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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센서를 개당 50센트에 판매할 목표로 상용화를 위해 농민들과 긴밀하게 협

력하고 있는 중이다.

모바일폰의 보급 역시 농부들이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

다. 2013년 창업한 640 Labs는 농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농작물, 농지, 기후, 마케

팅 등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경작지에서든 농업

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640 Labs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

해 분석한 다양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다. 설립 1

년 만에 각광 받는 스타트업으로 부상하게 된 640 Labs는 2014년에 몬산토에 인수

되었다.

육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변화가 없어 환경, 동물 복

지, 건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식물성 재료로 인공 고기를 만

드는 비욘드미트Beyond Meat와 임파서블푸드Impossible Foods가 등장하여 주목 받았다. 

임파서블푸드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구글 벤처스, 코슬라 벤

처스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하였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고기가 

실제 고기에 비해 맛과 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실험실에서 고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등장하였다. 멤피스미트Memphis Meats와 모사미트Mosa Meat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고기를 배양하고 있다. 멤피

스미트의 소고기로 만든 미트볼과 햄버거는 최근 공개 시식회에서 기존 소고기와 거

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버진그룹 회장, 카길세계 최대 곡

물회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멤피스미트에 투자된 금액은 2,200만 

달러에 달한다.

식품 전자상거래 분야는 손질을 끝낸 식재료를 요리법과 함께 배달하는 밀키트반조리 

간편식, 농산물 등의 식재료 배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30억 달러2014년에 이르는 거

대 시장이다. 소득 증대,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과 함

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이나 식재료의 경우 구매 후 먹어서 사라지

는 상품의 속성으로 인한 반복구매가 일어나며, 브랜드에 대한 재구매율이 높은 특

성이 있다. 이처럼 Recurring Revenue가 발생하는 등 수익모델까지 뒷받침되기 때

문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식품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 금액 비중은 2014년 16%에서 2016년 40%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특히 밀키트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진입이 활발하다. 한 끼의 식사는 ‘잠깐

의 먹는 즐거움’과 ‘번거롭고 긴 시간의 준비’를 동반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다양하

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싶다’는 니즈와 ‘번거로운 것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변화하는 산업 구조

싫다’,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니즈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밀키트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반응이 폭발적이다. 밀키트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된 자금만 2015년에 총 1억 

7,7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000만 달러였던 투자 규

모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만 150여 개의 밀키트 배달

업체가 있으며, 스타트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Womai중국, Blue Apron미국, Hello 

Fresh미국 등의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농업은 일반적으로 변화가 느리고 발전이 더딘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어그테

크 스타트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매우 역동적인 산업으로 변

화하고 있다. 그랜트리GrandTree 공동 창업자이며 업계 전문가인 다니엘 테너는 “스타

트업은 향후 5년 이내에 10배 이상 성장하기 위해 야망과 목표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스타트업들은 이미 많은 사업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미래 트

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우버는 일반 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

고, 에어비앤비는 현지 체험으로 여행의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등 기존 산업의 모습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 포브스가 최근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는, 60% 이상이 ‘스타트업이 가장 큰 경쟁자이며 동종업계의 기존 기업보다 더 신경 

쓰인다’고 대답했을 정도이다. 

스타트업의 진보된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는 원가 구조 개선이나 새로운 수요 창출

을 통해 산업의 경계나 기존의 가치 사슬을 허물기도 한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

기도 하며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야망과 목

표를 갖고 있는 어그테크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균열들은 몬산토, 바이엘, 존디어 

등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 낸 철옹성 같은 게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 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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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핵심내용과 추진방향

뉴딜사업은 주거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현재

는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도시 활력 회복,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됐다. 매년 

1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연간 100개 동네씩, 5년

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는 데 

50조 원을 투입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형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고 공적재원은 정부재정 2조 원, LH·SH 등 

공기업 3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규모로 결정됐

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주거지를 살만

한 주거지로 재생하고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전통

시장 등의 집약적 정비를 통해 39만 개의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작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인

