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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① 

voiceeye

국 물산업 클러스터Water Industry Cluster의 등장은 정부의 포부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형 물산업에 자동화, 정보화 그리고 

지능화 세 가지 키워드를 적용해 기존 국내 수자원 인프라를 최첨단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하수도 수처리 및 환경 감시업무의 자동화, 유역환경 특성 정보화 

그리고 물환경 모니터링 운영 최적화 등이 있다.

2015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문을 연 ‘디 엣지The Edge’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빌딩’으로 뽑혔다. 이 건물의 전기 사용량은 같은 크기의 일반 빌딩과 비

교해 30% 수준에 불과하다. 2만 8천여 개의 센서가 각 층과 사무실의 직원 수, 실내

외 온도, 냉난방 상황, 조명의 밝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건물의 중앙서버에 전송

한다. 중앙서버는 센서가 전달한 데이터를 분석해 건물 곳곳의 조명과 냉난방 스위치

를 조정한다. 이처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시스템 간의 정보를 상호 소

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IoT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야인 IoST는 

저에너지를 이용해 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기술로, 초연결 사회 시대의 핵

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IoST에 연결한 센서는 조도, 온도, 움직임, 가속도 등 간단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달한다. 또한 IoST 전용 저전력, 광대역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IoST의 보급

이 더욱 확대되면서 전력이 부족한 개도국에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활용 분야도 농축산업, 건설, 에너지, 자동차, 교통, 환경 등 다양하다. 작업 효율

의 증대와 비용 절감,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가운데 모니터링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데이터의 실시간 측정과 IoST를 이

용한 데이터 전송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들이 ‘딥러닝Deep Learning’에 손을 뻗고 

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

다. 컴퓨터가 ‘또 하나의 의식’이 되는 셈이다. 현재 딥러닝을 응용한 개발 연구 분야는 

총 5가지다. 시각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감성지능 그리고 요약·창작 분야가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대용량의 데이터 때

문에 저장이 어려웠고,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던 기상 이미지 및 데이터들을 활용하

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큰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가져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술 IoST1

1 IoT를 구성하는 사물들 중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사물들과 그렇지 않은 사물들이 있다. 

이 중에서 교환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사물들을 소물small Thing이라 하며, 소물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IosT Internet 

of small Things, 소물 인터넷라고 한다. 

저탄소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

신재생 에너지로

저탄소형 도시 구성인공지능의 활용,

기후변화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

오는 이상기후와 기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방법은 다

양하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이미지, 센서를 통해 수집한 기상관측 데이터 그리고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 상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자원 고갈, 에너지 소비 문제와 

같은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여러 선진 도시들은 탄소자원의 의존도

가 높았던 기존의 도시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차세대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의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떠오르고 있다.

도시 단위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하여 총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및 효율 상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및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따른 탄소배

출 규제와 에너지 거래시장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 및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 성공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 개념으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가 생겨났다. 

탄소배출을 완화하고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시키는 기후기술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

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와 거래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저탄소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탄소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기

후변화 적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들 수 있다. 신

재생 에너지 발전은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지열 등과 같은 지속 가능

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탄소형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기 때문에 신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 중앙 발전 시스템과 함께 건물 단위나 마을 차원의 신재생 연계 소

형 발전 시스템도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단열패널 및 진공 다중창을 비롯한 단열 기술, 조경 기술 및 고효율 기자재 등 건물

의 에너지를 저감하는 요소의 기술 연구와 개발 역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발전 사업을 넘어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이나 건물일체형 풍력 발

전과 같은 공공건물 및 상업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통합 설계 기술에까지 적용되어 

저탄소형 도시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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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이제 일반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

게 되었고  비판적 시각으로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초미세

먼지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미세먼지(PM-2.5, 이하 PM2.5)이

다. PM2.5는 크기가 2.5㎛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직경이 

50~70㎛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위해성은 입자의 크기와 수 

, 구성성분, 농도 등이 독립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데, 

작은 입자일수록 허파까지 흡수될 가능성이 커져 위해성도 증가한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유독 PM2.5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2차 생성 입자Secondary Particulates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상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정부와 민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대기질 개선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전문가

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대책들을 포함해 교통 수요관리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종합대책에 명시된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계

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PM2.5 농도 개선은 계획

된 예산 투입 후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요관리의 중요

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다. 석탄화력 발전시설,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대

형 배출원 및 자동차 저감 대책만으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기질 달성이 어

렵다. 삭감 가능한 모든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배출원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전문가들 사

이에서는 생물성 연소나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네 번째는 PM2.5 고농도사례 발생 시의 대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고농도는 기상조건

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므로 배출량 저감 노력과 동시에 노출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효과적인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배려

가 요구된다. 또한, 고농도 발생 시 외국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과거 고농도 사례 분석을 통해 어

떤 기상조건에서 국내 기여도가 높은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에너

지 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 교통계획 등 PM2.5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기

본계획 수립 시 환경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시행을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PM2.5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요소이다.

