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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네가 와서 꽃은 피고

네가 와서 꽃이 피는지 몰랐다

너는 꽃이다

네가 당겨버린 순간 핏줄에 박히는 탄피들,

개나리 터진다 라일락 뿌려진다

몸속 거리마다 총알꽃들

관통한 뒤늦게 벌어지는 통증, 

아프기 전부터 이미 너는 피어났다 

 

불현듯 꽃은 지겠다 했다 

죽을 만큼 아팠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찔레 향에 찔린 바람이 첨예하다

봄은 아주 가겠다 했다 

죽도록, 이라는 다짐은 끝끝내

미수에 그치겠다는 자백

거친 가시를 뽑아내듯 돌이키면

네가 아름다워서 더없이 내가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때늦은 동백 울려퍼진 자리

때 이른 오동꽃 깨진다, 처형처럼

모가지째 내버려진 그늘

젖어드는 조종弔鐘 소리

너는 봄이다
박신규

네가 와서 봄은 오고

네가 와서 봄이 온 줄 모르고

네가 가서 이 봄이 왔다

이 봄에 와서야 꽃들이 지는 것 본다, 

저리 저리로 물끄러미

너는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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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에너지전환, 
농업 농촌 살리기로 나아가야

글 김해창(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경기회복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동’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기후위기가 부각되면서 경

제 침체를 뚫고 나가는 성장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내

세우는 정책이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그린 뉴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분야에만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 관

용차 300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지자체 전기스쿨

버스 50만 대 구매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매 인

센티브 확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등 시장수요 

견인 정책도 펴고 있다(이투뉴스 2021. 3. 12). 유럽연

합EU은 2020년 1월, ‘그린딜’ 정책법안을 의회에서 통

과시켰는데, 매년 EU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약  

2,400여 조를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무역

협회 브뤼셀지부 자료, 2020. 3.11).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

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

로 해당 분야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 2025년

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동

참을 선언한 데 이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

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

회로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틀을 내세웠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핵심은 에너지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친환경차 보급, 고성

능 리튬이차전지, 그린수소 활성화, 순환경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는 기술 개발R&D, 

재정 지원, 녹색금융 등에 중점을 두고, 

올 상반기에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

획이다(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

진전략 정부 보도자료).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중점둬야

그러나 정부의 그린 뉴딜, 탄소중립 

정책은 기후위기나 에너지전환, 농업·

농촌 살리기, 불평등 해소 등 우리 사

회의 근본적인 문제, 대전환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 

‘대국민 소구력’이 약해 보인다. 그린 뉴딜 정책은 일

자리 창출과 경제적 불평등 감소와 같은 다른 사회적 

목표 달성과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

책이어야 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루

스벨트가 추진했던 ‘정통뉴딜’에 비해서도 너무 미온

적이다. 1932년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

령은 취임 직후 ‘긴급은행법’ 과 ‘관리통화법’을 마련해 

금융제도의 정비와 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력을 강화

했다. 대공황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농민문제 해

결을 위해 ‘농업조정법’을 마련하고 과잉 생산된 농산

물을 연방정부가 매입하는 동시에 농업생산량을 조절

해 농산물의 가격하락 방지에 노력했다. ‘산업부흥법’

을 통해 산업부문마다 생산조절과 최저가격을 정함으

로써 기업 간 과열경쟁을 억제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네시강 유역개발사업Tennessee Vallely Authority과 같은 사

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서 실업자 구제

계획을 추진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노인연금과 실업자수당 등을 

제도화했고, 1936년 재선된 뒤에는 노

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최저임

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했

다. 당시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을 25%

에서 79%까지 높이면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 특히  

그린 뉴딜 정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

은 탈원전 에너지전환과 농업·농촌 살리기라고 생각한

다.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이 

바탕이 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그린딜’ 투자계획에 석탄과 원

자력을 배제하기로 했다(동아사이언스, 2020. 1. 17). 

사고 위험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성 면에서도 원전

은 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세계원전산업현

황보고서WNISR 2020’는 2065년이 되면 사실상 세계는 ‘원

전제로’에 이른다고 전망한다. 전 세계 신규 원전건설

은 2010년 15기에서 2018년 5기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단 1기만 추가 건설됐다. 

2020년 세계 원전은 총 408기로 전년 대비 9기 감소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이 

바탕이 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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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2019년 184GW 증

가한 반면 원자력은 2.4GW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추

정치로 태양광발전 에너지평준화비용LCOE은 MWh당 

65달러에서 약 49달러, 풍력은 55달러에서 41달러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은 2015년 약 117달러에서 2019년 

말 155달러로 38달러 상승했다.

‘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 필요 

미국 그린 뉴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

지로 전환하기 위해 7조 8000억 달러의 초기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전환으로 2050년까지 연간 3조 1000

억 달러의 기후피해를 피할 수 있고, 기후재난에서 연

간 6만3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놀라운 것

은 220만 개의 화석연료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520

만 개의 영구적인 클린에너지 일자리로 대체된다는 것

이다(The Green New Deal Is Cheap, Actually, Tim 

Dickinson, Rolling Stone, 2020.4.6). 지난해 총선에

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린 뉴딜·탄소세 추진,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석탄발전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금융’ 중단, 저탄소산업 육성 등을, 정의당은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 기후

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그린 뉴딜

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전기신문, 2020. 4. 3). 이런 점에서 한국판 그

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국회에서 ‘그린 뉴딜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기후 위기대응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을 입법 취

지에 맞게 제 때 제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제정

된 ‘녹색성장기본법’을 재검토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새롭게 통폐

합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그린 뉴딜특위’나 ‘탄소중립

특위’ 등을 통해 진보야당과 협의해 기후위기에 관한 

‘진보적인 입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부서마다 최소한 ‘그린 뉴딜국’ 정도를 두고, 향후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정부 

부처로 지속가능개발부 또는 에너지 전환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세 도입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

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t당 127달러인데 이를 통해 

1995년 이후 탄소배출량을 25% 줄였고, 같은 기간 경

제는 75%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 현재 t당 세계 평균 2달러 수준인 탄소세를 

2030년에 75달러까지 높이는 등 각국의 재정정책 개

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30년 탄소세 t당 75달

러’는 가계 전기요금이 향후 10년간 평균 43% 인상된

다는 의미인데 IMF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확

충된 재원을 활용해 소득세, 급여세 등 다른 세금을 인

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아시아경제, 2019. 

10. 11). 또한 정부는 국민부담을 우려해 ‘전기요금 동

결’ 방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기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 국내 전기요금주택용 기준은 ㎿h당 

109달러2017년 기준로 OECD 평균 157달러보다 낮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도 요금인상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18. 12. 6).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처럼 전

기요금에 재생에너지기금을 넣어 적립해야 한다. 독

일은 2000년 이 법을 시행해 1990년대 총전력생산의 

3% 수준이던 재생에너지를 2017년엔 33%로 늘렸다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

셋째, 녹색뉴딜은 식량자급과 더불어 태양광·풍력·바

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농사’를 통해 식량·에너지 생

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살리기로 연결돼야 

한다. 환경예산 확대나 환경세 도입을 통해 논밭과 산

림, 갯벌 등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해 국토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 

농업·농촌 살리기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적

극 논의하고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향후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

한 논의도 이 참에 시작해야 한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는 2020년 7월 “농업 

없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즉각 재설계하라”고 목

청을 높였다. 친농연은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

용하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

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

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요작물에 대

한 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지원정책 실시 △농지의 부

당 소유 및 타 용도 전용 근절 △농업분야의 탄소제

로를 위해 EU와 같이 직불금 중심 농정으로 전환 △

벼 재배를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 학교 등 공공영역부

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등을 요구했다(뉴스케이

프, 2020. 7. 19). 식량자급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와 노동력이 감소되는 반면 노임

이나 생산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농가구

당 평균소득4,207만 원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6,484

만 원의 64.9%로 양자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에 농민기본소득으로 그 간격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

을 하고, 농촌의 문화, 복지, 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제

대로 구축하여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촌 그린 뉴딜정

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로, 한국판 그린 뉴딜은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

서 에너지 과소비구조에 대한 총체적 성찰과 반성에

서 출발하여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시민, 전문가

의 참여와 집단지혜를 구해 거버넌스와 소통을 중시하

고, 도시 중심, 특히 종래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

어나 농촌과의 상생, 국토·지역의 균형발전, 세대 간 

환경정의란 ‘철학’을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발전소 증설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절전