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대

통령 중심제로 국가를 운영해 왔고 남한을 기준으로  

국토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폐항만, 노

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대형 국·공유 이전부지, 항만이나 철도역사부지 및 

주변 지역의 토지소유권을 공간적으로 분석해보면 개

별 정부부처, 공기업, 지자체가 혼재적으로 토지를 소

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나 공

기업, 지자체와의 협업이나 협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정책 인사이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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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정부의 역할
그간 도시재생은 중앙정부 주도방식, 연간 1,500억 원에 불과한 공공재원 

투자 규모,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구성 및 경직된 재원 지출방식, 과도한 

사업면적 지정 등으로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2017년 4월 9일 대선공약의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고, 도시재생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글 이왕건(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일러스트 권용준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도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거

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같은 파급력이 큰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LH나 SH와 

같은 공기업,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

식이 현실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는 뉴딜

‘둥지 내몰림’으로 해석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쇠퇴

한 도심이 재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능력이 낮은 기존 영세상공인이나 저소득주민들

이 강제적으로 해당 지역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

한다. 이미 서울시 및 일부 특정지자체에서 공공투자

를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를 점포주, 임대인 등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민이나 상인들 간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

거나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코자하는

데, 개별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만한 강력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되, 지역별 특성과 심각성에 따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개입 여부와 강도를 단계별로 결

정하여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협업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적절히 나누어지고 양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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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는 도시와 역사

최근 역사문화콘텐츠가 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관심과 실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시를 마케팅하고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 조성이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글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협조 부산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과 대안

정책 인사이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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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지닌 역사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역사문화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성하고 유지해 온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 가

치에 속하는 요소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

츠를 활용함은 지역 정체성의 토대가 역사적 자산이 

지닌 가치를 발굴하거나 재발견하여 새로운 도시 자

산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도시의 기능 회

복 및 사회적 활성화 효과 유발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체계적 추진 및 지

원방안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재생의 필

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부 및 사업 참여자 간 갈등과 도시, 

문화, 역사 간 상호 이해 및 소통의 과정에서 의견 불

일치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

텐츠를 올바르게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

획 초기 과정에서 그 도시가 지닌 역사문화적·사회

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적 

맥락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그 

사회의 전통이나 구성원의 이념 등과 관련되며, 개인

이나 공동체의 행동과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맥락이란 그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구성

원 상호 간의 역할 및 관계설정 등에 관련된다. 역사

문화콘텐츠 도입은 주민 참여를 통한 일상문화의 복

원 및 주민 생활공동체 측면에서의 정책개발 관점 외

에도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실

적 방안을 찾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도시철학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를 무엇으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도입할 것인지도 사업 계획단계

에서부터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문화 가치를 

지닌 장소로서의 도시는 단순한 사업무대가 아니라 

사회의 기억과 가치를 가진 구체적 장소로서 공유되

도록 하는 의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도시를 

바라보는 가치철학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역사문화가치를 담은 도시로 재구축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공유형 합의의 과

정이다. 사회적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 역사가치와 테

마의 경우 주민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루기가 민감하

거나 사람들 간 동일한 공감대를 이끌고 가는 것 자체

가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역사의 어두운 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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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재생사업에 포함하고자 할 때, 도시 활력을 창

출하려는 도시재생사업과 어두운 역사 사이에 충돌과 

생각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심오하고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에서 화합되거나 유

익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관점의 가치반전 

작업이 필요하다.

묘지 위에 들어선 천막집, 
부산 아미초장동 도시재생사업 

부산 서구 아미·초장동은 한국전쟁 이후 일본인 공동

묘지 위에 피난민들이 난민촌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후 부산 원도심의 상업지역 배후 주거지로 성장하였으

나, 지역 쇠퇴 등으로 인구 유출 및 공동화 현상이 발

생하였다. 2016년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일반지역으로 

선정되며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잠재력 발굴 등을 위

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 삶과 기억 아미초장동 도시재생사업은 피난촌인 

아미초장동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사업

으로, 죽음 또는 묘지라는 어두운 이미지와 도시재생

사업의 재생 또는 활력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난의 기억을 공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인

식하는 생각의 프레임에서 거주자들 간의 관점 차이

가 발생했다. 