관리 및 개선이 

유독 어려운 미세먼지

정부 의지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

숨 쉴 권리, 미세먼지 
농도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 이슈 ②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있다.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글 공성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10

secondary particulates

voiceeye







voiceeye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를 포용적 
성장의 동력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복지 지출 증대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글 김종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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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빈부격차를 비롯해 고용불안, 고령화, 환경·에너지 문제, 지역 격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이러한 위기 전반을 부추긴 근

본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세계화를 통해 전례 없는 자본 수익성 달성에 성

공적일 수 있었으나 동시에 부와 소득에 있어 막대한 수준의 불균형이 초래됐고, 이

는 현재의 체계가 더 이상 지탱되기 힘든 구조적 위기 상황으로 연결됐다. 위기에 대

응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 세계 각국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주목하고 있다. 총제적인 위기 속에서 대안적인 삶의 형식으로 ‘사회적’이라

는 형용사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自助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

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

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과거에는 공공정책,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기능들을 시장에서 기업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복지와 공공의 관점에서 다루어지

던 문제들을 시장에서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해결한다는 점

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

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했으며,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OECD 보고서1999년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경영

전략으로 조직된, 공익지향적인 불특정 민간 활동으로서 주요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특정 경제, 사회적 목표 실현이며,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

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

워크인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사회적 기준’

과 ‘경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 목적, 시민집단이 

설립하는 조직, 자본 소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사결정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 제한적 이윤 분배 등이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활동, 자율성, 상당

한 정도의 경제적 위협 유급노동자 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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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제23조에 의하면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명

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으로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일

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소득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 인식, 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육

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왔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째인 2017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1,877개소에 달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

법이 제정된 201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875개소를 포함해 

12,743개소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

쳐져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

회적경제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정책 방

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주거

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분야 등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

운 기회가 사회적기업들에게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

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가 확대 운용되고, 사회

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이 조성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SK그룹이 관계회사 평

가 기준에 사회적가치 지표를 추가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

기업·금융기관 CSR 포럼에는 40개 기업이 참여하여 이 중 1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을 대상으로 2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가

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지역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이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는 기회이자 사업의 영역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

제는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

여주며 성장해 왔다.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

제는 그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voic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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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라이브 뮤직, 바, 코미디, 파티 등 런던 밤 문화 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2014년 기

준 ￡26.3bn(약 38조 4,558억 원)이며 2029년까지 ￡2bn(약 3조 원)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런던에 있는 클럽 전체의 50%가 문을 닫

았으며, 40%의 음악 공연장이 사라졌다. 이는 자연스레 실업률 상승으로 연결됐다.

이 같은 밤 문화 침체 현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영국의 정치인 및 공무원들과 현

업인들의 시각 차이가 첫 번째이며,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

케이션)’이 두 번째 이유다. 24시간 혹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

이 까다로워져 수많은 클럽이나 바 등이 문을 닫았으며, 끊임없이 상승하는 임대료와 

밀려드는 주택 개발 압박에 밤 문화 시장을 책임지던 이들이 현장을 떠났다. 빈자리는 

대기업 브랜드 매장이나 소형 아파트Flats들로 대체되었다. 불안정한 런던의 경제 상황 

속에서 사디크 칸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4시간 런

던24hr-London’을 제시했다. 나이트 버스Night Bus, 나이트 튜브Night Tube로 대표되는 야간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관리할 ‘밤의 황제’를 임명했다.

‘밤의 황제’로 임명된 에이미 레임은 주 2.5일을 근무하며 시로부터 ￡75,000(약 1억 

1,4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밤 문화의 대변자’로 밤의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 우선 ‘밤의 황제’에게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청

의 특별한 소집 능력을 이용해 사업장 오너, 도시개발자, 런던 경찰청, 런던 교통공사, 

공무원, 야간 근무자, 주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모을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특히 24시간 영업 허가권24-Hour 

License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폭력적 행위와 반사

회적 행위를 클럽 및 해당 업체들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이

미 레임은 여성들이 밤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런던 최초의 ‘여

성 안전 총회Women’s Safety Summit’를 개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밤의 황제’는 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런던 미개발 지역의 재생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친다. 도시계획가, 개발자, 런던 지역 당국들, 주택 업계 대표들, 창조적인 

사업가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런던의 주목받지 못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하

고 새로운 시험들을 시도하고 있다. 펙햄Peckham 지역의 한 주차타워 꼭대기에 만들어

진 간이 바, 브릭스턴Brixton과 이즐링턴Islington에서 형성되고 있는 밤 마켓, 전위 예술 

이벤트 및 전시 등의 창조적 활동들은 새로운 밤 문화 형성과 동시에 지역을 재생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밤의 황제’ 도입 배경 ‘밤의 황제’ 권한과 역할

24시간 런던,  
도시경제 불 밝힐 ‘밤의 황제’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도시의 밤 문화 활성을 위해  2016년 11월 유명 방송인이자 작가, 

활동가, 나이트클럽 운영자 에이미 레임Amy Lame을 런던 최초의 ‘밤의 황제Night Czar’로 임명했다. 

‘밤의 황제’는 침체 중인 런던 밤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런던시의 정책이다.

글 정기성(서울연구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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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도로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2018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중점 추진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다룸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2018년 업무보고서

국방부｜2018

2017년을 평가하고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등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2018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육,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현장 중심의 

실천하는 교육을 목표로 변화되는 

내용들을 담았다. 

자율주행 사용화를 위한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

국토교통부｜2018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삶이 우선인 나라!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8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 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등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2018

중견기업의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장 장애 요인을 분석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무청｜2018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변경,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등 2018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린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과제와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2018

투명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강화 등의 

규제체계 정비 및 시스템 혁신 

내용을 담았다.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9호

(2018-01) : 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연구원｜2018

2017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18년의 

고용전망을 제시한다. 올해 취업자 수는 

29만 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2018

국민 누구나 안심하며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변경되는 2018년 해양·

수산·해운해사항만 분야의 제도 및 

정책들을 담았다.