소’를 확대하고, 에너지효율화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

을 실천하는 개인 및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에너지과다 소비계층에는 부과금penalty를 물리는 

‘소프트전략’ 또한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한다. 앞으로

는 GDP의 성장만이 아니라 저성장·마이너스성장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갖추는 한편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에도 국가적·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

다. 그린 뉴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를 통한 인식 증진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한 실천 

유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등 시스템을 적기

에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영국의 비주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는 

『도넛 경제학 Doughnut Economics 2017』에서 경제활

동의 목표가 성장이 아닌 균형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사회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

루도록 발전의 방향과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린 뉴딜은 유능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로 대전환을 맞고 있는 오늘날 정부 여당의 녹색 의지

와 추진력을 우리 국민은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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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는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사례로 뽑힌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어낸 ‘햇빛농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경은 사무국장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에너지 주체로 나서다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시민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의 심각성

을 인식한  1,4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

조합이다. 현재까지 총 11기의 발전소, 설비용량 

1,106kw의 발전소를 운영해 연간 약 1,413Mwh의 전기

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햇빛발전소는 1년 동안 약 

650t의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은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전 사고

의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에너지원을 안전하게 

바꾸는데 공감했고, 자발적으로 대안에너지를 확대하는 

운동을 펼친 결과, 2012년 12월에 1,384명의 조합원들

이 모은 약 13억 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햇빛발전협동

조합이 탄생하게 됐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경은 사무국장은 “그 당시 에

너지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성을 먼저 판단하고 협동조합

을 결성한 뒤 사업 운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면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며 사업성과도 나타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설명회로 태양광발전 설비 오해 풀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만 발

전소를 준공했으며, 전력판매 수익금은 재생에너지 확대 

교육사업과 발전소 운영, 관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

업, 조합원 배당까지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낙찰받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이 부족한 발전 기업 대신 전기를 생산해 판

매한 덕분이다. 전력판매 수익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

합원들에게 배분된다.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

에게 평균 3%대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횡성, 대전, 안

성지역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생산지 건물 위에 햇빛발

전소를 건립했다. 2013년 9월 첫 준공된 횡성 햇빛발전

소를 시작으로 대전 31.2kW, 안성 438.9kW의 총 

50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립했다. 하지만 시민들

의 의기투합으로 출발한 햇빛발전소 건립과정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주변이 문화

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또는 건물의 노후, 분진 등

으로 설치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조건이 맞아

도 태양광에 대한 편견을 지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따랐다. 하지만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

합은 생산자들을 직접 찾아가 ‘태양광 발전사업 바로 알

리기’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변

화와 이해도를 높여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었다.  

“초창기 조합원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 

양광발전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어 진행했고, 현재는 사

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입증되면서 외부에 대규모 업체

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입니다. 자금력이

나 정보력이 취약한 협동조합은 대형 업체들에 밀려 사업

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현장감 있는 정책과 정

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경은 사무국장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횡성, 대전, 안성지역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생산지 

건물 위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했다.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공급 체계인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을 현재의 2배 수준인 4,000개로 늘려 관련된 일자리 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앞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실천한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서울시 금하마을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 박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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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교육 진행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 스스로가 친환경 에너

지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교육

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태양광발전소 견학과 

강의를 병행한 ‘햇살 나들이 교육’을 진행했다. 친환경 에

너지를 쉽게 체감할 수 있게 LED 스탠드 조명 만들기, 태

양광 랜턴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총 13회를 진행해 400여 명이 교육에 참

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인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햇빛 저금통 만들기’ 체험교육은 시민들이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햇빛 저금통은 낮에 햇빛으로 충전

했다가 밤에는 랜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에너지 교육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구성했다. 체험교육에 참여한 시민들

은 인증 샷과 함께 리뷰도 작성하며 에너지 전환 교육에 

뜻을 함께 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해부터 희망재단과 업무협

약을 체결해 인도의 달리트 여성 유기농센터에 5kw의 태

양광 패널을 짓기로 했다. 사업비는 지난해 우수사례 시상

금과 SK지원사업에서 후원금과 조합원들의 출자배당 기

부금 등을 모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에는 일촌

공동체와 함께 국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조합원들의 

출자배당 기부금과 조합 사업 수익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

여 전기세를 대신 선납 지원하는 활동도 해왔다.

조경은 사무국장은 “올해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과 연계해 3kw의 주택 태양광을 100kw 용량까지 설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시민 대상 에코마

일리지,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해 시민 스스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

했다. 

지자체나 에너지 전환 시민운동을 이끄는 시민단체의 주도가 아닌 마을을 사랑하고, 후손들의 

내일을 걱정한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 전환을 실천한 마을이 있다.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오회옥 대표를 만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사진 한국에너지지정보문화재단

주민공모사업이 에너지전환까지 이끌다
주민 스스로 가꾸는 eenergy-금하마을

오회옥 대표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주민 공감이 에너지전환 실천의 원동력

옛 속담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

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가 내키지 않으면 억지

로 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가득한 탁한 공기와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요즘, 더 이상 미뤄

선 안되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두 팔을 

걷어부쳤고, 시민단체들도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자

발적인 참여이다. 지역 연대가 강한 지방 주민들이 아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서울 한복판, 금천구 마

을 주민들이 큰 일을 냈다. 

서울시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주최하는 회의

는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으로 진행하는 화상회의지

만, 70세가 넘는 마을주민들도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기

기 앞에서 능숙하게 회의에 임할 정도로 열의를 보인다.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오회옥 대표는 “처음에는 에너지전

환을 알리고 실천을 강조해도 바쁜 탓에 다들 반응이 없

었지만, 에너지 절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 주민들이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다.

금하마을은 지난 2015년부터 마을 협의체를 구성해 에

너지 실천운동을 해왔으며 2017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돼  ▲에너지 교실 및 학교 운영  

▲에너지 자립축제 개최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15% 돌

파  ▲주택형 태양광 보급률 20% 이상 달성 등 에너지 절

약을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한 에너지 자립 마을

‘e-금하마을’의 시작은 2014년 소규모 주민모임에서 비

롯되었다. 금하마을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저층 주

거지로 이뤄져 주택밀집과 도로여건으로 환경개선사업 

진척이 없었다. 게다가 강남순환고속도로 확장개발로 교

통은 편리해졌지만 자동차 매연이 마을로 유입되면서 탄

소저감과 에너지전환,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하

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갔다. 그 무렵 오 대표를 비롯한 마

을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순환고속

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때, 금하마을 6살 어린이가 공사 

중이던 마을 인근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을 주

조경은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책

『탄소자본주의

- 기후변화 시대 마음의 생태학』 

신승철 저│도서출판한살림 펴냄

기후변화의 시대에 탄소자본주의는 착취로도 유지되지만, 차별

과 분리로도 유지된다. 탄소파시즘을 넘어 순환과 재생, 되살림에 

의해서 작동되는 지속가능한 탄소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

은 일상의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로 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구

조, 시스템을 망라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파란하늘 빨간지구』

-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조천호 저│동아시아 펴냄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하여 다가올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명령』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100퍼센트 전환은 ‘바로 지금’이다. 

헤르만 셰어 저│모명숙 옮김│고즈원 펴냄

무엇이 재생에너지로서의 100퍼센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가,

본격 재생에너지 시대를 막아선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해부와 진단

탄소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거짓 합의, CCS 발전소의 눈속임과 

불안한 미래. CCS 프로젝트의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물속에 가라앉히

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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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저│알에이치코리아 펴냄

타일러는 이 책을 통해 자연과 단절된 현대인을 ‘빅박스스토어’

에 갇힌 채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에 비유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

부이며 연결된 사실을 외면한 채 인공 시설과 인간이 만든 시스

템을 단단하고 영구적인 것처럼 여긴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책』 

이동학 저│오도스 펴냄

청년 정치인 이동학이 세계여행을 떠났다가 목격하게 된 쓰레기 

문제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풀어낸 책이다. 2년간 지구 곳곳을 

누비며 직접 보고 깨달은 쓰레기 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도 지

구 유랑을 떠나기 전까지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기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자연이 일러주는 길』 

최서윤 저│퍼플 펴냄

자연에서 치유와 인생의 길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권하며, 특히 

생태환경분야의 활동가와 학교 환경교육 교사들에게 교육 자료

로 추천한다.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상황마다 자연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는지 길잡이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민들은 일제히 충격에 빠졌으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오 대표는 뜻을 함께한 몇

몇 주민들과 소모임을 꾸렸다. 

