서 왕과 신하가 낚시를 

하거나 비단으로 만든 배를 띄우기도 하고 꽃구경을 했다. 

영화당暎花堂은 동쪽으로 춘망대 마당을, 서쪽으로 부용지를 

마주하며 앞뒤에 툇마루를 둔 특이한 건물이었다. 영화당에

서는 왕이 입회하는 특별한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했던 곳으

로 독서 장소로 개방하고 있다. 춘망대 마당에서는 군사훈

련이 자주 시행되기도 하고 활쏘기 행사, 과거 시험 중 갖가

지 야외 행사가 열렸다. 

두 번째 독서 장소인 존덕정尊德亭으로 가는 길에는 애련지와 

의두합이 눈길을 끈다. 애련지 남쪽에 효명세자의 독서 장

소 ‘의두합倚斗閤’이 있다. ‘기오헌奇傲軒’이라는 현판이 붙은 의

두합은 8칸의 단출한 서재로, 단청도 없는 소박한 건물이다. 

창덕궁은 정궁(正宮)이었던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이궁(離宮)으로 ‘동궐’이라 불렸다.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도 형식으로 제작한 지도로 국보 제249호다.

창덕궁 관람 안내

창덕궁 관람은 일반 관람과 후원 관람으로 나눈다. 

각각 관람 요금과 시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창덕궁 홈페이지
www.cdg.go.kr  에서 관람 정보를 확인한다. 

‘남쪽 창에 기대어 멋대로 오만을 부려보니倚南窓以寄傲, 

무릎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집이라도 평안하기만 하네審容膝之易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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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조선 시대의 궁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경복궁’이

지만 조선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곳은 바로 창덕궁

이다. 

경복궁이 중국의 전통을 따른 웅장한 모습에 질서 정연한 구

조를 갖췄다면, 창덕궁은 비교적 소박한 모습에 자유로운 

구조를 하고 있다. 산줄기 자락에 자리 잡으며 곡선을 이룬 

자연 지형에 맞게 배치된 것이다. 그리고 4대 궁궐 중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은 창덕궁이 유일하다.

국내 궁궐 중 유일하게 창덕궁에만 남아 있는 전통 정원인 

후원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형은 물론 돋아나

는 풀, 나무 하나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뒀으며, 건축

물도 후원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인간보다 인간의 터전인 

자연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후원에 그대로 담겼다. 

후원의 중심 부용지는 임금과 신하의 화합의 장소였다. 창

덕궁은 아름답고 넓은 후원 덕분에 다른 궁궐보다 왕들의 사

랑을 많이 받았던 곳이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

짜기마다 정원을 만들었다. 4개의 골짜기에는 각각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옥류천 영역이 펼쳐진다. 그곳 연못에 아담

‘기오헌’은 도연명의 시 〈거래사去來辭〉에서 따온 구절이

다. 책 읽기 좋게 아늑하고 편안한 존덕정은 정조가 즐겨 

찾았던 곳이다. 왕권 강화와 개혁정치 의지를 느낄 수 있

는 곳이다.

관람정 맞은편에는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승재정

勝在亭이 있다. 숲 속에 자리 잡은 승재정은 높은 곳에 있어 

창경궁의 모습과 후원의 전경까지 두루 볼 수 있다. 서쪽 

언덕 위에 위치한 길쭉한 맞배지붕의 폄우사砭愚榭는 ‘어리

석음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다. 왕세자가 독서하며 심신을 

수련했다.

정조는 폄우사의 사계절을 시로 노래했다. 〈폄우사사영

砭愚榭四詠〉이 그것. 이 중에서 ‘추월(秋月)’은 폄우사의 가

을을 그렸다. 

가을날 달 밝은 밤에 독서를 즐기는 세자 시절 정조의 모

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취규정聚奎亭은 휴식과 독서를 위

한 공간으로 학자들이 모인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곳에 

마련된 독서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면 푸른 숲을 바

라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농산정籠山亭이 있는 옥류

천은 다양한 각도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소

요암에는 숙종의 시와 벼 베기가 끝난 청의정淸漪亭의 모

습이 새겨져 있다. 바위에 새겨진 ‘옥류천’ 세 글자는 인

조의 친필이고, 오언절구 시는 일대의 경치를 읊은 숙종

의 작품이다. 

이 밖에 소여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 청의정 등 작은 

규모의 정자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어느 한 곳

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균형 있는 정원

을 이루고 있다.  

작은 논을 끼고 있는 청의정은 볏짚으로 지붕을 덮었다. 

청의정 앞의 논은 호수를 메워 논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이곳에는 벼 베기를 끝낸 벼들이 세워져 있는데 청의정 

지붕에 얹은 볏짚은 벼 베기 행사에서 나온 것이 인조 때 

세워졌으며 임금이 옥류천 주변으로 거동할 때 다과상 

등을 마련하던 정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

조는 화성으로 행차를 준비할 때 후원에서 어머니 혜경

궁 홍씨가 타고 갈 가마를 메는 연습 등을 한 후 농산정에

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창덕궁 후원 정자 중 책이 비치된 곳은 영화당, 존덕정, 

취규정, 농산정 네 곳으로,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휴식과 

독서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경치가 빼어난 곳을 개방했

다. 지난해의 2주간 행사 기간을 6주간으로 대폭 확대해 

아름다운 단풍까지 즐길 수 있게 도왔다.

맑은 이슬 뜰에 내리고

하늘 아래 온 땅이 온통 맑구나

영롱한 온 누리에 온화한 기운 감돌아

늦은 밤 글 읽기에 밤공기가 알맞도다

한 규모의 정자들을 세워 자연을 더 아름답게 완성한 것이 

창덕궁의 후원이다. 후원은 왕과 왕실 가족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왕이 주관한 여러 야외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길을 걷다가 역사를 만나는 순간은 뜻깊다. 가을이 지기 전

에 그 길을 걸어보자. 세계문화유산에 1995년 등재된 종묘

와 1997년 등재된 창덕궁을 만나는 길이 그곳이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에서 시작하는 길은 조선 궁궐의 원형이 잘 보

존된 창덕궁과 후원을 거쳐 창경궁을 거닌 후 역대 왕과 왕

비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마무리된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가 살아생전 지내

던 궁궐과 사후 신위를 모시는 종묘까지 조선 왕조를 대표하

는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아름다운 전각과 연못 

등을 마주해 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다.                글   허운주

1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가 기거하다가 생을 마감한 낙선재. 

2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용정은 조선 왕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교육을 하던 곳이었다.  

1

2

창덕궁 후원 정자는 

관람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개방했다 

경복궁

창덕궁

국립민속박물관

창경궁

종로문화원

종묘

고궁 관람 코스  8.6㎞ , 3시간 3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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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서평

미들맨의 시대
상생을 위한 ‘연결’의 비즈니스 

중개인이 모두 다 미들맨이다. 

미들맨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이

유를 ‘신뢰’에서 찾는다. 인터넷이 직거래 시장을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커질 때 예측하지 못한 것이 

신뢰를 통한 안전한 거래의 가능성이었다. 누구나 직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직거래의 벽이 낮아질수록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

이가 없어져 판단이 흐려진다. 이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나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찾아주는 이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것이 수많

은 개별 거래를 성사시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신뢰도를 높인 미들맨이 등장한 이유다. 미들맨을 배

제하고 얻는 비용 절감보다 미들맨을 활용해 얻는 생

산성을 더 가치 있게 본 것이다.

1990년대 직접 판매로 세계 1위의 컴퓨터회사로 성

장했던 ‘델Dell’은 2000년대 중반, 위기를 겪는다. 직

접 판매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후 ‘델

Dell’은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판로를 확보해 위기를 

넘겼다. 믿을 만한 중개자를 도입한 결과다. 세계적

인 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e-bay’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트에서 

수천 건의 거래를 통해 좋은 평판을 쌓은 중개자들

에 의해 거래된다. 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선사하고 이익을 얻는다.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미들맨

저자는 미들맨의 역할이자 전략을 교량자, 인증자, 집

행자, 위험감수자, 안내자, 보호자의 6가지로 분류해 

설명하면서 미들맨의 가치를 증명한다. 

‘교량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다. 

일종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이 거리는 물리적, 사회

적, 시간적 거리 모두를 포함한다. 거리가 멀거나 사회

적 계층이 달라 만날 수 없는 고객들의 거래를 촉진한

다. ‘인증자’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

다. 고객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전문성을 통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직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개자를 없애고, 

물건 구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시장 형태다. 

2000년대 인터넷의 등장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생략

하고 직거래를 탄생시켰다. 이때만 해도 유통업자, 소

위 중개자들은 사라지고 구매자와 판매자만 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

한 직거래 시장이 등장한 지 십여 년 만에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또 다른 시장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

해 ‘연결’이라는 기회를 찾은 ‘중개자’들의 등장이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 아

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등 세계적인 공룡 기업과 국내

의 네이버, 다음카카오, 배달의민족, 직방은 ‘연결’을 

기반으로 중개자의 역할을 하며 수익을 내는 회사다. 

이들은 인터넷을 도구가 아닌 시대의 본질적 변화로 

읽고 그 변화의 핵심을 ‘연결’에 둔다. ‘인터넷을 활용

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연결하

고, 어떻게 시장을 독점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미들맨의 시대》는 이렇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기업과 개

인을 ‘미들맨’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무엇을 연결하

고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분석한 책이다. 저

자 마리나 크라코프스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랜 

기간 벤처산업에 대해 연구한 비즈니스 분야 전문 기

자다. 그는 무수하게 쓰러져간 벤처 기업들 사이에서 

발군의 경영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에 천착

했다. 이 책은 ‘연결’에 주목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여러 영역에 해박한 지식들

로 버무린 저서다. 