2018년 외교부 업무보고

외교부｜2018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업무추진 방향과 계획,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등 공통과제

추진계획 등을 다룬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2018

국제 과제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 

만족도 등 2017년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제공한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 

2018년도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2018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2018년 주요 정책과 

계획들을 다룬다.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환경부｜2018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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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받는 
국내외 정책정보

국 내 정 책 정 보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정책관련 

기관의 최신 온라인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자료의 경우 표제와 요약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정책정보포털 최신정책동향정책동향 국내/국외 선택 자료명 검색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policy.nl.go.kr 문의 044-900-9068

voiceeye



2524

정책 동향

국가주권이 제한된 영역에서의 

비확산 : 전쟁 및 위기 지역에서의 

국제적 정권의 대량 살상 역량 

제어에 대한 기여 
Non-proliferation in areas of limited statehood: The 
contribu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to controlling 

mass destruction capacities in war and crisis zones
sWP｜2017

국제 정권이 국가 주권의 제한된 영역에서 대량 

살상역량 제어 능력을 개선할 방법을 다룬다.

성 인지적 고등교육 기관 
Fact sheet: Gender equ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ch｜2017

스웨덴은 성 평등을 정부 결정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 평등 실천 및 정책 등을 목표로 한다.

2001-15년 싱가포르 

공공의료기관의 심장 수술 
Heart surgeries at singapore public 

hospitals 2001-2005
Ministry of Health, singapore｜2017

2001부터 2005년까지 국립심장센터·

국립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한 거주민의 

유형·결과를 수록했다.

“독의 근원 제거” : “궈보슝과 

쉬차이허우의 부정적 영향 제거”를 

위한 캠페인에 대한 연구
“scraping poison off the bone”: An examination 

of the campaign to “eliminate the baneful 
influence of Guo Boxiong and Xu Caihou”

Hoover Institution｜2017

새로운 숙청 활동의 기원과 

과정을 연구한다.

2017-2018년 공동 계획
2017-18 Corporate plan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2017

호주 커뮤니케이션 예술부처의 목적은 

국민들이 다양한 예술 및 문화 경험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식품공장 근로자들의 안전
How safe are the workers who 

process our food?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2017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 도살 

및 가공 산업 내 상해 및 질병 빈도를 

조사하고 식품공장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다룬다.

정책 브리프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원산지 규정의 간소화
Policy brief : streamlining rules of 

origin in NAFTA
PIIE｜2017

해외 상품이 NAFTA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완화해야 하는지 연구한다.

미국기업연구소 경제 조사보고서 

2017년 16호 : 1960년대 이후 

소비 및 소득 불평등
AEI economics working paper 2017-16: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s since the 1960s

AEI｜2017

1960년에서 2014년까지의 

소비 불평등을 조사했다.

핀켈 리뷰(The Finkel Review)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과학적 일관성
The finkel review and scientific 

consistency with the Paris Agreement
Climate Analytics｜2017

호주 정부에서 핀켈 리뷰가 제시한 

경로를 선택한다면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의무 충족의 가능성이 낮음을 이야기한다.

정책 브리프 : 금리 인상, 

재정 위기로 이어질까? 
Policy brief: Will rising interest rates 

lead to fiscal crises?
PIIE｜2017

최근 경제를 보는 관점이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다.

공유 교통으로의 전환 : 

대도시들의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방법
Transition to shared mobility: How large 

cities can deliver inclusive transport services
OECD｜2017

공유 교통 서비스의 지리적 규모 

및 공유 교통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한 

관리방법을 검토한 보고서다. 

노르웨이 국제산림기후이니셔티브 : 

교훈 및 권고사항, 평가부, 

2017년 8호 보고서
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Evaluation Department, 

Report 8/2017 
Norad｜2017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이 국제산림기후

이니셔티브에 실시한 평가를 종합했다.

위협 속에서 암호화 : 전 세계 

사이버 보안이 약화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 같은 흐름에 맞서야 한다
Encryption under threat: As states across 

the globe weaken cyber-security, Germany 
should oppose the trend  

sWP｜2017

전 세계적인 암호화 동맹에 독일 

역시 동참·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화와 농촌 빈곤 감소의 

인과관계 :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 

자료를 이용한 반실험적 증거
The causal effect of urbanization on rural 

poverty reduction: Quasi-experimental evidence 
using Indonesian urban area dat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2017

농촌 빈곤 감소 인과관계를 위해 자바섬 

지진을 자연 실험 현상으로 이용한다.