역사문화경관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한 삶의 형태와 

그것이 축적된 기억을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출하는 

데 있어, 가난의 관광화에 대한 주민들 간의 관점 충

돌이 발생했다.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전환하는 데에 

15

개방성을 기준으로 한 공개 수준과 관련해 주민들 간 

이견이 있었다.

지역공동체 아미초장동 공동의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함께 상호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지역에만 그 결과가 치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

다. 두 지역의 행정명칭은 다르지만 동일 사업지로 다

루어져야 한다.

역사문화재생을 포함한 
종합적 재생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주거지의 관광화는 외

부인들의 방문이나 사진촬영, 소음 등 주민의 생활환

경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미초장의 비석문화

마을은 역사적 자원이 있는 지역임이 분명하나, 한편

으로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쪽방을 구경하는 외지인

이나 관광객을 반기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아미초장지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들과의 논의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월 1회 개최되는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대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약 6개월 이상의 역사

문화사업의 계획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주

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를 통해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다.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아미초장 비석문화마

을에서는 아카이빙 작업 시 각 통의 통장들, 경로당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대표를 통하

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주

민들이 아미동으로 삶의 터전을 잡게 된 이야기와 다

양한 에피소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종합되

어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마을이야기집이 발간되었

고,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을 높이고 마을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 및 스스로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역사문화재생을 포함한 종합적 재생 추진 역사문화재

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시설, 서비스 공간 부족 등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많은 재생사업지역에

서 역사문화콘텐츠만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사업이 추

진되기도 하며, 이러한 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통해 물

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미초장지역에서도 역사문화콘텐츠의 도입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마을 베란다사업, 집수리사업, 

쌈지마당사업, 안심골목사업)과 경제적 활성화사업(근

린상점 활성화사업, 비석문화마을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건강 등 복지 관련 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정책 인사이트 ②

(위) 아미동 비석마을 포토존에 있는 도깨비 인형

(아래) 비석 위에 세워진 집

페인트칠로 알록달록 새 옷을 입은 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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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의 도시들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인구는 증가했으며 속도는 향상되었고 규모는 

증강했으나, 고독해졌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던 도시정책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발의 포화 속에서 재생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글 이영경 사진 최재원

정책 인사이트 ① 

17

정책 인사이트 ③ 

[인터뷰]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숨 쉬는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과 재생은 다르다. ‘다시’라는 의미의 ‘재再’를 제

외하면 ‘개발開發’과 죽은 것을 살린다는 의미의 ‘생生’이 

남는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이 유학에서 도시

재생을 공부하고 돌아온 90년대 초, 당시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있었으나 통용되지는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전문가’로 살았다.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수

익성을 보고 진행하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강

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 수요가 부족해졌습

니다. 지방 도시는 더욱 그렇고요. 재개발은 있던 것

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완전히 물리적인 영역

입니다. 재생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의 숨결과 연관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철거로 파괴되었던 자

연, 역사, 문화, 정체성 등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되살리려는 회복의 방식이다. 철공소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 예술촌으로 재탄생하고, 젊은이들이 떠나 활

기를 잃은 도시가 동화마을이 되어 다시 청춘들을 불

러 모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도시재생

사업단을 출범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2013년 도

시재생법이 제정되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 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

국적으로 수십 개가 넘는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

다.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정비사

업과 다른 것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발방

식이라는 점이다. 200가구 미만의 ‘낡은’ 마을을 매년 

100곳씩 선정해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아파트 단

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의 기초

“도시재생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재건축도 어느 정도

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허물고 다시 지어버리니 눈

에 확 띕니다. 재생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골목을 

깨끗이 하고, 일부 폐가들을 조용히 허물고 쌈지 공원

을 만드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획기적으로 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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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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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③ 

한국도시재생학회

1970년대 말부터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쇠퇴 현상을 경험한 

서구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시재생 R&D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분야들이 서로 연계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학문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2014년 11월 7일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 연구원, 실무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2월 11일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설립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마운 점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이 빠르다는 우려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토대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긴 안목이 

중요합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망이 큽니다. 곧 회의를 

느끼게 돼요.”