“마을의 유일한 공원이고 안식처였던 시설녹지의 생태계

가 파괴되고 불법주차로 아이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

다 보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마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며 공부도 하고 

발 빠르게 바지런히 이웃주민과 함께 라는 뜻의 ‘발바리’ 

동아리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발전에 그치는 마을이 아닌 환경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고민했다는 오 대표.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을 그리던 중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주

최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금하마을이 대상지로 선정

됐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지만 주민들의 터전을 

가꾸는 사업이었기에 주민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주

민 공모사업도 실시했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활

동도 병행했다. 주민협의체는 음식물 자가 퇴비 발전소를 

설치했으며, 금하숲길을 개선하는 태양광 가로등 교체 

및 금하마을 에코에너지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에너지 절

약과 마을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에너지운동의 놀라운 성과로

2017년부터 에너지자립 마을로 선정된 금하마을은 환

경개선을 위한 옥상녹화, 골목상자 텃밭가꾸기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축제를 개최했고, 꾸준

한 에너지자립 마을을 탐방하며 관련 학습도 게을리 하

지 않았다. 

오 대표는 “에너지 축제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닌 주민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예를 들면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켜 

로컬푸드를 재배 한다”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에

너지 전환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적합한 과제를 

우선 찾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찾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을 

그리던 중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금하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금하마을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주택형 태양광 보

급과 LED전등 교체, 창호 및 단열 개선사업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주거

환경관리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됐으며, 에너지 분야 선도

마을로 인정받았다. 금하마을은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 

2018년 금하백서를 발간해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활동

을 체계화했으며, 다른 마을로 홍보·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금하마을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주택형 태양광 보급

률 20%,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15%를 돌파했다. 금하마

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된 발전설비를 포함하면 태

양광발전 누적용량은 211,467kwh에 달한다.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고효율 전환 설비 설치의 성과도 주목할 만

하다. 자발적으로 LED등 교체에 참여한 세대는 550가

구이며, 26가구가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준공식을 열지 못한 금하마을 

에코에너지 센터에 대한 주민 기대감도 높다. 그동안 마

을 내에서 소규모 활동에 그친 주민들도 에코에너지센터

가 완공되면 그간 마을 에너지전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민협의체에

서 기대하는 점이다. 

오회옥 대표가 

추천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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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찬(국토연구원)

국가적으로 환경·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 경제, 사회에 대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환경

적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국제적 압박까지 대

응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돌입으로 우

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의무가 있

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또한 2~4월에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집중 발생하는 등 사회재난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경제 쪽도 심각하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용부진 등 

경기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일자리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해 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적 소득 불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들어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경제적 소득 불평등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지니계수 수치가 전체 35개국 중 27위2017년 기준를 기록하여 소득분배의 평

등성 제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해결수단으로 그린 뉴딜 부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이 급부상 

했다. 그린 뉴딜이 앞서 거론한 환경·경제·사회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속가능성 수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뉴딜’이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에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그린’ 뉴딜이란 단어

와 같이 친환경·에너지 녹색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환경위

기, 경제위기, 사회위기를 극복해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

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린 뉴딜은 국가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상의 전략이자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4월 미국 제 1·2 도시인 뉴욕시OneNYC 2050와 LA시Sustainable City 

pLAn가 각각 자체적으로 그린 뉴딜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말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또한 그린 뉴딜에 4년간 2조 달러의 투입을 

밝혔다. 유럽은 2019년 12월부터 EU 그린딜을 통해 장기 친환경·에너지 전환 전

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또한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추진 중이다.

그린 뉴딜은 국가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상의 전략이자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투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실상에 맞는 한국형 뉴딜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그린 뉴딜, ‘도시 그린 뉴딜로’ 
우선 대도시에 집중해야...

그린 뉴딜은 국가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전환을 위한 

최상의 전략이자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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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 필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그린 뉴딜. 재원이 한

정돼 있는 만큼 투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온실

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면서 탈탄소 전환이 집중되고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적

으로는 어디일까. 망설일 것도 없이 ‘도시’이다. 전 세

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환경·경

제·사회적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이미 전 

세계 도시화율이 70%를 넘어섰고 글로벌 GDP의 80% 

이상이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세계 도시면적은 지구

의 2%에 불과하나 에너지 소비율은 75%, CO2 배출량

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 영향력이 특히나 더 높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실현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을 추진할 때 비로소 

국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전략

도시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할 시 최상위에 있는 중장기 

전략으로서 모든 도시의 정책과 계획을 아우를 수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력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

행전략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비전과 목표는 그린 뉴

딜의 3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환경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경제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사회위기 대응’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둘째,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구성은 도시의 최상위 계

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프레임워크에 맞춤으

로써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그린 뉴딜 전략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해 도시의 

모든 정책과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최상위 

시정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실제 그린 뉴딜이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중점사업 설정, 지속가능성 확보 수단 마련과 

같은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중점사업 관련해서는 투입 

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높고 경제·사회적 파

급효과가 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린 리모델링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찬가지로 실행전략과 관련해 건설부문중점사업을 

포함해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

입이 필요한데 공공재원 투입만으로는 중장기 실행에 한

계가 있는 만큼,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

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그린 뉴딜이 세부 정책 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및 추적 가능한 지표 기반

의 정량적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각 평가지표에 

따라 현황을 꾸준히 파악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

고 성과에 대한 달성 정도를 파악한 후 미흡한 점이 있

으면 문제점 파악 및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 도시면적은 지구의 

2%에 불과하나 에너지 

소비율은 75%, CO2 배출량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로 

정부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 널리 인용되

고 있다.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정

책 추진 사례, 그린 뉴딜 추진 방향, 국내 적용

에 대한 효과 추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

어 국가와 도시의 그린 뉴딜 전반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있다.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이정찬 외, 2020)』

필자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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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십칠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이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녜요? 

무슨 돈이 있다구! 

분양 아파트는 오십팔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삼십

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만오천 

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조세희는 1976년 ‘문학과 지성’에 실은 『난쟁이가 쏘

아 올린 작은 공』에서 난쟁이 김불이 가족이 살고 있

는 1970년대 서울 낙원구 행복동을 소개하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히 살아가는 그들 가족의 동네가 재

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지만, 당장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철거 후 입주권

이 주어지긴 하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입주권을 살 돈

이 없습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 산업화시대에서 소외된 도시인들

처럼 반백년이 지난 2020년대 오늘날에도 도시개발

에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서 자기

가 살 던 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갑

자기 퇴출됩니다.

진고자금, 의린의 정책에세이 ③

‘퇴출’이 안겨주는 위태로움과 낙담

하버드대학 교수 사회학자인 매튜 데스몬드Matthew 

Desmond는 그가 2016년에 출간한 책 『퇴출된: 미국 도

시의 가난과 이익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에서 가난한 미국인들에게는 언

제든지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퇴출된다는’ 위험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안정, 

위태로움 및 낙담을 안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낙담은 조세희가 그의 작품 속에서 영희의 난쟁이 아

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리

를 듣게 되는 사건으로 이미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출로 인한 인간의 몰락은 도시의 빈

민층이나 블루칼라blue-collar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현

상이 아닙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오페르 샤

론Ofer Sharone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연구저서인 『결

함이 있는 체계/금이 간 자아: 구직과 실업의 경험들

Flawed System/Flawed Self: Job Searching and 

Unemployment Experiences』에 따르면, 넥타이를 

매고 하얀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도시의 화이트칼라

white-collar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조직’이라는 실체에 고

용되어 있고 그 어렵게 들어간 ‘직업’이라는 곳에서 안

착한 자신의 역량을 ‘자아가치self-worth’의 반영으로 간

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 고용

되지 못하거나 이미 속한 조직 또는 제도에서 ‘거절

rejected 또는 퇴출evicted’되어 진다면 그 자체를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필자인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수라는 직업에서 퇴출되어 진

다고 생각해보면, 자아가치의 상실로 인한 심한 불안

감 속에서 아마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급습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퇴출

된다는 사실 자체와 그러한 퇴출 가능성으로 인한 자

아의 상실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문화 곳곳에, 조직과 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

는 ‘스티그마stigma’ 즉, ‘낙인’을 찍는 현상입니다.