믿을 만한 미들맨을 찾아라 

기술은 발달하고 직거래 창구는 넓어졌지만, 미들맨

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

존에 미들맨이 없던 것이 아니다. 중고차 딜러, 부동산 

중개자, 보험설계사 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중개자’라는 것이다. ‘미들맨’인 이들은 ‘연결’이라는 

기회를 통해 시장을 장악했다. 상생을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인 ‘연결’을 《미들맨의 시대》에서 읽는다.   

해 거래 물품의 가치를 구매자에게 확인해준다. 미술

품 경매자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인증자가 되려

면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고 시장 내에서 평판

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행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협력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관계를 돈

독하게 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자다. ‘페이

스북’의 경우 실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게 해서 신

뢰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위험 감수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고객을 위해 위험한 거래의 변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안내자’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자’는 고객이 탐욕

적이라거나, 홍보가 지나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

지를 얻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6가지 역

할은 분류를 해놓았을 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저자

는 각각의 역할과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 삶이 어느 

순간 미들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이 책에 소개된 미들맨은 대개 이기적이지 않고 상호

이익과 상생을 중요시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도와 

사회를 이롭게 한다. 그러나 착한 미들맨도 있지만, 기

생충과 약탈자와 같은 미들맨도 분명 존재한다.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제 구조가 더욱 정교

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더 많

은 미들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미들맨의 시대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장착한 믿을 만한 미들맨을 찾

는 것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시스템의 변화는 정책과 제도로서 합리성을 갖고 이

로운 방향으로 다져진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면 국가는 경쟁력을 잃는다.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제도, 합리적 정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글 김성진(북 칼럼니스트) 

서지정보 마리나 크라코프스키 지음 | 이진원 역 | 더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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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추천 도서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지식 수확의 
즐거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수많은 

지식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류되어야 

그 가치를 발한다. 책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식까지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달 국립세종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책과 함께 

풍성한 지식 수확의 즐거움을 누려보자.

오늘의 랭킹       
: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는 이슈들
한국비즈니스정보 지음｜ 

어바웃어북｜2016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와 이슈를 다루

고 있다.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퍼블릭, 컬처·에듀, 레

저·헬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등 각 분야에 걸쳐 3,000개

가 넘는 키워드와 이슈, 인물들을 156가지 리스트로 나누어 

각각의 순위를 탐사한다. 우리 삶에서 평소 궁금했지만 단

순하게 지나간 다양한 정보들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이 책

이 특별한 것을 하나의 질문에 대한 결과를 1위부터 순위화

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이 순위가 의

미하는 배경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해석해주는 데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이 책

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과 유용한 정보를 동시에 배울 수 있

을 것이다. 

글 정다희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책 속 한 문장 “순위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해 비판하기보다는, 순위의 

층위를 되새겨보고 그것에 담긴 함의를 궁구해본다면, 세상을 좀 더 깊고 

넓게 내다보는 혜안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프롤로그)

저자 한국비즈니스정보는 국내외 산업, 경제, 문화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핵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메신저 기업이다. 

두뇌  트레이닝 단말기 닌텐도를 코디네이팅하여 국내에 성공적으로 론칭 

시켰고,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인 《업계지도》를 기획했다. 

열람 안내 309.111-16-4, 국립세종도서관 일반자료실2(2층)

이 책은 주인공 동하가 책 읽기에 흥미를 키우는 과정을 그

린 동화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동하를 위해 엄마는 생일 선

물로 책을 주문한다. 배달된 상자에서 나온 건 책이 아니라 

바로 고양이! 이 고양이는 자신이 책의 주인공이라며 허풍

을 떨고 동하를 하인처럼 부리지만 동하는 책 고양이라는 친

한 친구가 생겨 든든하다. 사실 동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

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심한 소년이었던 것. 고양이가 궁금

해진 동하는 고양이가 나온 책을 찾아보다가 책 고양이가 호

랑이를 무서워해 책에서 도망친 것을 알게 된다. 동하는 고

양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어 덤비고 반 아이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그날 밤 고양이

는 사라진다. 고양이를 찾던 동하는 책을 열어보는데, 고양

이는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있다. 그리고 용맹하게 호랑이

와 싸워 이긴다. 두 친구가 나눈 용기와 우정, 상상력을 자극

하는 이야기가 동하처럼 책 읽기를 소홀히 하던 아이에게 흥

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글 김소라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책 속 한 문장 “그래도 책 고양이가 멋져 보였다. 이제는 겁쟁이 고양이가 

아니니까.”(86쪽)

저자 안영은은 KBS 〈TV유치원 하나둘셋〉, MBC 〈뽀뽀뽀〉 등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방송작가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나는 마녀가 될 거야!》 《떴다 떴다 비거, 날 

아라 정평구》 《아우야 안녕》 《똥섬이 사라진대요》 등이 있다.

열람 안내 아813.7-16-384,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자료실(지하1층)

책에서 떨어진 
고양이 
안영은 글 | 원혜진 그림｜ 

주니어김영사｜2016

일반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 
장한업 지음 | 글담 | 2016

‘하이힐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한국에는 

진짜 바게트가 없다? 파스타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중국이 

본고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

음표가 하나씩 생길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

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단어로 읽는 5분 세계사》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 단어의 유

래를 소개하며 그 안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혼여행을 뜻하는 단어 ‘허니문’은 그 단어의 유래가 전혀 

달콤하지 않으며, 점심의 유래를 통해 세 끼 식사 습관이 산

업혁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여 개의 단어

들을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서에 따라 배열

해 역사적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이 세상 어느 단어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았다는 작가의 말처럼, 단어는 모두 고

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어렵게 생각했

던 청소년들도 이 책을 통해 역사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다.

글  이수정 국립세종도서관 사서

책 속 한 문장 “언어에도 생명이 있어요, 언어는 중요한 문화의 일부이면서 

‘사고의 집’인 만큼 함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268쪽)

저자 장한업은 EBS에서 프랑스어 회화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4년 

부터 7년간 600여 개의 어원을 공부하여 각 어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열람 안내 아909-16-21, 국립세종도서관 일반자료실1, 청소년코너(1층)

청소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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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자기 동력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 몸은 마치 낙엽과 같고 영

혼은 먼지처럼 변합니다.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지요. 저는 가톨릭교 신자이지만, 매일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할 때 이렇게 읊조립니다. 

1회에서 36회까지는 ‘참회합니다’, 37회부터 72회까지는 ‘고맙습니다’, 73회부터 108회까지

는 ‘잘 살겠습니다’라고. ‘참회한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뉘

우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읊조리다 보면 좀 덜 모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맙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공짜로 받은 것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요금을 지불하셨습니까? 공기를 마시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것 모두 공짜 아닙니까? 그걸 

자각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잘 살겠다’는 것은 복합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어

울리며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108배를 하면 복잡했

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자신이 생깁니다. 

지금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내 육신을 학대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들쑤시지는 않았

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것, 몸이 요구하는 편안함을 거부

하는 것,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학대입니다. 잘 살아가려면 건강뿐만 아니라 자유

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걸까요? 외국의 한 유인원 연구소에서 

침팬지에게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침팬지에게 4년 동안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더니 4년 만

에 말을 하더랍니다. 그 첫마디가 “나를 놓아줘”였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유에의 열망이 컸

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궁중에서는 임

금에게 수라를 올릴 때 독이 있는지 먼저 먹어보는 기미 상궁이 있었

습니다. 왕의 산해진미 그득한 수라를 맛보는 상궁이 과연 행복했을

까요?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더욱 간절했을 겁니

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기준 속에서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

어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학연, 지연, 인맥, 비싼 집과 자

동차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10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이루어져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0개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갈구해서 얻어지길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 끌려다닌 것, 그것들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에 끌려다

녔는지, 아니면 세상을 끌고 앞장서 갔는지 말입니다.

자존심이 곧 나의 영혼입니다. 
초롱초롱한 영혼으로 천하를 살펴보는 
큰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명답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아가는 과정입

니다. 명답은 나밖에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단 한 번뿐인 이야기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

떻게 살아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한국 사람은 체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학력, 인맥, 권력, 돈,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격에 주눅이 들고, 체면을 차리지 못해 비관합니다. 욕심은 두 가지 모순된 욕구를 한꺼번에 

채우려는 데서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달리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열등

감에는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

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엄함을 인정한,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주눅 든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열등

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

다. 자존심이 곧 나의 영혼입니다. 초롱초롱한 영혼으로 천하를 살펴보는 큰 가슴을 가져야 합니

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 아닌 모든 것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

만 귀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행실인 자만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 용서, 베풂, 희망이 모이

면 자존심이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보다 많이 갖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가장 사람다운 정신이 자존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

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힘, 자유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설가 김홍신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을 보다 잘 살기 

위한 인생사용설명서를 제시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먼저 선택하는 지혜 와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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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1975년 현대문학 〈물살〉 등단. 