식품과 농산품의 하와이 주에서 

미국 본토로 수송 
Mailing and shipping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from Hawaii to the U.s. Mainland 
UsDA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2017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많은 

농산품이 하와이주에서 미국 본토로 이동되는 

것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기업 및 국가 간 부가가치 배분 :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부문의 사례  
The distribution of value added among 
firms and countries: The case of the 

ICT manufacturing sector
ILO｜2017

2000년 이후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부문 공급사슬의 발전을 조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식량, 

농업 및 수산업 보고서 제103호 : 

수산업 지원 : 수준 및 영향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03: support to fisheries: Levels and impacts
OECD｜2017

참가국들의 지원 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데이터를 기술한 보고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 

첫 번째 국제적 결과
Trump’s trade policy: First international 

consequences
sWP｜2017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실업률을 높였다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결과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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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문화재 등

12개로 나눠 정리했다. 그 중 새학기를 맞아 달라진 세금정책과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확 바뀐 세금정책과
교육복지정책 엿보기

정책 빅데이터

voiceeye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대비 이용비율

세금,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비과세 한도 확대> ● 종전 ● 2018. 12. 31. 까지 가입

일반형

현행한도

(200만 원) 

유지

서민형

400만 원

250만 원

농어민

400만 원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서민형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요건 미충족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요건

2017. 6. 30.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 12. 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금액

전환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종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 종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 2년

적용기한 : 2018. 12. 3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2018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1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105,000원

학용품비 54,100원 57,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납부금 감면 납부금 감면

지급대상 지급항목 종전 2018. 3. 시행

● 공제한도 ● 공제율

전통시장 등 : 2018. 1. 1. 시행 도서·공연비 : 2018. 7. 1. 시행

100만 원 추가

30%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200~300만 원

30% → 4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2018. 1. 시행)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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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시행

3.579개소

종전

3,129개소

(2017. 11. 기준) 12.9% 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 신규 설치.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 ● 종전 ● 201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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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발간자료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841,575 2,677,6271,423,549 2,259,601 3,095,654 3,513,680

1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2인 가구 4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종전 2018. 1. 시행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활동범위를 확장시켰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실제적 관계와 감각을 

퇴화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과연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약속할 수 있을까.

글 이영경 사진제공 네이버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

정책 멘토

voiceeye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는 존재

고등학교 시절, 박찬국 교수는 허무주의에 빠져 많은 

사상과 종교를 찾아 헤맸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

학한 그는 해답을 찾은 듯했지만 곧 다시 회의에 빠졌

다. 절망과 방황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삶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인문학은 계속될 것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

는 물음에 철학이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서 철학을 가르치는 그가 바라본 제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는 어떨까. 박찬국 교수는 무엇보다 “인간

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며, 동물도 아니고, 인

간 특유의 욕망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류는 백지상태의 의식으로 있다가 외부로부터 감

각적 자극을 받음으로써 세계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자신과 세계를 포함

하는 존재 전체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

러한 존재 이해 속에서 초보적인 지각행위도 이루어

졌습니다.”

박찬국 교수는 인간은 단순히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

해 살지 않으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간

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지향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하나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신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

며, 우리가 사는 세계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술은 인간 노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돼야

“현대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

다. 기술은 삶을 기쁨과 의미로 충만하게 만들려는 인

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보조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

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포스트휴먼이 출연하여 불로장생

을 비롯해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기술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할 경우, 제4차 산

업혁명은 인간의 불행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극히 심각한 위기를 낳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핵

무기 개발, 환경파괴 등이 그 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디스토피아로 귀착되지 않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되려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보조하

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실존적 욕망들을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실현하려

는 인간 각자의 노력에 현대 기술의 산물들이 일정 부

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한 욕망으로의 전환 필요

인간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등의 태

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이 가능하다면, 박찬

국 교수는 굳이 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아직은 공상의 영역에 속한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

이로운 신세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굳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

망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여기서 욕망은 다른 사람들

이나 사물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 감각적 향

락을 누리려는 욕망을 가리킨다. “우리가 비이성적이

고 병적인 욕망을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고유성

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의 성장을 도우려는 이성적이면

서도 건강한 욕망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제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할 첨단 기술들은 다른 인간들이나 집단

들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쉬워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나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더

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

의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지배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행복을 비애나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인간은 그것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찬국 교수는 행복한 인간에 

대해 “비애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러한 아

픔에도 정신적인 평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맛봅니

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좌절할 수도 있지

만, 오히려 겸손해지고 타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게 되기도 하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보다 진지하고,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

니다. 죽음을 비롯해 인간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고

통을 과학기술을 통해 제거하려는 시도가 과연 바람

직한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찬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을 비롯한 실존철학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비교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초인수업>, <하이데거와 나치즘>,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하이데거와 윤리학> 등을 집필했다.

과학기술의 시대,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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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찬국 교수





고전에서 정책 엿보기

voiceeye

다음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은 거동이 힘든 각종 

중증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구휼이나 진휼, 

진제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직접 구제하였다. 예컨

대 다산 정약용도 ‘등이 굽은 사람이나 불치병자가 자

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엔 의탁할 곳을 마련하고 

휼양恤養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임

금들은 왕위에 오를 때나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어

려울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주 환과고독鰥寡孤獨 1과 

함께 장애인을 우선으로 구제하도록 신하들에게 당부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에겐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포布로써 대신 받았

으며, 연좌제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시정侍丁, 곧 

부양자오늘날의 활동 보조인를 제공하고, 기타 동서활인원이

나 제생원 같은 구휼기관을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장

애인을 구제하였다.

장애인 정승들

조선시대엔 장애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더욱 

중시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나 국무총리

에 해당하는 정승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중 장애인 

정승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자.