1961년 임희재 각본, 강대진 감독의 영화 『마부馬夫』

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여 서구영화계

에 한국영화의 존재를 알린 최초의 작품입니다. 홀아

비로 나오는 춘삼김승호은 짐수레를 끌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시련을 겪으면서도 세 번이나 고등고시에서 

떨어진 장남 수업신영균의 합격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어려운 한자들로 쓰여 진 편지 한 장이 부잣집 마

나님에게 도착하였으나 잘난 마님은 물론 공부 좀 했

다는 집사 그 누구도 그 편지내용을 해석하여 전달하

지 못하는 당황한 상황이 됩니다. 짐수레를 끌고 들어

오던 춘삼은 선뜻 그 편지를 해석하여 중요한 내용을 

마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짐수레를 끄는 춘

삼을 무시했던 마님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게 됩니

다. 저도 그러한 마부 춘삼에게 ‘낙인’을 찍고 있지 않

았던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학 연구의 상당수가 가난한 계층the poor과 인

글 심광호(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원장)

진고자금陳告刺今이란 “이상적인 옛 사실 즉, 보편적진리을 서술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풍자하다”라는 의미로 인문학을 정책평가서로 재해석한 연재 칼럼이다. 의린誼潾은 필자 

심광호沈光昊의 필명author name으로 “글을 통해서만이 옳으며, 맑지 않으면 가지를 말라”는 

뜻이다.

조  세  희  의      난  쟁  이  와 피  터     버 거 의  스 티 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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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자금陳告刺今



1)   The Lord said to me, “Some pretend to be rich, yet have nothing; others 

pretend to be poor, yet have great power. I will reject the former. You delight in 

weaknes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and in difficulties. When 

you are weak, then you are strong. Because your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from Proverbs 13:7 and 2 Corinthians 12:7~10)

종적 소수그룹racial minorities에 대한 ‘낙인찍기stigmatization’

의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콜롬비

아 대학의 허버트 간스Herbert J. Gans 교수는 1995년에 쓴 

책 『가난과의 전쟁: 하층계급과 빈곤퇴치 정책 THE 

WAR AGAINST THE POOR: The Underclass and 

Antipoverty Policy』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낙

인찍기”는 사회 및 조직 곳곳에 깊게 뿌리박혀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으며, 이러한 낙인찍기는 영속적인 가

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가난 해소와 복

지라는 이름의 과학적 정책들을 만들기 전에 더 중요

한 것은 그러한 낙인찍기의 행태를 어떻게 뿌리 뽑아

야 하는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구조의 변

경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낙인을 찍을 권한과 자격

이 없습니다. 조세희의 주인공 김불이는 난쟁이입니

다. 저는 언젠가 주인공에 대해 갖고 있는 제 마음속

의 어떠한 스티그마 즉, 낙인을 확인하고서, 잘난 자

본주의 경제와 물질문명의 호화스러운 수단들이 제게 

어딘가 정신세계에 깊게 심어 놓은 ‘위선hypocrisy’을 발

견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유학을 떠나 평가와 감사監査를 전공하고 그 기

나긴 끝자락의 어느 날 미국의 한 대학 교실에서 박사

학위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에 간신히 답을 한 후, 인생

의 마지막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던 동양의 작은 나라

에서 온 필자가 떠오릅니다. 심사 교수님들과 참관 학

생들이observer 가득 찬 그 작은 공간의 앞에 홀로 서있

는 난쟁이 필자에게 그 동안 박사과정에서 필자를 가

장 어렵게 하였던 한 미국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 사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너

를 판단했던 나의 방식과 기준에 관해서이다. 나는 책

을 겉표지에 의해 판단했었다I judged a book by its cover.”라고 

내게 해주었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그가 

1963년에 쓴 책 『사회학에의 초대 Invitation to 

Sociology』에서 ‘스티그마’의 존재에 대해 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제도가 언젠가 정해놓은 ‘정상 상

태normality’라는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정상범위에 속

하지 못해 제도로부터 일탈자deviant individual로 ‘낙인찍

힌’ 자들은 여전히 실직unemployment과 사회적 결속social tie

으로부터의 상실이라는 위협 속에 존재하게 되며, 그

러한 정상 울타리pale안에 선택되어 지금은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그 울타리 바깥으로 ‘퇴출’ 될

지도 모르는 대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하였습니

다. 필자는 그 정상 상태라는 기준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 기준 및 표준

을 따라 그 정상범위안에 들어가야 하는 생명체로서 

나를 정의하게 하였던 공교육을 확인하게됩니다. 그

런데 그러한 정상 기준과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탈

자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

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이점들이 선택의 가능성 제한

이탈리아 피렌체Florence에는 아카데미아 갤러리Galleria 

dell’ Accademia가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 중의 하

나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가 1501~1504년 동안 매끄

런 대리석으로 만든 5.17미터 높이의 미소년 조각상 

때문입니다. 르네상스Renaissance, 14~16세기 시대를 대표하

는 그 예술조각은 한 해 150만 명 이상이 쳐다보는 바

로 ‘다비드David’ 상입니다. 그러나 관람자들은 그 다비

드상이 바로 자신인 줄 모르고 쳐다봅니다. 미켈란젤

로는 왜 거인 ‘골리앗Goliath’ 보다 더 커다란 동상으로 

다비드 상을 만들었을까요? 미소년 다비드는 관례적

인 전통적인 질서conventional order를 자신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어떠한 ‘주어진 것given’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바로 거인을 무너뜨린 무기입니다. 물적 

자원을 가진자들은 기존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은 그의 저서 

『다비드와 골리앗 David & Goliath 2013』에서 사람

들은 오랫동안 엘리트 제도들elite institutions이 가지고 있

는 위세prestige 및 권위, 자원resources, 소유물belonging들을 

더 이롭게 하는 방식만을 생각해왔다고 말합니다. 그

에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 이점들material advantages

이 바로 인간이 갖을 수 있는 다른 선택options의 가능

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경제 중심의 도전적인 삶에 의해 폐허가 되

어가며, 그들이 소유한 부의 양에 의해서 결국 몰락하

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부와 물질과 권력 이

외에는 실제 다른 야망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부유한 아파트가 단지구석에 가난하거나 소

수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

는 등의 주거차별 행위를 법적으로 무효화outlaw하거나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아파

트 소유자와 부동산업자들은 그런 소수계층들이 자신

들의 아파트에 접하여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스티그마 즉, 낙인과 퇴출을 부

여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스티그마는 정책적이거

나 제도적인 물리적 틀에 의해서도 없앨 수 없는 실체

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재래시장

을 방문한 정치인들이 종종 이러한 낙인찍기의 폐해

를 없앨 것이라고 선언하곤 합니다. 일요일 날 깔끔히 

차려입고 간 교회에서 낙인찍기의 도덕적 거부야말로 

천상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낙인찍기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목

소리만 높입니다. 사상, 가치, 이념 그리고 종교 등 

정신적 테두리 내에서는 이러한 ‘낙인찍기’야 말로 버

려야할 근본 인간의 자세라고 자유로운 논의의 날개

를 폅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땅까지는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우리는 왜 어떠어떠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제도적 경계선으로부터 우리는 

왜 ‘퇴출’되고 ‘거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을 제시

하지 못한 채, 필자는 이러한 주제로 책을 쓰는 중에 

만난 앞의 말콤 글래드웰의 작품 여러 곳에 남긴 내용

을 잠시 정리해봅니다.

1)

주主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체 자랑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다른 어떤 이는 가난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전자前者를 거절하고 퇴출할 것이다.

너는 약함과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기

뻐할 것이다.

네가 약할 때에 비로소 너는 강하다.