《단 한 번의 사랑》 《인생견문록》 

《인생사용설명서 1, 2》 

《인간시장》 등 

다수의 소설과 

에세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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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끌어안고 

더불어 살며 이루어가는 기적

그럼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짜증 나고 갈등이 벅차고 

피곤하고 외롭고 몸도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둘러보니 나만 못난 것 같습니다. 그래

도 악착같이 살아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가능성을 예견하기

에 오늘의 고통과 힘겨움과 갈등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풀어 말하면 ‘행복’이라는 낱말이 됩니

다. 중국 고전에 ‘인생이란 백마가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삽시에 지나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꽤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 들면 화살처럼 달리는 백마를 문틈으로 얼핏 본 것

처럼 인생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이를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월이 기다려줄 거라는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세월을 붙잡고 더디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세월을 더디 가게 합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기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존엄하다는 걸 인정

하고, 자신이 존귀하듯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

신이 더없이 존귀하기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해합니

다. 인간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간절하고 절박하고, 끝없는 정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적

은 내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며, 인연을 귀히 여기며, 희망이라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을 갖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 윤지영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건 자애이고, 아픈 이를 조건 없이 보살피는 건 자비죠. 바로 자애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

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짙고 가장 멀리 퍼져나갑니다. ‘복’은 받는 것이고 ‘덕’은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풂의 진정한 

의미는 조건 없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것은 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거래

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베푼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빼앗은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게 세

상의 이치입니다. 더 깊이 세상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기고, 기쁨이 

슬픔을, 희망이 좌절을, 베푸는 것이 욕심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의 근원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방입니까.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러저러한 조건 없이 그냥 관대해져야 합니다. 도덕

적으로, 법적으로 용서한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영적

인 것입니다. 영적인 용서는 행복과 편안함과 자유를 줍니다. 세상에 용서

가 없다면 우리 모두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 있더라도 평온할까요? 

평온하더라도 괴로움이 쌓여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관대함과 도움 그리고 배려로 수없이 용서받으면서 살

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상대방을 용서

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 사람에게 얽매여 삽니다.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나 아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

는 것,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인연’이란 하늘에서 좁쌀 하나가 떨어질 때 바닥에 꽂

힌 바늘 끝에 박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확률로 인연이 생기는 거지요. 옷깃만 스쳐도 인

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이 스치려면 두 사람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스치는 사

이가 아니라 옷깃이 맞닿을 정도의 친숙한 관계를 뜻합니다. 마음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인연인 것입니

다. 그러니 가족의 연, 부부의 연이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며 삽니까? 오

늘 말하세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날 거라고. 인연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과 관심으로 가꿔야 합니다. 돈과 지위, 명예로 쌓은 인연은 명

예와 지위와 돈을 잃었을 때 사라지는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인연은 참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치는 미소 한 번으로, 상대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로, 좋은 얼굴로 반기는 표정에서, 슬플 때 위로하고 

기쁠 때 박수 쳐주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향기는 이렇듯 휴머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인간

애를 발휘하거나, 어려운 이를 돕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를 거들어주거나 아픈 이를 지극히 보살

필 때 향기가 납니다.  자비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해결해주려는 심성이고, 자애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

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더없이 존귀하기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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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노벨상 이야기
노벨상의 어제와 오늘

2016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수상자가 탄생했지만 

성비 불균형, 특정 대륙과 국가의 독식 등이 끊임없이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노벨상에 대한 통계를 통해 수상 실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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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벨상 부문별 수상자

영국

일본

미국

콜롬비아

프랑스

네델란드

핀란드

•데이비드 사울리스

영국 | 워싱턴대 명예교수

•던컨 홀데인

영국 |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영국 | 브라운대 교수

웜홀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별난 물질’의 특성을 

수학적 방법을 통해 설명

물리학상

•장 피에르 소바주

프랑스 | 스트라스부르대 명예교수

•프레이저 스토다트

영국 | 노스웨스턴대 교수

•베르나르트 페링하

네덜란드 | 그로닝겐대 교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인 

‘분자기계’를 개발하는 데 공헌

화학상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

세포가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해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현상을 밝힘

생리의학상

•올리버 하트

미국 | 하버드대 교수

•벵트 홀름스트룀

핀란드 |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약 

관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계약 이론’을 발전시킴

경제학상

•밥 딜런

미국 | 가수, 시인

노랫말에 사회적 저항의 의미를 

담아 시적으로 풀어냄. 미국의 

위대한 노래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됨

문학상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 대통령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음

평화상

올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없었다. 190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836명, 여성 49명, 기관 23곳에 상이 주어졌는데, 여성 수상자는 

전체 수상자의 5.5%에 불과하다.

부문별 남녀 노벨상 수상자

1901년~2015년

14

16

1

여남

2

4

12

(단위 : 명)

노벨 과학상 수상 비율

주요 대륙별 주요 국가별

노벨 과학상(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전체 수상자들 국가와 대륙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아시아권 수상 비율이 늘어났는데, 수상자는 주로 일본에서 나왔다. 특히 일본은 2014~2016년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노벨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위 : %)미국영국 일본(단위 : %)유럽 북미 아시아

1901년~

1925년
1926년~

1950년
1951년~

1975년
1976년~

2000년
2001년~

현재

14.7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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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2040

1020

00

47.5

14.4

11.92.7
0.0

1901년~

1925년
1926년~

1950년
1951년~

1975년
1976년~

2000년
2001년~

현재

6.7

93.3

28.0

16.1

52.6

0.0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와 소속 기관은 미국과 

영국에 집중되었다. 타 국적의 수상자들도 미국과 영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사학위 기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

8.3%

7.3%

4.3%

3.1%

2.6%

2.6%

2.2%

2.2%

1.7%

1.7%

1.7%

1.7%

2.0%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202

171

199

99

88

7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1위

 2 미국 하버드대학교

 3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4 미국 UC버클리

 5 미국 시카고대학교

 5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7 독일 괴팅겐대학교

 7 미국 MIT

 9 독일 뮌헨대학교

 10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10 미국 예일대학교

 10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10 프랑스 파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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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을 딛고 피어난 꽃, 
청록집

《청록집》 발간 70주년 시·그림전

그림으로 읽는 시

1946년 6월 6일, 광복 후 불과 10개월이 채 되지 않은 무렵, 우리 

문단에 놀라운 시집이 등장했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세 시인

의 시 모음집인 《청록집》이다. 현대시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거론

되는 《청록집》이 발간된 지도 어느덧 70주년이 되었다. 이와 동시

에 박두진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

리고 있다.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 용인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절망을 딛

고 피어난 꽃, 청록집〉은 《청록집》에 수록된 시를 화폭에 옮긴 ‘시 

그림전’이다. 대산문화재단이 2004년부터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한국 대표 문인을 선정하여 작품을 그림으로 옮겨온 문학그림전의 

일환이기도 하다. 

올해는 중견 화가 7명을 초청해 《청록집》에 수록된 시 전편을 읽고 

각자 시를 선정해 그에 관한 그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총 39편의 시를 김덕기, 김섭, 박영근, 서용선, 윤후명, 이인, 최

석운 화가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려냈다. 박목월의 시 15편은 김

섭, 윤후명, 최석운 화가가, 조지훈의 시 12편은 서용선, 이인 화가

가, 박두진의 시 12편은 김덕기, 박영근 화가가 맡았다. 김덕기는 

특유의 경쾌한 색채로 생동하는 박두진 시의 이미지들을 그려냈고, 

김섭은 혼합재료의 질감을 이용하여 박목월의 이상 공간을 그만의 

화법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였다. 박영근은 생명력 넘치는 박두진 

시의 공간을 역동하는 선들로 형상화했고, 서용선은 조지훈 시에 

내재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조를 굵고 진한 먹선으로 표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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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끄는 화가는 아무래도 박목월의 제자이기도 한 윤후명이다. 국내 저명한 소설가이자 화

가인 윤후명은 서정적인 색감으로 박목월의 시적 정서를 묘사했다. 이인은 정적이고 동양적인 

색조로 조지훈의 선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최석운은 화사한 색감으로 박목월 시

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했다. 화가들의 개성적 기법과 해석으로 탄생한 이미지들은 《청록

집》을 감상하는 데 새로운 재미를 더한다. 텍스트에 머물러 있던 시를 미술의 영역으로 소환하

여 문학과 미술이 어떻게 상호 소통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0월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2차 전시는 11월 9~12일 교보

문고 부산점에서 진행하며, 3차 전시는 12월 29일~2017년 1월 22일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진행한다.

 

《청록집》과 세 명의 시인

《청록집》 제목은 박목월의 시 〈청노루〉에서 가져왔다. 이 시집에는 이들의 등단작을 포함하여 

총 39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목월 시인은 〈길처럼〉 〈나그네〉 등 15편, 조지훈은 〈고풍의상〉 〈승

무〉 등 12편, 박두진은 〈향현〉 〈묘지송〉 등 12편을 싣고 있다. 

세 시인은 1939~1940년에 걸쳐 문예지 《문장》을 통해, 당대 문단의 거두였던 정지용 시인의 

의해 추천을 받고 등단했다. 하지만 1940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고, 1941년

에는 문예지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되며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금지하는 등 시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들은 꾸준히 우리말 시 쓰

기 작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광복 이후 문단의 좌우 대립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을유문

화사에서 근무하던 박두진을 중심으로 시집 간행을 준비하여 《청록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1 박영근 <도봉>, 캔버스에 유화, 45.4×53cm, 2016  2 서용선 <고풍의상>, 종이 위 아크릴릭, 30×39cm, 2016 

김덕기 <향현>, 캔버스에 아크릴릭, 27×35cm, 2016

우리나라 현대시사에 한 획을 그은 시집으로 꼽히는 《청록집》의 발간 70주년을 기념한 시·그림전이 열리고 있다. 