도시재생에서의 문제는 계획보다 조급증에서 나타난

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여부다. 사후 관리는 누

가 할 것인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방도시 주민들 대

부분은 노인들이다. 또한, 초기에는 땅값 인상을 기대

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지만 차츰 관심이 떨어져 정

부의 지원을 받은 후 와해되는 경우도 많다. 도시재생

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활용하며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을 늘린다면 역량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공적재원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이것밖에 없느냐, 다

른 분야에 투자했으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

을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 정부는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가능성이 높고 준

비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별했어요. 성공케

이스가 나오면 증명이 되고 희망이 되니까요. 그동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

도시, 혁신도시, 산업도시를 비롯해 행복도시까지. 과

연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신도시가 생기면 원도심 수요를 그대로 가져가는 구

조입니다.”

일각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김호철 회장은 “냉정히 이야기해 도

시재생 사업에 5년 동안 50조 원을 쏟아 부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경제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

다는 의견이다.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 등 다각도에서 접근해

야 하죠. 100개 도시의 50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게 국토의 균형 발

전 아닐까요.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 국가의 균형 발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

공사례를 만들고 꾸준한 희망을 보이는 것이 의미 있

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의 연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며 국가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편리함에서 시작해 

재테크가 된 재개발은 집주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여건이 

비슷한 외곽으로 떠나야 했고,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생

업을 강제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 교통이나 환경에 대

한 부담은 도시문제로 남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이는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

아왔다. 

도시문제가 쳇바퀴 돌 듯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장

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 자체가 지

역의 자생역량을 키우는 핵심이 된다. 

“정부의 뉴딜사업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자됐어요. 재

생의 성과가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마이너스가 된

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게 일정 기간 낮은 임대

료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주고 인상 폭도 상한선을 두

는 등 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기업, 상인, 건물주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보고 같이 살자’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

회적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 3년 전과 비교해 유동인구가 4배 

늘어난 마산의 경우, 건물주가 먼저 나서 임대료 인상

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호철 회장은 이러한 

도시재생이 고령화 이슈와 맞물려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재생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

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 너무 두렵습니다. 땅이 좁

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에서 지방까지 소멸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활력이 떨어진 도시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는 고령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합니다.” 

김호철 회장은 한국도시재생학회를 통해 ‘지속적인 도

시재생사업 방안’과 ‘한국형 도시재생’에 대해 담당 공

무원, 현장활동가, 도시재생과 연관된 한국토지주택

공사, SH공사 임·직원들 등에게 꾸준한 방향을 제시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지자체 및 주민들과 함께 도

시재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차기 

정부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지도록 틀을 만드는 것

이다.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18

지능형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 

기술개발전략 등을 알아본다.

북한 핵전략에 대한 주요 

전략가들의 주장과 안보적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2018

북한의 핵전략을 가장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핵심적인 개념들과 이에 대한 안보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18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담았다.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국토교통부｜2018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확산 중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알아본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018~2022

여성가족부｜2018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한 일자리 기회 보장 등을 

다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2018

사회가치기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추진내용을 담았다.

월간 북한 동향 : 2018년 1월

통일부｜2018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보도 등 북한의 

대내·대남·대외동향을 알아본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 2018년도 

시행계획안 요약본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체육관광부는 32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구 인터넷 

이용현황, 개인 인터넷 이용행태를 

조사한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고용노동부｜2018

경제·산업별 성장 전망, 산업·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다루고 있다.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2018-2022) 

국토교통부｜2018

철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량을 통한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5년 단위)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

2017 세계각국편람

외교부｜2018

외교부 지역국(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의 국가별 

자료를 수집·정리해 발간했다.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2018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2018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정부는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천전략으로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18년 공공폐수 설치 및 