그 이유는 너의 파워는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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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불법제품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아이디어 얻다 

금방 지나갈 것 같던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된 지난 2020년이었다. 당연하던 일상의 풍경까지 바

뀌면서 상점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

워졌다. 이와 반대로 쇼핑몰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유통 

시장은 급성장했고, 생필품부터 먹거리까지 모든 제품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

인 유통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

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나 가스용품 등이 온라인

에서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행위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로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 불법 제품

을 더욱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국가스공사이하공사 기획실 30여 명의 직원들은 공사 경영

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사업 발굴과 안전 관리를 위해 힘쓴 결과, ‘가스안전 사

이버 감시단’ 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장갑만 차장은 “공사에는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지만, 수만 개의 쇼핑몰 사이트 모

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 제품 감시단을 기획

하게 됐다”라며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발맞춰 비대면 

재택 직무로 ‘가스안전 감시단’을 운영해 중증 장애인분들

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KGS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공사 

본사 기획실에서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낸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가스안전공단 본사 기획실을 

찾아보았다.

정리 박시나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

한국가스안전공사

3개월간 2만 5,363건에서 불법사이트 126개 발굴

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예산과 정보, 자원 등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직무로 개발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202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불법 가스제품의 온라인 판

매 근절을 위한 감시업무를 수행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

인 근무자 인력 풀 제공, 근무 전 사전훈련 지원으로 출근 

등록, 불법 제품 검색, 검색 자료 송부, 퇴근 등록 등 일련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근무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경기도 청년 장애인으로 경증  

1명, 중증 8명으로 구성됐으며, 2개 팀으로 나누어 업무에 

효율을 높였다. 3개월 동안 2만 5,363건에 대한 쇼핑몰 사

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 126개소를 발굴·차

단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제품 판매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중증 장애인도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장애인의 직군은 ‘적합한 것이 없다’는 흔한 핑계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

로 잡을 수 있었다는 장 차장.

기획실은 평소 부서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지향

하는 실장을 필두로 일자리 사회가치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에 성과금 일부 반납 및 

성금 모금 운동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김윤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종범(현재 부사장), 경기도 환경국장 엄진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남용현.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제품 

판매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근무자 미니 인터뷰

가스안전공사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는 공고

를 확인하고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길게만 생각

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은 어느 누

구도 불법 가스 상품을 사용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었

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일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 있었습니다. 일반기업

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종일 근무자를 우선 채용하는데 

저의 경우는 신장투석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 하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주 3회 일주일에 세 번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헤아리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입

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저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수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무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짙

은 서식 교육 이외에 여러 강의들도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보상 선

물은 업무 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

을 몇 번이고 설명하는 친절함은 저뿐만 아니라 동기

들의 업무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코

로나19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는 선택이 아

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

서 근무할 시 근로자는 더 능률적으로 일하게 되어 업

무 실적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근무자와 사업주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방향의 배

려형 일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과 배려 및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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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만 보아도 치유되는 숲

산림 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4에 정의되어 있으며,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치유환경요소를 활용해 몸의 면역력 증강 및 심신 건강을 높이는 활동’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산림치유는 질병의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

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숲의 어떠한 점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일까? 숲은 사람에게 

충분한 양의 햇볕을 제공하는데 직접적인 햇볕부터 나무 그늘에 의한 간접적인 햇볕

까지 고루 제공한다. 숲의 햇볕은 도시의 직사광선과 달리 강렬하지 않고 적당해 세

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음식에서도 얻을 수 없는 비타민D를 만

들어 주며, 백혈구를 증가시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울창한 숲길을 걸을 때면 느껴지는 상쾌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힐링이 된다. 

이는 단순히 기분탓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2014년에 발표된 국립산

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숲이 포함된 경관에서는 뇌에서 발생되는 알파파가 증가했

으며, 심리적으로도 회복환경으로 인지했다. 또한 숲이 포함된 경관에서 긍정적 감정

이 증가했으며 부정적 감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산림욕

산림복지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 산림치유의 대상은 숲 태교를 포함한 요람에서 수

목장을 포함한 무덤까지 복지차원의 전방위적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에 대한 산

림치유적 접근, 학업 스트레스에 쌓인 청소년 대상의 산림 치유뿐만 아니라 일상의 

피곤함에 노출된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 치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산림경영에서 출발한 산림욕과 산림휴양의 개념인 산림 치유·교육·레포츠까지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림욕은 건강증진을 위해 숲속의 쾌적한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활동적인 산림휴양은 숲속에서 행하

는 야외 활동, 즉 여가를 활용한 체험과 개인적 휴양활동인 산림체험이나 생태환경체

지친 나를 돌보는 
산림 치유

맑은 공기, 푸르른 산, 파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것 가

운데 녹음 짙은 숲이 선사하는 심신의 힐링은 가히 최고

라 하겠다. 미세먼지 자욱한 도심을 떠나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국내 숲 체험 시설을 소개한다.

정리 박시나  사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 치유는 건강증진을 

위해 숲속의 쾌적한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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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머무르며 힐링하기 좋은 곳

국립산림치유원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고객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으

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조성된 산림복지단지.

  054-639-3400 

  경북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국립장성숲체원

뛰어난 자연입지의 방장산의 산림교육

센터와 국내 최대 편백나무숲이 있는 축

령산의 치유의숲을 통해 고품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061-399-1800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

국립횡성숲체원

국내 최초 국가산림교육센터로서 청태

산에 위치해 숲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

고 숲의 가치와 편익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033-340-6300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국립대전숲체원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난 중부권 대표 산

림복지시설로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아에 특화된 산림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

  042-718-1501

  대전 유성구 숲체원로 124 

국립칠곡숲체원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경사가 

완만한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동선에 최적화 돼있으며 산림

교육센터와 토리유아숲체험원 운영.

  054-977-8773

  경북 칠곡군 유학로 532

국립춘천숲체원

산림교육과 산림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모험숲, 

글램핑장 등 산림레포츠 특화시설과 다

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

  033-912-9000

  강원 춘천시 신북읍 장본2길 331 

험 모두를 포함한다. 산림레포츠는 산악자전거, 산악 모험 어드벤처, 등산 등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다. 산림치유는 숲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 자연에 가까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산림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산림인증제도을 실시해 산림치료지구, 산림치

료 길을 설치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 만점인 숲길

스위스 취리히 숲단련길은 1968년 예방학적 관점에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 

숲단련길 재단이 설립되면서 현재 스위스 전역에서 운영 중이다. 숲단련길 코스별 운동

효과는 색깔별로 구분하는데 파란색은 지구력, 노란색은 유연성과 민첩성, 붉은색은 

근력을 나타내어 각자에게 필요한 운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는 ‘치료·요양’이란 뜻의 쿠어와 ‘장소’라는 뜻의 오르트의 합성

어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요양지의 개념이다. 독일은 약 350여 개의 쿠어오르트가 

있으며, 온천, 진흙, 공기, 해양, 크나이프 요양지와 치료에 좋은 기후 요양지 등으로 구

분된다. 

영국에서는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등을 향상시켜주고 지역 환경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활동인 그린 짐Green Gym이 활발하다. 이 용어는 1997년 영국 옥스퍼드셔의 

윌리엄 버드willam Bird 박사와 BTCVBritish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실질

적인 접근성을 주장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됐다.

장수국가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삼림테라피기지’란 긴장완화효과가 산림의학 측면에서 

전문가에 의해 실증되고, 더 나아가 관련 시설 등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정 수준으

로 정비된 지역을 의미한다. 삼림종합연구소를 주축으로 ’04년부터 숲의 건강·생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1   국립양평치유의 숲 맨발걷기 프로그램

2   국립산림치유원 숲치유 프로그램

3   국립김천치유의 숲 자작나무 프로그램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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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물건들은 보는 순간 그것의 기능이나 효용, 값어치를 곧바로 짐작할 

수 있지만 책은 좀 다르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 책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기억될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 외형이나 가격 따위

로는 판단할 수 없는 대표적인, 어쩌면 유일한 물건! 때로는 우연히 만난 한 권

의 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남프랑스 위제의 작은 서점을 무대로 한 소설이다. 서점 주인 나탈리

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책을 권한다. 책

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이윽고 삶의 빛깔까지 바뀌어가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독자들은 “책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발견하게 된다.

시대극에서 툭 튀어나온 듯 고전적인 차림새의 모녀. 그들의 구매 목록은 더없

이 고급스럽지만, 딸의 슬픈 눈빛에서 나탈리는 소녀의 남모를 갈증을 읽는다. 

아름다운 시를 줄줄이 읊어대는 젊은 우체부와의 대화 속에서는 우편물 가방 

속에 꼭꼭 숨겨놓은 청년의 꿈을 읽는다. 문맹으로 살아온 이민족 여성, 전쟁

터에서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은 외인부대 용병…. 그들은 서점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책을 만나고, 읽고, 행복해한다. 