글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림에서 글로 이어지는 상호 소통은 작품 감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전한다.

70년의 세월이 축적되는 동안 어느덧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시들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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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예술

정책
공감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교육받아온 ‘기능적’이라는 어휘는, 

그 기능적 건축의 실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화시켰는가. 

보다 편리함을 쫓아온 삶의 모습이 과연 실질적으로 

보다 편안한 것인가. 

살갗을 접촉하기보다는 기계를 접촉하기를 원하고, 

직접 보기보다는 스크린을 두고 보기를 원하고, 

직접 듣기보다는 구멍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편안한’ 모습에서 

삶은 왜 자꾸 왜소해지고 자폐적이 되어가는가. 

우리는 이제 ‘기능적’이라는 말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더구나 주거에서 기능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본질마저 위협할 수 있다. 

적당히 불편하고 적절히 떨어져 있어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집이 더욱 건강한 집이며, 

소위 기능적 건축보다는 오히려 반反기능적 건축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더욱 기능적이게 할 것이다.

빈자의 미학 | 승효상 저 | 느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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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집》은 당대 신진 작가인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세 사람의 등단작과 초

기 시를 묶은 것이지만 ‘자연’이라는 시의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시편 하나하

나마다 작품성을 갖추고 시인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그리움과 애달픔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박목월의 시,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

한 애수를 담은 조지훈의 시, 장애와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아나서는 박두진

의 시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에 달한 암흑기를 밝힌 등불이었다. ‘자연의 발

견’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청록집》은 우리 현대시의 역사

를 통틀어 각별히 기억할 만한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청록집》에 수록된 시들은 발간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다. 우리말의 가락과 심상을 높은 수준으로 형상화한 서정시가 

전해주는 깊은 울림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아름다운 그림과 시의 만남

으로 독자들은 청정한 시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주정하 자료 및 사진 제공 대산문화재단 

1 2

1 윤후명 <청노루> 캔버스에 아크릴릭, 50×60.6cm, 2016 2 이인 <파초우>, 캔버스에 혼합 재료, 45.5×45.5cm, 2016

《청록집》

박목월·조지훈·박두진 지음 | 

곽효환 엮음 | 교보문고 

청록집 발간 70주년을 기념한 시 

그림집 《청록집》은 이번 시·그림전의 

도록이기도 하다. 전시의 대상인 

《청록집》 시 전편을 수록 순서로 실었 

으며, 오기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또한 기존의 

청록파 시집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번 

전시회의 출품작 39점의 이미지를 

함께 수록했다. 청록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편자인 곽효환 

시인의 시어 어석語釋을 달고, 작품 해설 

‘암흑기를 밝힌 등불 《청록집》’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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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받는 국내외 정책정보
정책정보 특화 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 상호대차와 정책정보도우미서비스로 

한발 앞선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주목받는 정책은 무엇인지 최신 국내외 정책정보를 알아본다.  

국내외 정책정보 동향은 POINT(http://policy.n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의  044-900-9068

http://policy.nl.go.kr ▶ 참고정보원 ▶ 최신정책동향 ▶ 국내·국외 선택 ▶ 자료명 검색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POINT 

국 내 정 책 정 보

축제의 문화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참여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 

축제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매년 개최되는 실제 

축제 사례를 다룬 실증적인 연구다. 

청년 예술창업가들의 

공간 전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

이태원 우사단로10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작업실 및 상점을 운영하는 

청년 예술창업가들이 공간을 어떻게 

전유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 2016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으로 주요 개선 사항, 제도 소개, 

평가 배점기준 등을 안내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 | 2016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고,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설명한다.

농업기상관측지침 전문     
기상청 | 2016

 농업기상관측이란 기상요소 중 

농업에 필요한 요소와 기상현상에 

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관측하고, 이를 수치 혹은 

부호로 기록, 표출하는 과정이다. 

농업기상관측에 대한 지침서다.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 2016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2015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 2016

2015년 9~10월에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스마트미디어 및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다. 

중국의 창업 열풍과 

지원 환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창업 

지원 정책 자료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 창업의 현황과 창업 

지원 환경을 분석·정리하였다.

소 정자 특이 결합 단백질을 

이용한 선택적 성 조절용 

제품 및 정액 생산을 위한 

사업 기획 : 최종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2016

소 성감별용 바이오 단백질인 

홀맘을 이용한 선택적 소 성감별용 

정액 생산을 위한 연구 보고서다.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 
국민안전처 | 2016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상반기 사회 전반 및 성 

·가정·학교폭력·식품안전 분야 

안전 체감도 조사 분석 결과다.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6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일률기준으로 식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2016년도 사업 추진 지침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설치)
국민안전처 | 2016

어린이 보호구역·도시 공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사업이다.

핀란드의 숙련·전공불일치

(skills mismatch) 해결을 

위한 정책과 실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숙련·전공불일치’라는 문제에 대해  

‘2016년 핀란드 정부실행 계획안’을 

알아본다.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현’ 성과와 

2016년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좌담회 내용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2016

 ‘졸음쉼터 안전·편의시설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 및 

조치사항을 담았다.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 2016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 

지원강화’ 등을 제시한다.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2016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기본 지침이 안내되어 있다.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안)(2016~2018) 
미래창조과학부 | 2016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인터넷의 

바른 사용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소개한다.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2016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진공저온조리법을 이용한 

수출용 면역강화 기능성 

이유식의 사업화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 2016

유기농 소재를 활용한 해외 수출용 

면역강화 기능성 이유식 및 영유아 

건강식품 개발 기획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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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택도시개발부의 프로그램 
(Programs of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2016

이 자료는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임대, 모기지, 

보조금, 지원금, 규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016 국가보안 전망 보고서 

: 알아야 할 점과 기대할 점
(Defense Outlook 2016 : What to Know, What to Expect)

CSIS | 2016

2015년 미국 국방부의 업무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문가들의 

2016년 전망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esilience)

U.S. DoD | 2016

미국 국방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 거시경제 전망 능력 점검 
(Response to the Review of Treasury’s Macroeconomic 

Forecasting Capabilities)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 2016

2015년 말 호주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거시경제 전망 방법에 대한 점검과 평가, 

권고안을 담았다. 

2015 그린 데이터 북
(The Little Green Data Book 2015)

The World Bank | 2015

본 자료는 200개 이상 국가의 주요 환경 

데이터에 관한 포켓용 참고자료다. 주요 지표는 

농업, 임업, 생물 다양성, 해양, 에너지, 오염 및 

배출, 물과 위생의 표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실 관찰 조사 

: 학급 내 역학관계와 수업시간 분석
(Conducting Classroom Observations : Analyzing 

Classrooms Dynamics and Instructional Time)

The World Bank | 2015

1970년대 미국 기초 교육 교사의 효율성과 질을 

연구한 제인 스탈 교수가 개발한 스탈링 학급 

스냅샷을 이용해 학급 내 역학관계와 

수업시간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자동화와 생활수준 향상 
(Automation and Technology Increase Living 

Standards)

The Heritage Foundation | 2015

본 자료는 미국인 대다수가 자동화로 인해 

노동 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 인력의 수요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십 년간 자동화 

비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투표의 위험성  
(The Dangers of Internet Voting)

The Heritage Foundation | 2015

컴퓨터 전문가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는 

사이버 공격과 인터넷상의 사기에 취약하며, 

이러한 취약점은 인터넷이 조직된 기본 방식에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을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 역량, 주둔과 파트너쉽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 2016

이 자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 전략과 

군사 태세에 대해 다룬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정책 조정 
(Strengthening Transatlantic Policy Coordination on Asia) 

NBR | 2016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

및 대서양 양안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과 관련된 군사·안보 발전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 2016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의 안보 

및 군사 전략을 형성하는 목표와 요인들,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확산 활동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정책 브리프 45호 

: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위한 

획기적인 신흥 기술발전 활용 
(Harnessing Emerg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s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CTAD Policy Brief No. 45) 

UNCTAD  | 2016

 글로벌 혁신기술환경 활용, 지구 보존 및 인류 

번영을 위한 정책 대응의 필수 요소들을 기술한다.

유럽의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제1차 세계관광기구 회의 

: 산마리노, 2014년 11월 19~20일 
(Highlights of the 1st UNWTO Conference on Accessible 

Tourism in Europe : San Marino, 19-20 November 2014)

UNWTO | 2016

유럽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되는 관행을 소개한다.

대통령 경제보고서 : 제7장 공개 

: 경제자문위원회 70주년 기념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 Prerelease of 

Chapter 7 :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2016

고용법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기원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기회복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소급평가
(A Retrospective Assessment of Clean Energy 

Investments in the Recovery Act)

CEA | 2016

2009년부터 2015년까지 ARRA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결과를 평가한다.

개정된 동물 비경구 제형 

: 개발·평가·수립 지침 
(Modified Release Veterinary Parenteral Dosage 

Forms : Development,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Specifications)

FDA | 2016

본 지침은 신종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비경구투여 약의 조절 및 방출 승인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시스템 강화 

: 의료산업 및 식품의약품국 직원을 

위한 안내서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FDA | 2016

의료기기 시판 후 관리자료의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조사·확인했다. 