세종조의 정치사에서 황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조선 건국 후 예악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허

조였다. 이후 허조는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큰 신

임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어려서부터 체격이 왜소하

고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꼽추,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다음으로 권균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 4등

에 녹공되고 영창군에 봉해진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좌찬성, 이조판서, 우의정에 임명되고 영창부원

군에 봉해졌다. 이러한 권균에게도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간질, 즉 뇌전증이었다. 권균은 그러한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중종에게 사직을 요청한

다. 하지만 중종은 “사직은 허락하지 않겠다. 휴가만 

더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심희수는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충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 기녀 일타홍과의 사랑 이야기

로 유명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심희수는 

도승지로서 선조를 의주로 호송하였고, 중국어에 능

통하여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도 하였다. 이후 심희

수는 대제학에 올랐으며,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었다. 하지만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

한 60세 이후에는 다리에 중병이 들어 절뚝거리는 지

체장애를 입게 되었다. 심지어 그는 주변 사람들의 부

축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다. 그리하여 무려 104번씩

이나 걸쳐 상소하며 사직을 요청했으나, 광해군은 계

속 받아들이지 않고 속히 조리하고 나와서 공무를 보

도록 하였다.

윤지완은 숙종대의 문신이자 소론의 영수로, 기개와 

도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이 남

보다 뛰어나서 많은 사람의 신망을 받았다. 일찍이 중

국의 점복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었더니, 다른 말은 

없고 그저 ‘무족가관無足可觀 다리가 없으니 볼만하다’이란 네 글

자만 써 주었다. 당시엔 그 점괘가 틀렸다고 여겼으나, 

훗날 풍증으로 다리를 자른 후 더욱 현달하여 우의정

이 되고 청백리에 뽑히니, 그 말이 과연 맞았음을 알

게 되었다. 

이밖에도 김재로는 영조 때의 문신으로, 키가 크고 얼

굴이 파리했으며 곱사등이,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그

런데도 174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10여 년간 영의정

을 지냈다. 또 개화기 풍자소설 <병인간친회록>에 의

하면 선조와 광해군, 인조를 잇달아 모시며 우의정과 

영의정까지 지냈던 오리 이원익은 키가 아주 작은 왜

소증 장애인에 가까웠다고 한다. 나아가 영조, 정조 

때의 명재상이었던 채제공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상

화와 <황성신문>에 의하면 한쪽 눈이 사시임과 동시

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조선시대엔 좌의정과 우의정, 영의정 등 정1품 

정승에까지 오른 장애인 정승들이 상당히 많았다. 오

늘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애인 장관, 

차관이나 국무총리 등을 생각하기조차 힘든 상황과

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장애인식 개선사업

날이 갈수록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는커녕 오

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근래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반대와 노동착취, 성

폭력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젠더토크콘서트-음

악, 미술, 음악 속의 젠더 이야기’처럼, 문학가, 화가, 

음악가, 방송인 등이 함께 출연하여 역사와 문학, 미

술, 음악, 방송 등에 나타난 장애인 이야기를 들려주

는 ‘장애 토크쇼’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

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식 

개선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재를 개발했으

면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사를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이 교

재는 재미있는 일화와 지식·정보가 적절히 어우러진 

스토리텔링형 교재가 되었으면 싶다.

끝으로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복

지 수업에서 ‘장애의 역사와 문화’, ‘한국장애인사’ 같은 

인문학적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진정으로 장애인

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제공

조선시대 악기 '용고'

1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이르는 한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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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권 고려대학교 교양교직구 교수

주로 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 역사 속 소외계층을 연구하여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대표 저서로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쪽 눈의 괴짜화가 최북』 등이 있다.









노블컬, 쉽게 말해 소설을 가져다가 무대화한 뮤지컬을 말한다. 종이 위 활자가 

무대라는 시공간에서 노래와 연기, 춤이라는 형식을 빌려 구체적인 형상과 

이미지로 구현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짜릿하다. 노블컬의 세계를 알아보자.

글 원종원(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뮤지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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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오히려 영미권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식 신

조어에 가깝다. 왜냐하면 뮤지컬에서 고전 소설이 원

재료의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따로 용어

를 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반적인 제작 경향

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이러

한 현상을 두고 ‘OSMUOne Source Multi Use’라 부르기도 

한다. 원 소스 멀 티 유즈의 약자인데, 하나의 원작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다는 의미다. 

소설이 원 소스의 역할을 하면, 영화, 연극, 뮤지컬, 

기타 부가산업으로까지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해리

포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상품이 등장해 큰 돈벌이를 가능하게 한

다. 현대문화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소설의 변신이 감

탄을 자아내게 한다. 소설 원작의 뮤지컬도 바로 그런 

재미난 사례의 한 분야인 셈이다. 

마케팅 전략에도 용이한 매력

노블컬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대로 구현되

는 예술 장르라 그만의 독특한 문법에 따라 주제를 형

상화하기 때문에 소설을 가져와 전혀 색다른 재미를 

덧붙이기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활자로는 익숙’하면

서도 ‘무대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별난 경험이 가장 큰 

매력인 셈이다. 