생사를 초탈한 어느 순례자의 챕터에서 독자들은 삶과 죽음이 주인공에게 어

떤 의미인지를 그가 읽은 책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 정기적으로 누군가

에게 책을 발송하는 한 남자의 챕터에서는 그 책들이 주인공의 삶에 새겨놓은 

흔적들과 짙은 감동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글쓰기’가 극소수 작가들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끝났다. 인쇄된 책이 글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던 시대도 종말을 고한 지 오래다. 디지털 문명은 글의 생산, 유

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온갖 SNS에서 한 줄짜리 

‘상태 메시지’까지,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심혈을 기울여 쓴 글들로 

넘쳐난다. 그럼에도 ‘제대로’ 글을 쓴다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다.

전작의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의 저자는 ‘글쓰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이 책은 삶의 옹호로서의 글쓰기를 화두 삼아 다양한 영역에서 낮은 사람

들과 공감해온 그가 글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펴낸 책이다. 스스로를 

글쓰기로 이끈 104개의 문장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글쓰기가 어디에서 시작되

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준다. 

니체, 조지 오웰, 신영복, 김훈 등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지

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배워야 할 ‘태도’들이다. 

“내 안에 파고들지 않는 정보는 앎이 아니며 낡은 나를 넘어뜨리고 다른 나, 

타자로서의 나로 변화시키지 않는 만남은 체험이 아니다”라는 황현산의 문장 

뒤에 저자는 "앎으로 삶에 덤비지 않도록, 글이 삶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한

다“고 덧붙여 놓았다. “마르크스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

르크스를 읽으면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우치다 타츠루의 문장 뒤에서는 “쓰기의 말들은 글쓰기에서 닥친 문

제를 바로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도망갈 곳이 없음을, 자기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속삭인다”고 말한다. 

오직 서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에르브 광장의 작은 책방』

에릭 드 케르멜 저 | 강현주 역 | 뜨인돌 펴냄 | 2018

안 쓰던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쓰기의 말들』

은유 저 | 유유 펴냄 | 2016

일상이 
선물인 
하루 하루를 
쌓다

인생을 살다보면 

값비싸고 눈에 띄는 

것만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도 소중한 선물임을 

알았다.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경험도 

특별한 선물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글 박경수(출판기획자)

국립세종도서관 책꽂이

863-19-55
ISBN: 9788958076926

국립세종도서관 책꽂이

802-16-45
ISBN: 9791185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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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너와 만나

겨울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봄날은 간다>. 사운

드 엔지니어 상우유지태는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인근 기차역에서 모셔오는 오후

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히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한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PD로 일하는 은

수이영애와 업무 미팅이 잡혀 있던 것. 청취자들에게 자연

의 소리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음 

작업을 위해 은수가 상우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터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대나무숲.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해 소리를 채집하는 상우의 모습에서 퍽 프

로페셔널하다고 느끼는 은수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녹음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 상우에

게 전화를 거는 은수. 이번엔 절간이다. 담고자 하는 소

리는 한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은수는 무슨 일인지 잠

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그러다 한밤중 소복이 쌓이는 눈

글·사진  김민겸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 달력은 춘삼월을 지나는 게 분명한데 체감할 새 

없이 속절없이 사라져 가는 봄. 이 계절을 붙잡고 싶을 때 봐야 하는 봄나물 같은 영화가 있다. 

봄을 가득 담은 영화 <봄날은 간다>, <리틀포레스트>를 만나보자.

에 급히 뛰쳐나온 은수. 눈앞에 보이는 건 이미 장비를 세팅하

고 소리를 채집 중인 상우다. 아마도 이때였지 싶다. 그저 협업

하는 파트너에서 어쩌면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이 든 건. 이윽고 둘은 서로 뜻 모를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다음날도 저녁 늦게까지 방송국에서 녹음본을 옮

기는 작업을 마치고 은수를 집에 바래다주는 상우. 은수가 차

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 문은 다시 열리는데, 이때 은

수가 은근하게 읊조린다. “라면 먹을래요?” 미국에서 늦은 밤 

이성에게 어필하는 멘트로 “넷플릭스 보고 갈래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요?”가 ‘국민 룰’ 멘트로 태어

나는 순간이다.

이제 갓 너를 봄

인생에 가장 빛나고 좋았던 시절을 두고 흔히들 ‘봄날’이라고 

말한다. 은수와 상우, 이 둘에게도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

아 맞이한 봄은 가장 싱그럽고 찬란한 시절이다. 술 마시다가

도 ‘지금 보고 싶다’는 은수의 말 한마디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쏘질 않나, 지금 하라면 볼썽사나운 건 둘째 치고 경찰에 딱지 

떼이고도 남을 ‘둘이 포개 앉아 운전 가르치기’를 해 보이기까

지 하니 말이다. 이 시절의 둘은 모든 게 갓 짜낸 과즙처럼 생

동감 넘친다. 어느 하나 어색하다거나 억지로 하는 게 없다. 마

치 봄이라는 계절이 다시 한번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햇살을 선사하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지랑이가 피어날 즈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둘 사이에

도 금이 간다. 여름이면 따가운 햇볕 탓에 이유 없이 진 

빠지는 것처럼 둘의 연애도 어딘가 생기를 잃기 시작한

다. 방송국 앞에서 상우에게서 서류를 전달받는 은수를 

보고 둘의 사이를 궁금해하는 동료의 질문에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둘러댄다거나, 철자는 그때와 틀림없이 똑

같지만 더 이상은 “라면 먹을래?”라는 물음에서 설렘을 

느낄 수 없는 둘 사이. 이를 보고 있자면 우리 역시 각자

의 연애에서 권태로운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그때

를 다시금 상기할 수 밖에 없다. 계절은 돌고 돌아 봄은 

또 오고 은수의 연락으로 둘은 재회하게 된다. 카메라가 

비추는 창문 바깥이나 도로변에는 벚꽃이 만개하며 봄기

운이 완연하기만 하다. 1년 전 봄날처럼. 그러나 둘에게 

있어 그때와 같은 봄날이 돌아올 순 없으리라. 그렇다. 

그때의 봄날은 간다. 속절없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좋았던 

시절을 두고 흔히들 ‘봄날’이라고 

말한다. 은수와 상우, 

이 둘에게도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봄은 가장 

싱그럽고 찬란한 시절이다. 

필름에 
담은 

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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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찾은 고향집

이제 막 임용고시를 마친 혜원김태리은 도망치듯 고향으

로 내려온다. 남자친구만 임용고시에 합격하자 자존심

이 상한 게 그 이유다. 며칠 은둔하다가 올라갈 요량이

었던 혜원은 불현듯 마주치는 동네 친구들이며 고모에

게는 ‘사나흘만 있다가 갈 거야’라는 말을 달고 산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골집이지만 혜원을 반기는 이는 없

다. 진즉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며 어머니는 혜원

이 수능을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집

을 떠났다. 얼떨결에 혼자 살게 된 혜원 역시 얼마 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고향집은 지난 몇 년간 

비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겨울은 혜원에게 있어 영 달

갑지 않은 계절이다. 남들이라면 며칠이고 머물고 싶을 

고향집에 와서도 잠깐만 있다가 갈 거라고 되뇌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리틀 포레스트>의 스크린에서 표현되는 봄은 <봄날은 간다>

의 그것보다 더욱 역동적이다. 노랗게 핀 개나리, 봄에 제철

인 고사리, 이제 막 녹기 시작한 땅을 부추기는 봄비, 물웅덩

이를 바삐 기어가는 달팽이, 물가에서 뛰노는 개구리, 그리고 

이제 막 움튼 감자 싹까지. 특히 이 장면에선 이제 막 귀농을 

결심한 이들에겐 좋은 팁이 될 만한 대사가 나온다. ‘감자 싹

이 나오면 다른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준비, 시작!”이란 말이 다소 상투적이고 지겹다면 좀 더 계절

감을 담아 표현할 수도 있겠다. “감자가 싹을 틔웠다!”라고.