독일 외국인 상공회의소 사절단과 

대표단의 연방 기금 평가
(Evaluation of Federal Funding for the German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Delegations and Representations 

(AHKs))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Germany | 2016

독일 외국인 상공회의소 사절단과 대표단에게 

배정된 연방 기금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다.



정책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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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공직자를 위한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는 정책회원들이 정책 과정 중에 필요한 국외 학술 전

자책을 신청하면 바로 구입하여 24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 서비스는 기존의 국

외 전자책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선했다. 기존의 국외 전자책 서비스는 이용자가 국외 학술 전자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관련 없는 전자책을 신청하거나, 신청 후 구입하여 이용하기까지 한 달 이상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편된 서비스에서는 정책회원이 필요한 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찾

을 수 있도록 전자책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책 신청 시 24시간 이내에 구입하여 신속하게 제공

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외 학술 전자책의 수량은 1,200여 개 해외 출판사의 90만여 종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OECD, UN, WHO,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발간물을 비롯하여 Taylor, Elsevier, Springer, 

Harvard University Press 등 유명 해외 출판사들의 전자책을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신간 발행 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통해 공직자를 비롯한 정책회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찾고, 신속하게 이용하

여 정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신청 절차

 회원가입

 서비스 접속

 검색하기

원하는 전자책을 서명·저자명·ISBN 등의 키워드 검색과 주제 분야별, 출판사별 등으로 다양하게 검색한다. 

 미리 보기

검색된 도서는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신청하기

미리 보기 후 정책 과정에 필요한 도서일 경우 전자책을 신청한다.

 이용하기

비치 완료 안내 이메일(24시간 이내 발송)의 ‘전자책 바로 가기’를 클릭하거나 정책정보서비스 POINT policy.nl.go.kr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전자책 이용하기’를 클릭한다. 관외에서 이용할 때에는 도서관 ID/PW로 로

그인하여 이용한다.

공직자를 위한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능동적인 국가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관련 학술 분야의 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공직자들이 정책 과정에 필요한 국외 학술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를 소개한다.

신청에서 이용까지 국외 학술 전자책을 한 번에!

문의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212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회원가입 서비스 접속 검색하기 미리 보기 신청하기 이용하기

회원가입 ▶ 회원유형 ‘정책회원’ 

선택(공직자/공공기관)

서명·저자명·ISBN·주제 분야별·출판사별 

검색

검색 도서 미리 보기 원하는 전자책 신청 비치 완료 안내 이메일 내 ‘전자책 바로 가기’ 

클릭 / 정책정보서비스 POINT(policy.nl.go.kr)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전자책 이용하기’ 클릭

국외 학술 전자책 서비스 신청 절차

정책회원 선택(GPKI/이메일 인증) 후 가입 완료

User ID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 ID 

Password : libraryebook!@# (※ 임시 비밀번호이며, 개인별 비밀번호 변경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또는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 sejong.nl.go.kr  에서 통합 회원에 가입한다.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 POINT 등)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책정보서비스 POINT policy.nl.go.kr   ▶ 서비스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전자책 신청하기

회원가입 시 회원유형

서비스 로그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존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회원유형 확인 후 일반회원일 경우 정책회원으로 변경

※ 2016.9.1. 이후 가입회원 및 회원유형 변경 회원은 가입 후 익일(평일 도서관 개관일 기준)부터 이용 가능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sejong.nl.go.kr

정책회원
(공직자/공공기관)

sejong.nl.go.kr

신청하기

신청하기

ID
PW

policy.nl.go.kr

전자책 이용하기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정책정보서비스 POINT ▶ 서비스 ▶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 전자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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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의 획기적 전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혁명의 끝이라는 시각과 인류 재앙의 시작이라는 양분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내다본다.

산업혁명이란 기존과 다른 기술과 생산 방식의 등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세 번의 산업혁명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 번의 산업혁명은 그 특징들을 규합해 사후에 규정되었습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4차 산업혁명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

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혁명을 규정지었던 기준을 기반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서부영화에 등장하는 기차나 배를 보면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기기관의 적용이 기계식 생산 설

비인 방직기에 적용되면서 1784년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명배우인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이 주연한 흑백 영화 중 ‘모던타임즈Modern Times’라는 영화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

된 생산 라인에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다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우스꽝

스럽게 고생하는 주인공이 보입니다. 이 영화는 19세기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고 표준화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과 같

은 존재로 전락한 산업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정확히 

대변하는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에는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철판을 

자르고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을 위한 정보가 컴퓨터에 입

력되면 컴퓨터는 로봇을 제어하고 로봇은 입력된 정보대로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전자기술과 IT가 적용되어 생산의 자동화가 수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에 해당

됩니다.

그럼 종합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기술이 필요하

고, 이를 응용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증

기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동력과 표준화의 도입에 따른 대량 생산

화,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과 정보기술 IT 등장에 따른 자동화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기존과 다른’이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 혁신’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적 혁신이 기존과 다른 기술을 등장시키고, 이를 이용한 기존과 다른 생산 방식의 등장이 앞

선 세 번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접근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과 다른 기술과 기

존과 다른 생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과 다른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스마트공장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으로 작용할 ‘기존과 다른’ 기술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생산 방식이란 무엇이 

될까요? 언급된 기술 기반은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유기적 연결(사물인터넷)을 가능케 하

고 이들에서 얻는 수많은 정보(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인공지능)하

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가상의 공간(가상물리시스템 :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가상의 환경에서 연결, 실현되어 효율적 생산이 가능한 것)에서 실시간으로 연

결되어 제품의 생산(3D 프린팅과 스마트공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현재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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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와 사회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뉴스, 잡지, 신문 등을 

통해 흔하게 접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물인

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3D 프린팅,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관련 단

어들이 거론됩니다. 단어의 의미도 생소한 상태에서 이들의 등장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혁

명의 개념부터 짚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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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들 합니다. 왜일까

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은 결국 수많은 데이터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이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 두뇌

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미 

1956년에 제시되었고,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관

련해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성

능의 비약적 발전과 빅데이터의 등장이 인공지능 발전의 전

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축적된 정보와 자

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지능을 향상시키기까지 합니다. 알

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인공지능의 능력

과 발전을 검증한 결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사에 따르면, 이세돌 9단과

의 대국을 앞두고 4주 동안 기보를 통해 1백만 번 이상의 실

전학습을 했습니다. 이는 바둑 기사 1명이 1년에 1천 번의 

대국을 해도 1천 년의 시간이 필요한 학습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든 영

향을 줍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인간의 삶 이렇게 삼자 간

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

한 사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뇌의 

역할을 하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4차 산

업혁명 성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넘쳐나는 정보로부

터 최적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적의 기획 생산 판매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해져 생산 분야는 기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던 수준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가 생산부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처방과 치료로 불치병 

환자가 완쾌되었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과거의 모든 병력과 치료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가장 가능성 높은 치료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

는 금융 분야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세계적인 금융 회사

들이 금융거래와 투자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

지요.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시험주행

을 통해 상용화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의 

반영으로 정체 없는 교통정리도 가능해집니다. 

이뿐일까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통해 국방을 튼튼

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의 선천적 능력을 분석하여 개

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육도 가능해집니다. 노령화 인구

의 급증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문제도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

될 듯합니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면

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사람

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 일자리의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직업군의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겠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서 고용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예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문제도 매우 중요해질 듯하고, 정보

가 집중됨에 따라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말한 빅브라더(정보

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

는 우려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위시한 기반기술의 발전이 우

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있

습니다. 중요한 점은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

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연결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리고 이러한 의견과 참여는 빅트레시Big Trash가 아닌 발전적 

빅데이터Big Data의 축적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글 이상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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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람보다 우수한 운전 능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차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 

트럭, 무인항공 택배 등의 운송 수단, 출퇴근, 쇼핑 등 사람과 사물의 

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전망이다. 그러나 드론과 같이 육해공을 

누비는 교통수단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기술의 

신뢰성과 보안, 새로운 운송 방식에 맞는 법과 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로봇으로 이룬 가사 혁명

가사를 대신하는 로봇이 2025년에는 대중화될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제어, 더 나은 음성 인식 기술이 로봇의 서비스 수준과 

대인 소통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거나 

사무실 청소, 보안을 담당하는 전문 로봇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술적 장벽과 고비용의 문제는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 간호사를 대신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현재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 건강 체크 모바일 앱, 전자 의료 기록, 

수술 로봇과 운영 서비스 로봇 등을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 몇 년 

내에는 치료에도 성과를 보여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전망이다. 그러나 환자와 환자 가족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이 건강 분야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일대일 과외를 

대화형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개인 수업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미 언어와 수학 등의 주요 교과목에 학습에 도움을 주는 

쌍방향 튜터링 시스템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교육 기관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과 

같은 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 과정에 

일부 편입되리라고 예상한다. 다만 시스템을 빈부의 차이 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저자원 공동체를 위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필수불가결하게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응해 공공의 선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납 중독 예방이나 식량의 효율적 분배 

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간 투자자 역시 상업적 

활용도가 적은 인공지능에는 투자를 꺼려왔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인센티브와 우선적 투자를 유치하여 저자원 공동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안 영역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보안이다. 신용카드 사기 

같은 범죄 추적에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2030년에는 감시용 카메라와 드론, 금융사기 추적 알고리듬, 예측에 

기반한 치안유지활동Predictive Policing 등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미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도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안을 가장한 사찰이다. 보안 분야의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자유와 존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 

하게 사용해야 한다.  