운영 설명회

환경부｜2018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2018년의 

정책방향, 예산수립 및 집행관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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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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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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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행정

국방

외교

통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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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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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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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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군비 경쟁? : 

군사 역학 변화, 지역 안정과 유럽 

무기 전문가들의 역할
An arms race in Southeast Asia?: Changing 

arms dynamics, regional security and the role 
of European arms exports

SWP｜2017

동남아시아 8개국의 군비지출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카탈루냐의 실제 주권 : 저항 및 

결정권으로써의 국민투표  
Catalan sovereignty in practice: Referendum 

as resistance and the right to decide 
PRIO｜2017

카탈루냐의 주권 논쟁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식을 기술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 관점 : 

시장원리를 건강보험에 적용, 

복잡하고 어렵지만 필요한 일 
AEI economic perspectives: Bringing 

market discipline to health care is complex, 
difficult, and necessary

AEI｜2017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와 높은 의료 

보험료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

2030 지속가능한개발의제 

하에서 개발협력의 의무
Accountabilit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e 2030 Agenda
DIE｜2017

개발협력은 2030 지속가능한개발의제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기여를 위한 의무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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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탄소세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 정책
Optimal energy policy for a carbon 

tax in Japan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2017

일본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실행가능성을 평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나아갈 방향
A path forward for NAFTA

PIIE｜2017

미국의 무역 균형 및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NAFTA와 에너지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NAFTA 

재조명 등을 다룬다.

트럼프 시대 경제 정책 

연구 보고서 
Working paper: Economic policy 

in the Trump era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2017

특허 및 저작권 독점, 의사들의 급여를 

부풀리는 보호주의적 조치 폐지 등 다수의 

영역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호주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직접적인 척도 
Direct measures of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for Australia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2017

두 세대에 걸친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세대 간 이동에 대한 호주의 

첫 번째 추정치를 발표한 보고서다.

원유 가격 결정 요인 : 최신 

자료를 이용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 분석  
What drives crude oil prices?: An analysis 
of 7 factors that influence oil markets, with 
chart data updated monthly and quarterly

U.S. EIA｜2017

원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주요 요소를 도표로 제공한다.

지방정부와 항구
Local Governments and Ports

OECD｜2017

지방정부들이 항구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서로 다른 형태를 

비교하고, 보다 효과적인 항구 관리를 

위한 제안을 제공한다.

세계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포용적 혁신 정책에 대한 교훈
Inclusive innovation policies lessons from 

international case studies
OECD｜2017

연구나 기업 활동은 물론, 혁신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빈민층의 능력과 기회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다룬다.

토고의 분권화 : 지역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참여 개발 접근법의 기여
Decentralisation in Togo: The contribution 
of ICT-based participatory development 

approaches to strengthening local governance   
DIE｜2017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지역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자의 출신지? 중국 내 서로 

다른 지역 간 농촌·도시 이주자와 

같은 지역 내 농촌·도시 이주자 
Where are migrants from? Inter- vs. 

intra-provincial rural-urban migration in China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2017

중국 도시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고향에 대해 조사한다.

미국 운송 소음도 
National transportation noise map

BTS｜2017

미국 교통통계국에 의하면, 인구의 97% 

이상이 항공기, 주간 고속도로 때문에 

50데시벨 이하의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기후 삼각협력?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중국,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기회
A new climate trilateralism?: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EU, China and African 
countries on addressing climate change

DIE｜2017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유럽, 중국, 

아프리카의 협력 내용을 담았다.

세계 이전 촉진 :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장기 기온 목표 

달성에서 국가적 기여의 역할 
Facilitating global transition: The role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meeting the long-
term temperature goal of the Paris Agreement

NDC Partnership｜2017

배출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설명한다.

혼돈의 농업 정책 : 

농업법 개혁 - 개요
Agricultural policy in disarray: Reforming 

the farm bill-An overview
AEI｜2017

미국 농업 부문의 주요 금융 지표는 

지난 60년 동안 관측된 것 중 가장 

유리한 수준이다. 