겨우내 움츠렸던 읍내 5일장에도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돈

다. 영화 속 대사처럼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철이면 그간 

밀린 일들을 하느라 허투루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일까? <봄날

은 간다> 속 봄이 알 듯 말 듯 슴슴한 맨 봄나물이라면, <리틀 

포레스트> 속 봄은 초고추장을 듬뿍 넣어서 새콤한 봄나물 

무침을 맛보는 듯하다. 각 계절에 어울리는 요리를 선보이는 

‘먹방’ 영화답게 장면이 봄으로 넘어가자 등장하는 첫 요리에

선 봄 내음이 물씬 묻어난다. 진달래 파스타는 양상추를 넣는 

여느 샐러드 파스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

운 비주얼을 자랑한다. 여기에 꽃가지마저 그대로 부쳐

낸 꽃 부침까지. 각 요리 과정을 탑뷰Top-view로 담은 컷

들만 모아도 그 자체로 힐링 영상이 될 지경이다. 더군

다나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연기를 해내는 김태리 배우

가 정성 가득 담긴 요리를 입으로 옮기는 모습은 정갈

하기 그지없어 더욱 좋다.

나만의 인생 전진 기지

<리틀 포레스트>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에서

도 인스턴트 음식으로 상징되는 서울 도심 속 일상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대충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장면은 영화에서 

볼 수 없다. 사계절을 담은 영화 중에서도 그 컬러를 뚜

렷하게 드러내며 어느 계절이건 식욕 없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를, 내 마음 속 ‘원픽’ 영화로 등극한다. 사나흘만 있

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꼼짝없이 1년을 고향집에

서 보낸 혜원은 다시금 전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어 집을 

나선다. 2021년의 첫 분기가 끝나고 두 번째 분기에 접

어들었다. 우리 모두 재정비 후 전진을 위해 각자의 베

이스 기지에서 잠시 몸을 추슬러보는 건 어떨까? 

각 계절에 어울리는 

요리를 선보이는 ‘먹방’ 

영화답게 장면이 봄으로 

넘어가자 등장하는 첫 

요리에선 봄 내음이 물씬 

묻어난다. 

32 33

VOICEeYe



‘인간시장’ 단기간에 밀리언셀러 등극

한국 현대사에서 1920년 이래 8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양은 얼마나 될까? 베스트셀러도 1960년대 이전

에는 3만 부 내외였고,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등장

한 1970년대에는 10만 부에 불과했다. 1980년 ‘인간

시장’이 단기간에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한 해에도 몇 권씩의 밀리언셀러가 

등장했다. 여기서 당시 약 2억 원의 가치에 육박할 만

큼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김홍신 작가의 소설 ‘인

간시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1984년에는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100만 권 판매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총 

판매량 560만 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이 소설에 사람들이 그토

록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시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총찬은 당대의 영웅이었다. 장총찬은 80년대 

엄격한 군사정권 속에 억압된 시민들의 자유와 표현 그

리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던 유일한 탈

출구였던 것이다. 

글 이유정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책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세계 책의 날’ 애칭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 

‘책 드림 날’을 맞아 책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본다. 

1920년 이래 낱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1976년에 

출간된 크라운 출판사의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이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최소 

2,50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알려져 있다. 2위는 매

년 연말 명문당, 남산당 등 여러 출판사에서 어김없이 

출간하는 ‘대한 민력’이다. 

대한 민력은 1911년부터 1936년까지 일제가 펴낸 달

력인 조선민력朝鮮民曆에 대항해 발행한 것으로, 임시정부

가 독자적, 주체적으로 발행한 달력이라는 점에서 대한

민국의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

은 ‘일반상식’으로 지금은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80년

대만 해도 고졸 이상의 취업자에게는 필독서였다. 

실용서나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이다. 단행본으로는 1972년 

처음 나온 문예출판사에서 120만 권이 판매되는 등 총 

600만 권이 판매됐다. 

책에 관한 
궁금한 몇 가지!

 ‘인간시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장총찬은 

80년대 엄격한 군사정권 속에 억압된 시민들의 

자유와 표현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던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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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상위에는 ‘성경’이 있다. 우리

나라의 역대 베스트셀러 1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올

해 8월이면 발간 55주년을 맞이하는 ‘수학의 정석’이

다. 1966년 8월 31일 초판이 나온 '수학의 정석'의 누

적 판매량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4천 500만 

부2016년 기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스테디셀러

다. 저자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의 홍성대 씨. 족집게 강

사로 유명했던 1966년 당시 28세에 이 책을 완성했다

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간 후부터 지금까지 대한

민국 최고의 수학 참고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다. 저자가 '수학의 정석'의 수익금으로 1981년 자신의 

고향 인근인 전주에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하다. 

‘수학의 정석’은 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레트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도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학

습서로 등장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름은 바둑용

어인 '정석'定石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했다. 저자가 20대 

시절 스승과 함께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쓰고 있던 참

고서 제목이 생각나 그대로 지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작업의 정석’ ‘연애의 정석’ 등 ‘수학의 정석’의 이

름을 변용한 수많은 대중예술작품의 제목으로 쓰이기

도 했다. 홍 이사장의 고향인 정읍 태인면에는 ‘수학정

석길’이라는 도로도 생겼다.

베스트셀러 저자가 사람이 아니다?

디즈니 만화 원작 캐릭터를 소재로 한 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지난 2018년도 종합 1위

에 올랐다. 장기간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

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곰돌이 푸의 인기는 빠른 시대적 흐름 지친 현대인들

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귀여운 캐릭터 선호는 불황과 

관련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매층을 보면,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구매했을 것이라는 생각

과 달리 전 연령대의 고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대 남성이 27.1%, 30대 남성이 25.8%를 차지했

으며, 40대 남성도 16.5%가 ‘곰돌이 푸’를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곰돌이 푸 시리즈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과 행복은 오

지 않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위

안을 얻는 것이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는 1만 원대로 행복을 사는 가장 가성비 높은 소비로 

볼 수 있다. 특히 곰돌이 푸의 말, “행복하진 않지만 행

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당시 트렌드인 ‘소확행’과도 

맞아떨어진다. 거창한 행복 대신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

가는 데 공감한 것이다.

‘곰돌이 푸’1977는 1926년 쓰인 동명의 영국 동화를 바

탕으로 제작된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올해 96살이다. 곰을 푸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탄생

시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세월이 흘러 

20~40대 어른이 된 그들이 곰돌이 푸를 다시 찾는 것

은 어렵고 팍팍한 인생에서 조언助言을 구하기 위해서

다. 실패와 좌절, 상처 입은 이들에게 곰돌이 푸의 귀여

움과 따뜻함, 다소 엉뚱함은 잊어버렸던 유년시절의 추

억을 소환시켜 서걱거리는 마음을 다독여 준다. 

‘곰돌이 푸’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올해 96살이다. 

곰을 푸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탄생시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저자가 '수학의 정석'의 수익금으로 

1981년 자신의 고향 인근인 전주에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하다.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지난해 서울대가 웹진 ‘아로리 8호’를 통해 2019~2020

학년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권을 소개

했다. 

서울대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을 독서 문항으로 활용하

는 특징이 있다. 2014학년 수시에서 자기소개서 3번 문

항에 도입된 이후 2015학년부터 4번 문항으로 바뀌면서 

7년째 해당 문항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내

용이다. 

2020학년 상위 도서를 살펴보면 1위 왜 세계의 절반

은 굶주리는가쟝 지글러 2위 미움받을 용기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 타케 

3위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4위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5위 

데미안헤르만 헤세 6위 죽은 시인의 사회N. H. 클라인 바움 7위 엔

트로피제레미 리프킨 8위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9위 부분과 

전체베르너 하이젠베르크 10위 1984조지 오웰 11위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12위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13위 변신프란츠 카프카 14위 돈

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 15위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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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목받는
국내외 
정책정보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정책 관련 기관의 최신 

온라인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자료의 경우 표제와 

요약문을 한글로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우리산업의 경쟁전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21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교역 동향과 국제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별 가치사슬 변화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전략 방안을 도출한 보고서다. 

2020 우주산업 실태조사 

(조사기준년도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국내 우주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사업 활동 현황 및 매출예산, 참여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다. 국내 

우주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우주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위험성 기반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2020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부정수급 관리 방안을 제언한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미디어 소비 패턴 :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0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와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삶의 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부담을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대·견인하는 전략4대 전략 11개 과제을 담았다. 전략별 

주요내용은 ▲시장·채널별 맞춤형·연계지원 

강화 ▲판로환경 트렌드별 변화 대응 ▲데이터 

기반 판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비대면 사회의 변질 : 접촉 포비아 사회, 

기회와 위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20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변화를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기회와 극복해야 할 위협을 제시한다. 