고용과 일자리의 변화 

가까운 미래에는 일자리Jobs보다는 일Tasks의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 

이다. 택시와 트럭 운전 같은 직업은 사라지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사라질 일자리보다 생겨날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렵다. 다만 노동의 비중이 떨어지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대비해, 사회 안전망 

이라는 법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의 혜택은 소수의 상류층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쌍방향 미디어의 엔터테인먼트 등장 

인공지능은 콘텐츠 제작 도구와 소셜 네트워크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등장시킬 것이다. 특히 개인화된 쌍방향 

미디어를 활성화할 것이다. 더욱 다양한 도구와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해 손쉽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면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예측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프로젝트 중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삶을 준비하라

“2030년에는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삶을 전방위로 바꾼다.” 

지난 9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 패널들은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진보와 부작용을 예측하며 인류 사회에 끼칠 엄청난 영

향력에 대해 예고한다. ‘2030년의 인공지능과 삶’ 보고서의 8개 분야 변화 요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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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길 

인공지능AI이라는 말은 1956년에 처음 생겼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술 연구를 해온 인공지능이 요즘 조명되는 것은 그

간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이 빅데이터, 딥러닝, 사물인터넷, 

클러스터 등의 기술 발달로 급속한 발전을 거두고 있기 때

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교

통, 건강관리, 교육 등 인간의 삶 여러 분야에 이용될 전망이

다.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과제 또한 안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은 구글 나우Google Now, 애플은 시리

Siri,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Cortana 등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2030년에는 인간의 삶 거의 모

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약할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은 단계적으로 발전할 전망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특정 분야에서 사람 이상의 성능을 낼 것이라는 것이 지배

적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단계로 

이동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행동’을 한다. 스스로 움

직이는 것이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사람을 이겼듯이, 현재의 인공지능은 주

어진 특정 분야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약인공지능

Weak AI의 단계다. 여기서 발전해 강인공지능Strong AI 단계가 되

면 인간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의

식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생각하면서 말하고 운동하고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

인공지능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눈부신 미래는 한편으로 두려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것이 과제다. 제도와 정책의 합리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제언 

인공지능, 
인간을 이롭게 하다

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마침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

능Superintelligence이 나타난다.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인공

지능이다. 

인공지능의 미래 비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

어 편리를 가져다줄 혁명적 기술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

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치명적 기술로 평가한다.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처럼 ‘인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

을 앞세우면 인공지능 발전에 발목을 잡고,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의 합리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의 기술 혁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인

공지능 선두 기업들이 급속도로 인공지능에 혁신을 일으킨 

이유로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이해, 스마

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에서 최

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많은 이미지의 자동 

분류나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의 이해, 음성 인식 및 자동 

번역 등에서 이미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수준이고, 자율자

동차 분야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IBM은 사람과 퀴즈 대결

에서 승리한 왓슨Watson 시스템을 의료, 보험, 교육 등의 분야

에 취업시켜 인간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모여 집합

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듬도 중요하지

만,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고성능 플랫폼의 지원 또

한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연산 처리 능력이 급속도

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방대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

퓨팅 파워가 뒷받침한다. 때문에 그 인공지능 알고리듬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인공지

능의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인재

와 공유 체제 외에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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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플랫폼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소유한 빅

데이터와 컴퓨팅 플랫폼이 뛰어난 인재를 모으는 기반일지

도 모른다. 

무엇보다 근래 인공지능의 혁신은 한 개인 또는 소수의 천재

적인 능력보다는 집단적 창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

단적 창의성은 다양한 개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

는 환경에서 드러난다.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은 이러한 집

단적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내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

이다. 뛰어난 직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는, 아니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각자의 동기를 자극하

고 경쟁을 극대화하며 엄청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과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몇 가

지 들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원과 서울대, KAIST 등 국내 연구기관과 대

학, 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인공두뇌 엑소브레인Exo-

Brain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언어 인공지능이

다. 미국의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 인간에 겨루어 승리한 

인공지능 컴퓨터 IBM 왓슨Watson과 유사한 질의응답 소프트

웨어 시스템으로, 올해 말 EBS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

과 퀴즈 대결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상 인식Computer Vision 연구도 

딥러닝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곳이 바로 눈이다. 사람의 눈과 같

은 고도의 정보 처리 기능을 탑재한 영상 인식 기술은 이미

지를 보고 분석하는 기술로, 현재 페이스북이나 자율주행차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런 영상 인식 기술은 정답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

자신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단점과 결점만 지적받고 자란 사람은

대개 누가 장점이 뭐냐고 물어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없다’면 ‘시야가 넓다’로 바꿔봅니다. 

‘싫증을 잘 낸다’면 ‘결단력이 있다’고, 

‘성격이 어둡다’면 ‘마음씨가 곱다’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늘 마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획 | 이슈 진단

기시미 이치로 저 | 전경아 역 | 살림출판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학습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Machine Learning 뿐만 아니라, 정답 없

이 학습을 진행하는 비지도학습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으로까

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 영상 인식에서 벗어

나 영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내 영상 

인식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딥뷰Deep View가 대표적

이다. 딥뷰는 카메라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로 2018년부터 산업화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체들

의 연구가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음성 인식, 자연

어 이해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일부는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연구 개발 속도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두 기업을 따라가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이론적인 알고리듬의 개

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검증

하여 실제적인 성능을 얻기 위한 빅데이터와, 그 빅데이터

를 빠른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클러스터 플랫폼, 이 

두 요소가 함께 지원될 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실험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수천, 수만 대로 구성된 클러

스터 플랫폼 없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개선하기

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연구 인력 및 연구정

보 공유 플랫폼 구축이나 일본의 AIP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발 빠른 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 

선진국들의 기술 동향이나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인

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미래 생존에 매우 밀접하고 다른 산

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기술임을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기술을 선도하려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

하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신설을 

통해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며, 각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

회 또는 실무추진회 등을 신설, 확대하여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 개인 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

여 사업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업화 플랫폼 구축과 지원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생성한 데이터의 공개를 통

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공유해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 개인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공지

능 인력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중국의 바이두, 

일본 등에 채용되는 실정이어서 국내 인력마저도 글로벌 인

공지능 업체에 빼앗겨버릴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 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개론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다양한 전공의 협업을 통한 인

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송사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리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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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킴이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  
지난여름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은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 

탁 트인 전망에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한 도서관은 청사 내 사랑방이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브레인, 도서관을 찾았다. 

창조 경제를 이끄는 핵심 부처 

지난 60년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과학기술의 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입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과학기술을 육성한 지 반 세기, 과학은 전 국가적인 어젠다이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그 성장을 견인한 것이 바로 지식 정보의 요체, 도서관과 자료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기능들이 이관되어 신

설되었다. 도서관의 출범도 이때였지만, 그 뿌리는 196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에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직원들과 연구

자,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ICT 전문도서관이다. 도서관은 현재 약 2만 5천여 

권의 장서와 2만여 건의 원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 모든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

이지와 네이버 등의 포털을 통해 원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설 기관이라 처음에는 적정 규모의 도서관 모습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

학 분야 도서만으로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것만으로는 기관의 성격상 반쪽도서관이라 할 수 

있어 정보 통신 분야 장서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

유하고 있는 장서 중 복본과 정보 통신 분야 장서를 이관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도서관은 열람에 효율적인 동선과 구조로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독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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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융성, 창조 경제의 중심 

정부부처 1호 사서사무관 이인옥 사서는 과학기술처에서부터 

미래창조과학부까지 22년간 도서관과 자료실을 지켜온 전문사서다.

또한 기관 명칭에도 박혀 있는 ‘창조’와 ‘창조 경제’라는 단어

의 개념조차 낯설 때, 관련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창조 

경제를 이끄는 핵심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공간 조성 

이인옥 사서사무관은 1988년 과학기술처에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연구원으로 파견되어 첫발을 디딘 후 1994년 과학기술

처에 정식 임용되어 올해 22년 차를 맞았다. 부처의 조직개편

과 통폐합으로 상당량의 자료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에 직면해서도 22년간 많은 자료들을 악착같이 관리하고 지

킨 것이 바로 이인옥 사서다. 

“임용되고 지금까지 도서관을 다섯 번이나 이사했어요. 책이

나 자료를 이동하면 분실의 위험이 커서 이사는 여간 신경 쓰

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다섯번이나 이사를 

하고나니 우스갯소리로 도서관 전문 이사업체를 차려도 되겠

다고 할 정도로 이사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은 지난 7월 또 한 번의 이사를 했다. 

1층에 자리한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규모를 넓

혀 보다 쾌적하게 자료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접견실과 이

어져 있는 도서관은 사방을 창문과 유리로 마감하여 개방감

이 든다. 탁 트인 시야에 창밖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도서관에

서 4계절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자연스럽게 자

연친화적 공간이 조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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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각 자료는 언제든 찾아보기 쉽도록 

도서관 문 앞에 별도의 서가 진열대를 마련해 

정리해놓았다.

2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실용서와 같은 책은

소파 옆 낮은 서가 진열장에, 일반 학술지와 

연구자료는 뒤쪽 키 큰 서가에 진열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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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 만남, 휴식이 도서관 인테리어의 주요 키워드였어요. 이런 요소들로 이용자

에게 최적화된 복합 문화 공간, 북카페와 같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단정하게 자리 잡은 서가, 거실처럼 꾸며놓은 소파와 테이블은 이용자들이 언제

든 편하게 자료를 찾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다. 편안한 휴식과 독서

를 돕기 위해 가구를 공간에 맞게 직접 제작한 것도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용자와 소통을 위해 최대한 파티션을 없애고, 있는 파티션은 키를 낮췄다. 