때때로 저작권을 보다 수월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

으로 소설을 무대의 원 소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

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을 누려 무대용 콘텐츠로 재

가공하고자 했을 때, 특히 이들 영상물이 소설을 원

작으로 했을 경우 무대는 영상이 아닌 원작 소설을 무

대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목격된다. 이

는 첫째, 무대가 영상물과 일정 이상의 간극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본 이야기 뼈대는 비슷하되 구체적으

로 표현되는 내용은 차이가 나는 문화적 생산물의 부

가가치 창출 공식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영상

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소설에서 나왔던 사건의 개연

성을 살려주는 에피소드를 추가로 활용해 색다른 재

미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저작권보다 상

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미 대중성이 검증된 내용

을 빌려와 무대용 콘텐츠로 재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꿩 먹고 알도 먹는’ 

일석이조의 마케팅 전략에 접목시키기 용이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뮤지컬의 ‘조상’ 소설

사실 소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뮤지컬의 ‘조상’ 노릇을 

해 왔다. 당연히 세계 공연가에서 이런 작품들은 그야

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예를 들어, 뮤지컬 <노트

활자의 구현

‘노블컬’의 세계

고전,뮤지컬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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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라이온킹>

뮤지컬 <명성황후>

뮤지컬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다양한 원

작을 무대용 콘텐츠로 활용해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

해내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이다. 예를 들자면, 주

크박스 뮤지컬이나 무비컬이 그렇다. 전자가 왕년의 대

중음악을 가져다 만든 무대용 콘텐츠라면, 후자는 빅 

스크린용 영화를 가져다 뮤지컬로 탈바꿈시킨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아바ABBA의 음악으로 만

든 <맘마미아!>나 퀸Queen의 노래들로 꾸민 <위윌록유

>, 요즘 런던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쿨 오브 

록>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라이언 킹>, <킹키 부츠

> 등이다. 

소설도 다를 바 없다. 책으로 읽히던 이야기들이 무대

로 각색돼 재미난 이야기가 담긴 뮤지컬로 선을 보인

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노블컬이다. 두말할 나위 없

이 소설이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인 노블noble에 뮤지컬

musical을 합성해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사실 이 단

noble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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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담 드 파리>와 <레 미제라블>은 모두 프랑스의 대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 소설을 극화한 

것이다. <오페라의 유령> 역시 원작은 프랑스 추리작

가인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미스테리 소설이다. 심

지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

리엣>은 뮤지컬계에서는 그야말로 ‘단골’ 소재로 쓰였

다. 원작을 그대로를 무대화한 경우도 여럿이지만, ‘웨

스트 사이드 스토리’처럼 이야기 배경을 아예 현대로 

옮겨와 재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성탄절을 지난 12밤

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십이야>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음악으로 버

무려져 인기 뮤지컬로 탈바꿈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뮤지컬 <올슉업>이다. 노블컬의 다양한 

변신과 적용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창작 뮤지컬로는 <명성황후>도 손꼽을 만하다. 이문

열의 원작 소설인 <여우사냥>이 뿌리 역할을 했다. 같

은 소설이 각각 영화와 무대로 다른 가지치기의 진화

를 선보인 경우도 있는데, <내 마음의 풍금>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나 뮤지컬 모두 원래는 하

근찬의 소설 <첫사랑>을 근간으로 재구성한 문화적 

파생상품들이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도전 

고전을 무대화하는 노블컬의 인기는 글로벌 문화산업

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도전이다.  

<레미제라블>, <레베카>, <노트르담 드 파리>, <바람

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렇고, <지킬 앤 하이드>, <셜

록 홈즈>, <캣츠>도 예외가 아니다. 노블컬이 등장하

며 원작이었던 출판물이 다시 핫 아이템으로 등극하

는 경우도 눈에 띈다. <오즈의 마법사>를 비틀어보는 

내용의 소설 <이상한 서쪽의 마녀들>이다. 뮤지컬로 

바뀐 제목은 <위키드>로 국내에서도 기록적인 흥행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근작 뮤지컬이 됐다.   

소설이 뮤지컬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활자로 된 문자의 세계가 무대라는 시공

간에서 노래와 연기, 춤이라는 형식을 빌려 구체적인 

형상과 이미지로 구현되는 과정이 관객들에게 재미있

는 볼거리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존재했던 

활자 속 세상이 무대 위에서 현실화되는 체험은 그 자

체만으로도 스릴 넘치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미 고전

을 좋아했던 관객이라면 완성도에 따라 뮤지컬을 ‘마

법’처럼 느낄 수도 있다. 뮤지컬과 고전 속 이야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즐기는 마니아 수준의 관객

들도 등장했다. 이래저래 흥미로운 노블컬의 묘미다.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뮤지컬 지식

세계 최초의 뮤지컬 작품은?

1728년 초연된 <거지 오페라Beggar’s Opera>

최초의 뮤지컬 작품은 1728년 런던에서 공연된 <거지 

오페라Beggar’s Opera>다. ‘발라드 오페라’로 불리는 이 작품은 

영국의 시인인 존 게이가 대본을 썼다. <거지 오페라>의 

등장은 왕과 귀족,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국 

오페라 무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서민들의 귀에 친숙한 

선율에 영어로 된 가사를 붙여 정치인과 상류층의 위선을 

신랄하게 꼬집었기 때문이다. 초연 후 62회나 공연될 만큼 

대성공을 거둔 <거지 오페라>는 18세기 최고 히트작이자,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후에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쿠르트 바일에 의해 1928년 

<서푼짜리 오페라Three-pennies Opera>로 발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은?