경제

산업

교통

교육

문화

행정

국방

외교

통일

사회

복지 

환경

과학

기술 

통신

국 외 정 책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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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인류 전반에 걸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각자’라는 것이다.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를 강조했다.

글 이영경 사진 최재원

정책 멘토

voiceeye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커뮤니케이션’이

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에 인터넷이 들어와 연결해줄 뿐입니다. 

인터넷도 소통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합니다.”

국가 간 극심한 경쟁은 이제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글

로벌 기업도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기업

의 출현과 기존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혹은 퇴출이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혁

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김

인숙 연구위원은 독일의 예를 들며 ‘플랫폼’ 운영능력

의 차이라고 말했다.

‘파이프라인 시대’에서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

“살아남아야 한다!” 독일의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

는 말이다. 2011년, 독일이 ‘Industrie 4.0’이라는 용어

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Industry 

4.0’, ‘인더스트리 4.0’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2016년 1

월에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면서 모든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신호탄이 되었다.

“2005년 독일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유럽의 환자

였습니다. 2010년도가 되니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글 자동차와 아마존 핸드폰의 등장은 

독일에게 쇼크였죠. 독일은 두려웠어요. 이들은 ‘무엇

을 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다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을 혁명의 기초로 삼았다. 제조

업에서 출발해 제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시켰다. 

이를 위해 정보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손을 잡

았다. “그렇게 만든 게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입니다.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 협회 중심으

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계협회, 전자협회, 

IT협회를 불렀고 이들이 주도하도록 했어요. 4차 혁명

은 이 세 개가 만나야 합니다.”

플랫폼 시대는 과거의 파이프라인 시대와 구별된다. 

파이프라인은 물이나 가스 등이 운송되는 하나의 관

이다. 이렇게 연결된 가치사슬을 관리해서, 원가를 절

감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파이프라인 경제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서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바로 벌집처럼 서로 연결된 인터넷과 같은 

이치이다. 파이프라인 시대에는 자동차산업, 전자산

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은 업종 구분이 있었다. 하

지만 플랫폼 시대는 업종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기술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해야할 때

독일 정부는 기술 플랫폼과 의사소통 플랫폼을 제공

한다. 그 안에서 기술 개발자, 제품 기획자, 판매자, 

업종 단체, 엔지니어 단체, 연구자 등이 함께 논의하

고 협력한다. 정부는 이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필

요성을 느끼게 된 표준, 규격, 법률을 제정하는 일을 

지원한다. 나아가 시민운동, 노동조합, 지역운동을 연

결하는 사회 운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외교활동

도 지원한다.

“예전처럼 정부가 A부터 Z까지 정책을 다 만들어놓

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이건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우

리는 1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

적으로 말해, 일단 정부는 자기 목숨이 걸려있지 않

아요. 공무원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일을 찾아야 할 

당사자들이 만나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협회를 만

들어서 당사자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기술보다는 비즈

니스 모델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올렸다, 비용

을 절감했다’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누구와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모

른다는 걸 인정하고 만나야 해요.”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초안을 만들고 내용을 

공개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설계는 더욱 정교해진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

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가치사슬에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현재 독일의 정책문화가 되었

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은 1년 내내 전국적인 행사와 세

미나를 통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식 접근방법이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

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의 강점을 찾아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사회 전

체로 이슈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기업인, 

정부, 단체, 시민 등이 모여 함께 그려가는 것이죠. 저

는 ‘불후의 명곡’ 스타일, ‘복면가왕’ 스타일로 해야 한

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만나서 자신을 어필하고 상대

를 탐색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것, 지금 우리에

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연구원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다. LG환경연구원과 ㈜에코시안 자원경제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독일 칼스루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연구했으며, 현재는 

KDI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사물의 미래>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성공 여부의 

핵심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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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럼 매년 꾸준히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문학 작

품을 홍보하는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현지에서 

번역 작품이 출간됐거나 출간 예정인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현지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국문학 번역작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전시도 개최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서울도서관 기

획전시실에서 ‘한국문학번역사 120년 기획전 -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해 

1892년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로 처

음 출간 된 <춘향전>부터 1922년 김만중의 <구운몽> 

영역본 등의 도서들이 어떻게 해외에 소개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소개했다. 