자료실과 휴식 공간을 근접 배치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라도 노트북을 이용해서 웹 DB와 자료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은 공직자와 직원은 물론 일반 민원인에게도 개방하고 있

다. 이인옥 사무관은 소장 자료는 모든 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

칙으로 도서관을 관리한다. 문턱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주 찾

고 싶은 도서관이야말로 도서관의 이상향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밀착 서비스가 필요하다. 희망 도서는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수서를 매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창조 경제를 이

끌어가는 선도 부처인 만큼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동

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요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 등 이슈가 되는 최

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매일 신문,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

해 트렌드를 인지하고, 신간을 선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22년간 도서관을 

지켜온 노하우가 있다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빼먹지 않는 것, 지금 하는 일에 안

주하지 않고 사서의 업무 영역을 확장해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일이다. 그런 노력들

로 이인옥 사무관은 2005년 정부부처에서 처음으로 사서사무관으로 승진했다. 1호 

사서사무관이 된 것이다. 이후 행정기관 소속 도서관(자료실) 사서들이 승진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지금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자료 운

영, 결재문서의 원문 정보 관리, 공공저작물 업무까지 맡아 소수 직렬에 대한 편견

이 없도록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은 직원들에게 매주 월요일 아

침 도서 요약본을 소개하는 ‘아침독서문자발송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다. 수서를 한 후 직원들에게 도서를 추

천, 북집www.bookzip.co.kr과 연계해 소개한다. 가까운 지인들과

도 공유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정보서비스와 학술지목차

메일링서비스 등 각종 도서관 서비스를 수시로 소개한

다. 업무 시간 외에 회의나, 접견, 동아리 활동 등으로 개

1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가 앞에 발마사지 

기계를 구비해 놓았다. 이곳에서 독서와 함께 휴식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2 정보 검색대는 프론트와 서가 사이에 낮은 파티션을 두고 설치했다. 

서가와 접근성이 좋아 열람에 편의를 준다.

1

2

별 요청이 있을 때에도 도서관을 개방한다. 지식뿐만 아니라, 문

화의 중개자 역할도 똑똑하게 수행 중이다. 

“이용자가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사서의 노력으로 찾아서 제공했

을 때 남다른 기쁨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해도 자료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지요. 연구자를 추

적해 메일이나 전화로 보고서를 구하는 일도 다반사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자료를 구했을 때 스스로 만족감도 커요.”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청사 관리 소장님의 부탁이었다. 화가였

던 장인어른의 유고전을 하려는데, 장인어른의 삽화가 실렸던 70

년대 미술 교과서를 구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교과부에 5년간 몸

담았던 덕에 교육 분야 자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터라 쉽게 구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미술이 주요 과목이 아니어서 찾는데 상

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전국의 고서점을 뒤져서 결국 교과서

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 청사 관리 소장님과 뗄 수 없는 인연

을 맺었다. 

이인옥 사무관은 정부부처가 도서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작년에 국가 차원에

서 지식정보자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

책정보협의회가 출범했다. 처음에는 정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협력망을 운영하다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되어 현재 협의회에는 12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가입이 저조하여 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

쉽다. 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이인옥 사서는 어떻게 하면 정부부처 

자료실들이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

민하고 있다. 

한편, 이인옥 사무관은 정부부처에서 사서가 퇴직하고 나면 그 자

리에 신규 사서직을 채우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퇴직 후에 

반드시 후임으로 사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다. 

사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부처 내 자료실이나 도서관도 활성

화될 수 있다. 도서관이 살아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은가.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

다. 지식과 정보의 집합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도서관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도서관은 분명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기체

다. 미래창조과학부 도서관이 창조 경제의 중심, 대한민국의 싱크

탱크가 되길 바란다.                                                        글 윤지영 사진 박우진



도서관 지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서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서관은 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원주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확충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초석을 닦고 있다. 

국민 건강 지킴이들을 위한 정보터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등 의료 인프라는 필수 요소다. 우리나

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정도로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앞장서 실현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 이상의 효과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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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사옥 2층에 자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서관. 직원들에게 정보터이자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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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들의 지식 재충전을 위해 인문교양서를 서가 앞쪽에 배치했다. 2 종이 신문 대신 신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요 일간지를 열람할 수 있다.

3 서가에 빛이 잘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판단하

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2000년 7월 출범한 심평원은 2005년 서울 마포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했다가 2015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의해 강원도 원주 신사옥에 자리를 잡았다. 원주 본

원 외에도 전국 9곳에 지원이 있다. 전체 직원의 다수를 차

지하는 심사·평가 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건강 지킴이를 자임해

온 심평원은 지난 16년 동안 쌓아온 의료정보를 활용해 의

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꿈꾼다. 

심평원 도서관은 2000년 기관 설립 첫해에 문을 열었다.

1차 목적은 소속 기관 직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연구소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한다. 

심평원 도서관은 연구조정실 연구행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순환보직제로 직원들이 일정 주기로 도서관 행정을 맡는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1년간 도서관 관리 업무를 담

당했던 김태연 주임에 이어 지난 8월부터는 조민영 주임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다. 

“심평원 도서관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에서 생산하는 많은 의료

정보를 융합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국가 경제

에 보탬이 되는 똑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의료 자료를 집대성한 도서관

심평원 도서관은 사화과학, 의학서적 등 전문 서적과 더불

어 기술과학, 예술분야, 순수과학 등 1,419종 20,000여 권

에 달하는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중 의학 관련 서적이 

10,000여 권으로 가장 많고 기술과학 관련 서적이 7,500여 

권으로 그 뒤를 잇는다. 

“우리 원의 대표적인 업무가 심사와 평가인데요. 국민들이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과다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심사하고, 각각의 항목(질병)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의 질

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서관은 다양한 질병 자료

부터 건강보험 관련 서적, 심평원 연구보고서, 약제정책·급

여정책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연도별로 수집·관리하고 있

습니다. 유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사

회연구원 등의 자료도 기관별로 수집하고 보관하고요. 한국

병원약사회지 등 69개 국내 의학 전문 저널 및 MD Consult 

등 15개 해외 DB를 검색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영 주임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신청받고, 웹 DB

는 정량평가를 통해 매년 구입하고 있다며, 도서관에서 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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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킴이

1 다양한 테이블을 비치한 도서관은 사랑방 역할도 한다.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서관은 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한다.

4 도서관 관리를 담당했던 김태연 주임(좌)과 현재 담당자인 조민영 주임(우).

공하는 자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업무와의 연관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도서관은 2005년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2008년 전자정보서비스 및 원문복사서비스 등 콘텐츠를 

보완함으로써 도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내부 직원이 이용하는 사내 전자도서관과 국민 홈페이

지 전자도서관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내부 직원들에게는 국

내외 보건의료 동향 등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국민들

에게는 보건의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렇게 보건의료 자료를 집대성한 덕분에 원주시

의 보건과학대 소속 학생들도 심평원 도서관을 종종 찾는다

고 한다. 

원주혁신도시에서 

보건의료문화의 싹을 틔우다 

심평원 도서관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규모

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약 519㎡로 이전보다 3배나 

커졌다. 도서관 담당자에겐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갑자기 

늘어난 공간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이 크다. 작년 여름

부터 올해 여름까지 도서관을 담당했던 김태연 주임은 도서

관 이전이라는 큰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작년 7월부터 도서관을 담당했는데 12월 이전까지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처음 설계 도면을 받았을 때 막

막하더라고요. 인테리어에 뛰어난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

고 이렇게 큰 규모로 기구나 소품을 구매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 먼저 원주를 이전한 한국관광공사 도서관 등 타 기관 도

서관을 벤치마킹하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전 뒤에는 

장서를 옮기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척되지 않았어요. 부

서마다 속속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도서관을 한 번씩 둘러

볼 때면 마음이 급해졌지만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무척 뿌듯

했죠. 주위 분들은 도서관에 손도장을 새겨놓으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심평원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 열람 시설을 접목했

다는 점이다. 직원들의 열람 시설이 창가를 따라 테이블과 

의자가 빙 둘러져 있다면, 어린이를 위한 열람 시설은 도서

관 중앙에 곡선형의 나무 단을 설치해 구분 지었다. 살짝 높

고 너른 공간이 마치 책이 피어난 언덕 같다. 나무 단의 위, 

아래, 옆부분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독서 공간을 마련

했고 기둥을 둘러싼 원형 서가에는 어린이 도서를 비치했

다. 이런 공간은 도서관 이전을 앞두고 계획한 콘셉트에 맞

춘 것으로, 심평원 직원 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

원은 직원의 76.2%가 여성이다. 직원 중 심사직 비중이 높

은데 간호사·약사 등 임상 경력자 가운데서 채용하기 때문

이다. 기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

서다. 신사옥 2층에는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나란히 붙어 있

다. 때문에 자녀를 위한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직원 자녀가 

방과 후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다가 퇴근하는 엄마와 같이 

집에 가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출입문 옆에 세워둔 신문 열람 시스템도 눈에 띈다. “종이 신

문은 훼손과 보관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자신문을 도입했습

니다. 버튼을 터치하면 구독하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빠

르게 읽을 수 있고 3개월 전의 기사까지 제공되니 유용합니

다. 대형 디스플레이 덕분에 가독성도 좋아요. 이용고객들

이 오고 가며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용 테이블부터 편안한 소파, 인테리어 기능을 겸

한 창가 테이블까지 다채로운 공간을 구성해 도서관이 자료 

열람뿐만 아니라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과 소

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 “창가에 들어

오는 풍경과 환하게 들어오는 빛이 도서관을 아늑하게 만들

죠. 이전하며 도서도 확충했고요. 업무 중에는 필요한 자료

를 찾으러 방문하고, 점심시간 및 오후 휴식 시간에는 삼삼

오오 찾아와 독서도 하고, 사랑방처럼 이용합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도서관을 꿈꾸며

현재 심평원 도서관은 도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책을 찾

기 쉽도록 도서의 분류와 배치를 정비하고, 전자도서관에

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서의 분

류와 배치가 마무리되면 전자도서관에 위치 정보까지 포함

할 계획이다. 