1966년 최대의 기록을 세운 <살짜기 옵서예>

시각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널리 

손꼽히는 작품은 역시 <살짜기 옵서예>다. 1966년 

10월 26일, 예그린악단이 <살짜기 옵서예>를 무대에 

올려 29일까지 단 4일간 공연했다. ‘살짜기 옵서예’는 

제주방언으로 ‘조심히 오라’는 뜻으로, 고전 소설인 

<배비장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이 뮤지컬은 

엄청난 성황을 이루었다. 마지막 날에는 입장권이 매진돼 

개막 3시간 전에는 무려 5배 비싼 가격으로 암표가 거래될 

정도였다. <살짜기 옵서예>는 300만 원의 제작비, 출연자 

300명이라는 한국 무대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브로드웨이 공연 횟수 1위는?

1만 회를 훌쩍 넘긴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

브로드웨이는 모든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진출을 

꿈꾸는 뮤지컬의 중심지다. 이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한 작품은,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오페라의 유령>이다. 브로드웨이 홈페이지https://

www.broadway.com에 의하면 2017년 12월 기준, <오페라 

유령>의 공연 횟수가 12,400회를 넘었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계의 전설적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최고의 프로듀서인 캐머런 매킨토시가 

손을 잡고 만든 작품이다. 이 둘이 처음 호흡을 맞춘 것은 

뮤지컬 <캣츠>였는데, <캣츠>는 <오페라의 유령>에 밀려 

공연 횟수 2위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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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

뮤지컬 <위키드>

noble       +musical

뮤지컬 <맘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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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 분야 전문 정보 제공

철도기술정보관은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5동에 위치한다. 철도기술정보관은 1996년 한국철

도기술원이 설립되면서 함께 세워졌으며, 설립 초기에

는 철도청 기술연구소 건물을 사용하다 2007년도에 

지금의 청사로 이전하면서 ‘철도기술정보관’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철도기술정보관의 업무는 크게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연구성과물 관리, 가공 분석 기능으로 나누어

집니다. 내부 연구자들에게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연

구원이 생산하는 각종 연구 성과물을 관리하는 역할

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기술정보관은 전

문서적 등을 포함해 약 4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

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과 환경에 특화된 방법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기술정보관이 타 도서관과 차별화된 업무는 가

공·분석 기능이다. 가공·분석 기능은 수출입 분석

과 통계 분석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수출입 분석

은 2017년 처음으로 시작된 기능으로 우리나라를 비

롯한 주요 철도선진국과 기술이전대상국을 대상으로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입을 분석하였다. 분석보고서

를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각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

극 반영했다.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후 타 부서나 많은 연구원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국가에 대한 수출입분석이 있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서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서관(이하 철도기술정보관)은 연구원 직원들과 철도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각종 연구 성과물을 관리한다. 

철도기술 및 정책 분야를 주로 다루는 철도기술 특화 전문도서관이다.

글 홍아름 사진 이승헌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L i b r a r y

철도기술정보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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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던 것을 철도기술 정보관

에서 해준다고 하니 고맙다는 말씀도 많으셨고요. 연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한 일

이었는데, 도서관이 이런 역할까지 하냐고 관심 가져

주실 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도서관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

습니다.”

통계 분석은 2013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기관의 요구

로 작년에 다시 시작된 업무다. 수송량, 철도인프라뿐

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를 비교하고 국제적인 관점에

서 철도 분야를 비교했다.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해 통

계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 기초 데이터를 토대

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는 연구의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이 연

구하고자 하는 보고서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통계

를 가공하는 게 통계 분석에서의 최종 목표이다. 작년

에 처음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야 하지만, 연구자들이 가공 분석 기능을 적극 활용

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구 성과물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과물들이 

생산되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들을 각각의 

업무시스템을 연결해서 전자도서관에서 통합해 관리

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외 용역보고서, 장기자문보고

서, 논문 등이 전자도서관에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각각의 업무 시스템에도 연결돼 연구원들이 보

고서를 찾거나 올릴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기자문이나 용역보고서는 다루기 힘든 부분도 있고, 

논문을 도서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전자도

서관에서 통합해 보여주는 것이 연구자들한테 편하지 

않을까 해서 공유가 필요한 기술정보 성격의 것들은 한 

곳으로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제외하

고 연구원에서 나올만한 각종 2차 자료들은 거의 다 거

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물음에서 찾은 혜안

연구는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남은경 책임기

술원은 1995년 입사 당시 철도청에서 자료들을 기증

처리 하면서 약 3,000권 정도의 도서를 정리하는 업

무를 담당했다. 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 도서관 업무

를 담당한지라 성과물을 관리하는 부분의 제도나 업

무 과정을 알아가면서 체계를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

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의 물음과 고민은 철도기술정보관의 체계를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기초를 잡는 데

만 10년,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그에 대한 아이디

어나 개선방안을 하나, 둘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철도기술정보관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철도기술정보관 전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은경 책임기술원

voic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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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잡고 철도기술 특화 전문도서관의 전문성 향

상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통계, 수출입 분석

에서는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추가해 연구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련 체계

를 잡아 내년부터는 과거 기록들을 정리하고 현행 기

록들을 이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기록물 관리는 연구원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작

업으로 기록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기에 지금

부터 천천히 나아갈 예정이다. 기존의 것은 보강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달리는 철도기술정보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과거 기록들을 정리하고  

현행 기록들을 이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것은 보강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달리는 

철도기술정보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한편에 진열되어 있는 교통, 철도 분야 학회지

도서관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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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9일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