2016 파리국제도서전 한국문학번역원 전시부스 강릉 미디어촌에서 진행된 도서전

(왼쪽부터)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전문도서관 김혜영 수석사서, 

이경현 인턴, 배찬민 사서

voic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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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으로 해외에서 

한국문학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작품이 해외에 소개되

고 있고 그 역사가 오래 되었는지는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역사를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전시의 중요

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학으로 하나된 사람들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번역전문도서관은 평창동계

올림픽 취재 방문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홍보 전시를 개최했다. 약 6,000명의 외신 기자들이 

도서관 지킴이｜국가정책정보협의회 가입기관

숙박하는 미디어촌 내 식당 옆 공간을 북카페로 구성

하여 21개 언어권 165종 4,150권의 도서 전시와 전자

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했다. 

온라인으로는 북리뷰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4

일 동안에는 한국문학 번역도서 3,900여권을 모두 기

증했다. 기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문학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캐나다 퀘백에서 오신 기자분이 그동안 10개국의 올

림픽에 참가했는데, 이런 전시회는 처음 본다고 하시

더라고요. 가볍게 읽을 만한 고전 작품이 어떤 건지도 

여쭤보시고, 매일 찾아오셔서 작품을 읽은 소감을 말

씀해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된 문학Literature without Boundaries, 강

릉 미디어촌에서 열린 전시 주제였다. 바쁜 취재일정 

속에서 위로가 되어 준 문학, 국적과 상관없이 문학으

로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번역전문도서관 김혜영 사서

는 문학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흔히들 번역가를 보고 국가 간 다리를 놓아주는 외교

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번역가 분들 덕분에 한국문

학이 언어의 장벽없이 현지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번역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은 작품

이 많지만, 이렇게 번역된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람

들과 향유되어서 문학으로 삶에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서로서의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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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

께 지난 3월 12일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

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

담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

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센터는 피해

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

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

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

조사단’도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특별

조사단은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

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100일간 운영

되며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

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산림소득 신품종 보급으로 

일자리와 소득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소득기반의 마련을 

위해 산림소득수종의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열린 분양식에서는 수원시와 김천시 등 

3개 기관의 20여 법인 및 재배농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계약한 신품종을 7년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에 통상실시를 

계약한 품종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결과로, 각 수종별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시험림을 조성한 

후 안정성 검정을 통해 품종으로 개발한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수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위한 ‘산업·에너지 ODA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 중소·중견기

업들의 신흥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

업’과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을 지원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어온 사

업으로, 신흥국의 산업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

출을 지원한다.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지원분야는 신규 프로젝트 모델을 발굴하는 

‘사전기획’, 개도국의 산업육성을 위한 기자

재 지원 및 기술협력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

트’, 개도국 현지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인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분야로 구분된다. 2018년

도 산업·에너지 ODA 사업은 4월 12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미래먹거리 ‘의료기기산업’ 

수출 확대 위해 지원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의료기기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바이어 초청 의료기

기 수출상담회 및 유엔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는 국내 대표 의료기

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와 연계해 토종 의료기기 전시회의 국제화

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공공조달 

상담회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수요처

인 유엔조달국 등 국제기구 조달관을 초청

한 설명회와 국제기구, 해외발주처, 조달 벤

더와의 상담회를 개최해 공공조달 시장 개

척을 지원했다. 이날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기업 225개사는 총 1400여 건의 상담

을 진행해 총 21건, 1,100만 달러 규모의 의

료기기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대폭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바일 앱 ‘건강정

보’를 지난 3월 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12일 새롭게 오픈했다. 심사평가

원은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두 개의 탭으로 

분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

리 찾을 수 있게 개선했다. ‘국민서비스’ 탭

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

에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소개’ 탭에는 심사평

가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있다. 또한,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하여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

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했다. 아울

러 장애인 및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

하였고,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

득할 예정이다.