조민영 주임과 김태연 주임은 도서관의 이용고객이었다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도서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도서관 업무를 맡아보니 보이지 않게 해야 할 일이 많

아요.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도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남모를 고충이 많지만 직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인 만큼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도서관은 장차 직원들의 공간에서 지역의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 도서관이 사람 냄새 나고 색깔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고, 접근성

도 좋아졌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사람

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CEO와 함께하는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심평원의 도

서관이 책과 함께 살아 숨쉬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

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처럼 국민 건강은 국력의 바로미터

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

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서관의 노력이 있기에 국민

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글 주정하 사진 박나연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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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소식

(매주 목요일, 19:00 ~ 21:00)

•일시 | ~ 2016. 11. 24, 매주 목요일

             19:00~21:00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3층)

•대상 | 공직자 및 일반인(회차별 100명)

•주제 | 소통·성찰·치유

•강사 | 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회차 일자 세부 주제 강사 신청기간

1 11.   3.
시대별 클래식 음악여행 3 

: 낭만파 시대의 음악 이해 

장일범(음악평론가)

/ 카메라타아르테(연주)

10. 11.(화) 

10:00~

2 11.  10.
우리 신화에서 만나는 

내 존재의 근원

이나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

11. 1.(화) 

10:00~
3 11.  17. 무의식과 마음의 대화 이주향(수원대학교 교수)

4 11.  24. 나를 사랑하는 5가지 방법 
이시형 

(의사, 세로토닌문화원 원장)

서양 고전

동양 고전

(화요일, 10:00 ~ 12:00)

•일시 | 2016. 11. 1 ~ 11. 9, 14:00~16:00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소회의실

•대상 | 성인 30명(중장년층 이상)

•주제 |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강사 | 신득렬(교육학자)

•주제도서 | 《국가》(플라톤 저,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일시 | 2016. 11. 3 ~ 11. 17, 14:00~16:00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소회의실

•대상 | 성인 30명(중장년층 이상)

•주제 | 孔子에게 길을 묻다

•강사 | 배득렬(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주제도서 | 《論語集註》(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대상 | 일반인 각 100명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3층)

•강사 | 분야별 전문가

•신청방법 | 각 신청 기간 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행사 ▶ 대상별교육신청 ▶ 

   성인 ▶ 마중물 부모강좌

•문의 | 044-900-9138

일자 주제 강사 신청기간

11. 29.(화) 

10:00~12:00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의 기술

서효봉

(여행교육전문가)
11. 22.(화) 

10:00~

12. 6.(화) 

10:00~12:00
여행이 아이를 키운다

12. 13.(화) 

10:00~12:00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정리의 힘

윤선현

((주)베리굿정리컨설팅 대표)

일자 주제 세부 내용

11. 1.(화) ‘국가’ 제6권, 제7권 철인통치자 교육

11. 8.(화) ‘국가’ 제8권, 제9권 다양한 정치체제, 정치체제의 타락

11. 9.(수) ‘국가’ 제10권
시론 그리고 정의의 보상, 

‘국가’가 현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들

일자 주제 세부 내용

11. 3.(목)
역대 중국인들의 

공자에 대한 인식
각 시대 공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11. 10.(목)
현대 중국인들의 

공자에 대한 인식
현대 중국의 ‘공자’ 마케팅

11. 17.(목) 공자와 현대사회 공자 사상이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

세종고전인문학당

세종고전인문학당

국립세종도서관은 10월 13~31일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국립세종도서관과 나의 추억〉 사진·그림전을 열었다. 전시 

작품은 지난여름 ‘국립세종도서관과 나의 추억’을 주제로 공모된 사진과 그림 84점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가 두드러졌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쓴 작품 설명은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해주었다. 수상작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된 현장 투표와 내부 심사 결과를 합산해 선정되었다. 한편, 전시실에는 도서관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빈 캔버스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은 도서관 추억을 나누고 공감했다.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출입구와 로비에서 〈도란도란 그림책 찾아 도서관 가는 길 2〉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상반기 가

정의 달을 계기로 진행했던 동 전시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림책 삽화와 책을 전시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동 전시는 가을 시즌을 맞아 따뜻한 색감과 정감 있는 그림체의 그림책 삽화로 새롭게 구

성했으며, 국립세종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책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간 | 상시  

•장소 |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실 출입구 및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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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하루 평균 2,400여 명(주말/방학 5,0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물품보관함을 다수의 이용 

고객이 이용함에 따라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물품(부패 및 

위험 물질 등)의 보관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1층 커피 전문점에서 이용 편의를 위해 매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 측에 

판매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설계 당시 연 1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이용고객이 꾸준히 늘어 예상인원의 7배에 해당하는 연 80여만 명이 방문 

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에는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이용하여 

열람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좌석을 

점검하는 등 다른 이용고객을 배려하는 도서관 예절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을 개인 공부가 아닌, 도서관 본래 기능인 소장자료 이용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1주일 가능하며, 연체 중일 

때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서 회전율을 높여달라는 이용고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서를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 바랍니다. 도서관은 반납 

예정일 2일 전에 문자를 전송하여 반납일을 다시 안내함으로써 연체를 방지하고 반납일 

전, 미리 연장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매점의 판매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어요

열람 공간 및 좌석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연체 기간일지라도 연장 가능한 1주일 기간 내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도서관 이용고객의 목소리 
국립세종도서관은 이용고객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에서는 도서관 이용 방법, 규정, 에티켓 등을 소개하여 서로의 배려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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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만난 사람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바쁜 업무가 겹쳤고 하루하

루 피곤하다 보니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질

문까지 꼬리를 물었다. 마음

에도 여유가 없어서 내내 여

름휴가를 갈까 말까 고민하

다 문득 독서클럽에서 배운 

대로 ‘나’를 읽어보았다. 

‘무더위, 휴가, 인정, 야근, 여유, 삶, 사람, 가족’

문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며 모두에게 소개했던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나 자신에게 처방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인공 모모는 ‘엉덩이로 벌어먹고 살아온 창녀’ 로자에

게 맡겨진 아이들 중 하나다. 모모와 로자에게는 종교라

는 장벽이 있지만, 또한 서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듭이 

있다. 그것은 혈연도 돈도 아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

야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공감대다. 모모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로자 아주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오래도록 함께 사는 것이다. 세상에는 겪어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먼저 행복 따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모모. 못생기고 뚱뚱

한, 결국 치매에 걸려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로자에

게 모모는 어느새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을 돌

나를 읽고 
삶을 보듬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아카데미 〈움〉 프로그램 중 

‘독서클럽’을 운영한다. 지난달 독서클럽 강사인 

김무영 작가 인터뷰에 이어 ‘독서클럽’ 회원들의 

북칼럼을 소개한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 
채정희 주무관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봐주는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모모는 로자를 기쁘게 해

주려고 길가에 버려진 꽃을 다듬어 가져다주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훌훌 빠져버린 로자를 위해 가발을 훔치는 

상상도 해보는 착한 아이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는 병든 로자였지만 그녀가 변해가는 모습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는 모모의 모습을 통

해 어떠한 삶도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답을 찾았다. 내가 여지껏 추구했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이 진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

면 어떠한 삶을 갈망하는지 말이다. 단순히 “남들 다 놀

러 가는데 남아서 열심히 하더니 채정희 씨, 보고서 잘 썼

네” 하는 칭찬의 말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갈망했던 것이 아닌지….  

업무와 휴가, 인정받음과 여유로운 삶 사이를 고민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

력이었다. 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쉼을 찾고 여행하는 꿈

을 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

심으로 늘 갈등했던 것 같다.    

책장을 덮으며 하밀 할아버지! 하고 소리 내 불러보았다. 

책을 읽고 나서 ‘인정’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었다.

인정이란 능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대로의 모습을 응원하는 사이, 함께 지내고 일하며 성장

하는 모습을 서로 기뻐해주는 마음이다.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그토록 

낮은 곳에도 생은 존재하고 그러한 생 역시 찬란하고 아

름답다고 말해주는 모모의 사랑처럼 말이다. ‘나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을 떠올려봤고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춘천 집을 생각해보았다. 나를 인정해줄 사

람, 내가 인정해줄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글 채정희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부른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

- 《자기 앞의 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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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 위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걷고 서고 달린다. 그러다 종종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다. 

오래전, 어느 가요 노랫말도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도, 알려주는 길도 없다. 

다만, 보이지 않는 길을 용케 찾아가는 바람이 하나의 힌트를 들려준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고. 

가을에서 겨울로의 길목에 바람이 세차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용기를 잃지 말고, 가야 할 길을 잊지 말라는 

바람의 노래를 듣는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천상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