화’와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

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우

고,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

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

와 10대 과제를 도출했다.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문화 기초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문

화의 일상화 실현, 생활문화 거점 확충, 기

초 문화생활 보장, 산업생태계 성장 기반 조

성, 신규 서비스 창출, 해외시장 확대, 문화 

행정 혁신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올해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

람률 80%,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 생

활체육 참여율 62%, 문화기반시설 2,737개, 

공공체육시설 1,176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

고, 콘텐츠 수출 73억 3천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 방한 관광객 수 690만 명, 스

포츠산업 규모 72조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우리 문화예술 우수성 

해외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문

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

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

행제’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외문화홍보원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검증된 전시·공

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

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

로써 우수한 공연·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향후 ‘프로그램 은행제’

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

택하고 운영하는 등 우수한 우리 문화콘텐

츠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호응도가 높

은 우수한 전시·공연들이 해외에 확산되

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체계적 역량 평가에 따른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지난 2월 

9일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이 노

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

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

전 아래, 2017년 노인 일자리 43만 7천개에

서 20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 19

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

상 정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

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KEI 조직 개편, 21세기 

환경연구원으로의 성장에 초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1세기 환

경시대를 선도하는 ‘환경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과 사회 환경, 물국

토 등의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

계를 대폭 개편했다. KEI는 ‘정책연구본부’와 

‘미래본부’ 등을 독립적인 연구 및 사업기능

을 갖춘 5개 연구부와 2개 센터, 1본부로 개

편했다. 이를 통해, KEI는 기존의 환경정책 

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가치 추정, 환

경정의 및 사회적 가치, 생활안전, 친환경에

너지 전환, 자연재생·복원 등 새로운 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국가정책 및 

사회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친환경에너지 발굴·육성 국장급 

전담조직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에

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

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월 13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

지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

을 전망이다. 더불어 일부 실장급 기구 명

칭 등도 변경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

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

로 바뀐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

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편성 및 운영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

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지난 1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는 군 내부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

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 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하고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

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양

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편

성된다. TF는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하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KIST, 친환경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기술’ 기술 이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뉴파워프라즈

마는 지난 2월 8일 KIST 서울본원에서 ‘플

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 기술’에 대한 기

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총 기술료 

10억 원의 기술이전 조인식을 가졌다. KIST 

도정만 박사팀이 개발한 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플라즈마 전해 양극산화 코팅기술

은 자체 개발한 전원 공급 장치, 전해액, 공

정기술 및 플라즈마 아크 제어기술을 통해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 경질 코팅층을 생성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KIST는 이번 조

인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디스

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장비에 부합하는 신기

술 개발과 함께 ㈜뉴파워프라즈마의 상용화 

전략을 바탕으로 2018년 약 5,000억 원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플라즈마 원

격세정기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섬유복합재 가공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시스템그룹 이석

우 수석연구원이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경

량부품 생산을 위한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한 기술

은 탄소섬유복합재 가공에 필요한 각종 장

비, 검사, 공정 및 모니터링 기술을 패키지

화한 원천기술이다. 생기원 주관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이 과제는 2015년 시작돼 3

년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현재까지 총 53

건의 특허를 출원해 10건(해외 2건)이 등록

된 상태다. 상용화될 경우 국내에도 탄소섬

유복합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해 제품화하

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며, 2012년 

12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섬유복합재 세

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독일 기업들과 경쟁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5

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

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

월 13일 밝혔다. 우선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회사는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등

에서 카드사 등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상품 등

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른 금

융회사에 대해선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

는 구체적 내용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담사, 점심시간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그동안 불규칙적인 점심식사 주기로 소화

장애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

신사 고객센터 상담사(약 16,000여 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점심시간

이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

신4사(KT, SKT, SKB, LGU+)는 점심시간에

도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최대 6교

대제(11시 30분~15시 30분)로 나누어 운영

하였으나, 오는 4월 1일부터 상담사의 규칙

적인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심시

간(12~1시)에는 요금문의, 각종 신청 및 변

경 등 일반 상담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

만, 분실·서비스 장애 등 긴급·전문 상담

은 기존과 같이 점심시간에도 운영하되, 상

담사들의 점심시간은 2교대(11시 30분~1시 

30분)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은 지난 2월 12일 <보건복

지 ISSUE & FOCUS> 제34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

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이수형 부연구위

원이 집필했다. 본고에는 ① 미세먼지로 인

한 건강영향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와 더불어 다양한 민감계층을 위한 적응 대

책 개발 ② 보건학적·이학적 관점에서의 

건강 위해성, 건강영향평가 연구 강화 및 과

학적 근거에 기반 한 건강 적응 대책 개발 

③ 미세먼지 건강위험지도를 포함한 건강

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과 병행한 다중

(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미세먼지 건강 

적응대책 마련 ⑤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건강 예방 사업 강화와 미세먼지 건강 적응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제안돼 있다.

2. 응모방법

① 모바일 QR코드를 다운받는다.

② 바코드를 찍는다.

③ 독자 설문조사 이벤트를 참여한다.

④ 상품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⑤ 다음 호를 확인한다.

1·2월 합본호 이벤트 당첨자

1. 독자 설문조사

<정책과 도서관>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홍보소식지  

발간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내용 

사회 관심 분야·만나고 싶은 

멘토·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파악

국립세종도서관 

독자 참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독자 5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소식

event

voiceeye

이송* 010-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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