5G-WiFi 간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에 의해 5세대와 와이파이 간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은 KT와 랜버드테크놀러지, 에스넷아

이시티 등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연구를 통

해 사용자가 이동을 해도 5G와 WiFi 간 제

한 없는 이동서비스가 가능한 원천기술 개

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은 2015년부터 다양한 유·무선 접속 

환경을 단일 네트워크로 수용, 단일 신호체

계로 제어하는 요구사항을 전제로 ‘5G 코

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

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5G와-WiFi 동

시접속 상황에서 가입자망의 트래픽 부하

나 서비스품질 등 조건에 따라 개별 서비스

별로 최적의 접속망을 찾아 트래픽을 분산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각 가입자망 부하의 

변화에 따라 개별 서비스 트래픽별 최적 경

로 재구성도 가능, 사용자에게 최적의 품질

을 제공하며 가입자망의 부하도 쉽게 제어

할 수 있다. 연구진은 5G 코어 네트워크의 

신호제어기술 등을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5G 코어 네트워크 장비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기술에 대한 규격

화 작업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돼 2020

년 상반기 중 작업완료가 예정돼 있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

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

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

mybudget.go.kr’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

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

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

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

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

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

하도록 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금

년도 국민참여예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다. 국민들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①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이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12일 경상남

도청에서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통

영·김해·양산시, 함안군과 함께 ‘저소득

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MOU’를 체결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협

약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

비로 경상남도 내 저소득층 공동주택 22개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 2,000KW 규모의 태

양광을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통영 도천 시영아파트 

264세대를 비롯해 김해시 월산주공 11·14

차 아파트 등 6개 단지 2,867세대에 태양광 

400KW를 설치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에너

지공단은 설비 설치확인 및 기술·운영지원

을 담당할 예정이며, 경상남도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통영시 등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관리감독,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한

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에 188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3월 1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8

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

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능정

보화를 위해 2018년 14개 과제, 18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

진사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

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공공서비스 혁

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간의 다양

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사교육비 경감,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민생현안해결, 공공부문의 지능화 혁신, 신

산업창출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2. 응모방법

① 모바일 QR코드를 다운받는다.

② 바코드를 찍는다.

③ 독자 설문조사 이벤트를 참여한다.

④ 상품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⑤ 다음 호를 확인한다.

3. 3월호 이벤트 당첨자

1. 독자 설문조사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전문지 <정책과 도서관>

발간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용 

사회 관심 분야·만나고 싶은 

멘토·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파악

독자 참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독자 5분을 추첨하여

가죽 필통(롤링펜파우치)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소식

event

voiceeye

하동* 010-2836-****

김건* 010-2582-****

엄수* 010-2505-****

강호* 010-9177-****

구근* 010-4781-****





학술지목차메일링과
원문제공 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구독하는 1만 5천 학술지 중 공직자와 연구자가 관심 학술지를 

선택하면 해당 학술지의 최신호의 목차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합니다.

voiceeye

*선택한 관심 학술지의 목차정보는 최신호 발행 즉시 이메일로 전송되며, 목차정보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학술지 상세정보’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원문보기’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제공 : 온라인 열람, 정부 사송, FAX, 우편 서비스

http://nl.go.kr/

http://sejong.nl.go.kr

● 회원정보 입력

● 회원유형 : 정책회원 선택

● GPKI/이메일 인증

● 학술지메일링서비스 체크

    *기존회원은 회원정보 수정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로그인 ▶ 내서재 

    ▶ 학술지 목차메일링서비스 선택

● 신청한 학술지 확인 및 변경 가능

로그인 ▶ 내서재 

▶ 학술지목차메일링 서비스

● 관심 분야 학술지 선택(최대 20종)

● 부처- 정부기능 분류(BRM)별 학술지 제공

● 학술지 신간호 발행 시 목차정보 발송

    *발송주기 : 주 1회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가입

01

관심 학술지 
선택

02

서비스 신청 
확인

03

목차정보 
이메일 수신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