정책동향

자료명 검색

국내/국외 

선택

정책정보포털

최신정책동향

경제
·

산업
·

교통

과학
·

기술
·

통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을 위한 

국내입양과정의 단계별 개선점 

육아정책연구소 | 2021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4조는 관점에서 국내입양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입양과정 단계별로 제시한다. 크게 ‘입양 

허가 전’과 ‘입양 허가 후’로 나누어 개선점을 

전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2020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현 개선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추가적인 개선안이 가져올 보육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를 예측한다.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우리나라 수도권인구 집중 현상을 청년인구의 

이동과 그에 따른 지역 인구의 파급효과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이동의 관점에 기반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 지역의 인구정책은 

지역 청년정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

복지
·

환경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2020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목적과 방향 및 현황과 

더불어 본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전한다. 또한 

국공립 다양화 정책의 주요 모델인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대학 내 인권침해의 실태와 발생구조에 

따른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학생 전체 중 절반 정도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및 사적 강요의 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내 인권침해의 실태와 

발생구조를 분석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언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의 중요성

한국행정연구원 | 2020

한국판 뉴딜은 한국 사회 전반의 경제·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에 잠재적 갈등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 

효과를 위해서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갈등 관리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1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트럼프 행정명령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한 업계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논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전략 전망 :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Quad)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20 

쿼드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복원의 핵심 기제로서의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쿼드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쿼드의 발전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 

쿼드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전한다. 

비무장지대 관련 법률안 비교 및 보완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2020 

비무장지대라는 공간 자산을 남북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의 진정한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토대를 정립해야 한다고 논한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법적 규율은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적절히 안배한 특별법 

형식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
·

문화
·

행정

국방
·

외교
·

통일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policy.nl.go.kr

문의 044-900-9068

국내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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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교육 분야 디지털 전략: 

디지털 기술과 교육 정책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디지털 교육에 

관한 정책 문서를 토대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분석한 보고서다.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교육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회와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다. 

대공황 이후 임시직에 일어난 변화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 2021

임시 파견 서비스THS 산업은 1990년 이후로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직업 고용 

통계OES 조사 및 상시 인구 조사CPS를 통해 얻은 

산업 및 직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임시직과 

직업의 개요, 업태, 그리고 대공황 이후 10년간 

임시직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블루오션 관광산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전의 추세와 방향

Asian Development Bank, ADB | 2020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유람선 관광산업을 

비롯한 도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말았다. 

바누아투와 사모아에서도 리조트, 식당 등 여러 곳이 

폐쇄됐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개발 관련 

문제가 발생했으며, 관광산업의 미래, 국가 및 도서 

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학습 위기를 피하기 위한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World Food Programme, WFP | 2020

현재 학생이 겪는 학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 및 영양 사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 문서에서는 학교 복지 및 영양 

사업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 및 협력기관이 교육 부문에서 

우선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용 및 노동 정책 의제: 

대응 전략 필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 2021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인적 자본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를 살펴본 보고서로 공공 

보건 의료 인력이 직면하는 시장 중심적인 

요소를 살펴본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근로자 및 서비스 부문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적 대응 

사례들을 전한다.

친환경 회복을 시작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및 추가 조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 2020

코로나1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책 중 빈곤 

완화가 수렴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인기영합주의 시대 다자주의의 발전

The Brookings Institution | 2021

많은 강대국에서 인기영합주의와 국수주의가 

팽배하는 시기, 미국과 유럽 다자주의자의 협력적 

국제 질서 강화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다. 

위험 지대 속으로: 미-중 관계의 당면 위기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 2021

미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위험 

지대 안내 전략A Strategy for Navigating the Danger Zone을 

제시한다. 

국가 취약성과 공적개발원조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2020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취약성 모델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인 57개 취약 지역을 

분석한 논문으로 ODA는 취약 지역을 위한 

확실한 자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평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전한다. 

긴급 식량불안정 조기 경보 분석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공동 보고서 :  

2020년 10월

World Food Programme, WFP | 2020

전 세계 국가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평가한 긴급 

식량불안정 조기 경보 분석 보고서로, 식량안보 

위기에 처한 지역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식량불안정에 따른 지역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사례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제품믹스 조정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2020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청SARS과 재무부NT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2010~2016년 수출 대상 

국가의 시장 무역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수요 충격에 대한 

대응책을 평가한 보고서다. 

경제
·

산업
·

교통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 담기: 디지털 화폐의 

보안성과 편리성

Bank of Canada | 2021

전자 화폐의 잔액을 각각 주소, 전자 지갑, 

은행에 저장할 때 얻어지는 보안성과 편리성을 

분석한다. 연구진은 모든 계좌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비밀번호 집합 관리’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대유행과 그 이후 전자상거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2021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다. 

전자상거래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부문에 어떠한 구조 변화가 

초래되는지를 알아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강화한 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증가했으며 소비 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

기술
·

통신

교육
·

문화
·

행정

국방
·

외교
·

통일

사회
·

복지
·

환경

걸프 지역의 경제 다각화: 노력을 배가할 

시기

The Brookings Institution | 2021

걸프 협력 회의GCC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탄화수소에 의존해 얻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결국 고갈될 것이다. 이 문서는 

GCC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경제 개혁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제르바이잔의 사례를 통해 도로 

기반시설이 가정 복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

Asian Development Bank, ADB | 2020

기반시설은 경제 개발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이 보고서는 지난 8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도로 건설이 아제르바이잔 대상 지역의 가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도 접근성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추산한다. 

국외정책
정보

무역 심리 및 주식 시장 - 중국 언론의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증거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2021

중국과 미국 간 무역의 긴장은 세계 주식 시장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효과를 정량화 하기란 

어려운 문제였다. 이 문서는 중국 언론보도의 긍정 

혹은 부정적 기조를 평가하는 빅데이터 풀에 기초해 

개발한 ‘무역심리지수’의 기능을 토대로 세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한다.

중국의 향후 세계 투자 회복 -  향방 분석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 2021

코로나19는 지난해 중국의 글로벌 투자 및 건설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한 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향후 투자 회복에 관한 향방을 분석한다.  

컴퓨터 관련 업종이 2019-29년 사이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의 고용 상승을  

이끄는 이유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 2021

몇년새 특수 컴퓨터 직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급격한 

고용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관련 직종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트렌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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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해외 학술 단행본을 구할 때 마주치는 현실적인 벽

필자는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전투체계개발단에서 해군 전투함의 전투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전투체계’란 전투함의 임무 목표(해상위협

에 대한 방어 및 교전 역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조원과의 협업을 통

해 해상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한 상황인식, 표적관리, 위협평가 및 교전

을 수행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위협대상과 인터페이스 방법은 다르

지만,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최근 들어 전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외 다양한 학술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논문이나 학술대회 자료는 

연구소의 ‘기술지원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원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나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도서 형태의 연구

자료는 종이책으로 구매하는 것 이외에는 접근할 방법이 드물었다. 필자

의 경우는 온라인서점 혹은 검색을 통해 도서의 간략한 소개와 목차를 

살펴보고 필요한 도서를 연구소 도서관에 구입 신청하는 방법으로 필요

해외 전자책을 
빠르고 쉽게
이용하는 법!

국외 학술 전자책 
ONE-STOP 서비스 이용 후기

글 장우영(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함정전투체계개발단 

선임연구원)

이번 호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 중 국외 

학술 전자책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제 이용 후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 자료를 구했다. 하지만 책 소개와 목차 정보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

렵고, 구입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내용 확인이 어

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24시간 이내에 원하는 국외 자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그러던 중,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 ‘기술지원팀’이 안내한 ‘국외 학술 전자

책 ONE-STOP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NE-STOP 

서비스’는 그야말로 정말 한 곳에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

스였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 연구에 대한 흐름 파악이 중요하여 많

은 도서를 참고하곤 하는데, 주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최신 경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ONE-STOP 서비스에서는 수많은 국외 학술 도서의 내용을 구매하지 않

고도 전자파일 형태로 일부를 미리 볼 수 있다. 국내 온라인서점이 제

공하는 미리보기는 출판사가 지정한 몇 페이지만 볼 수 있지만, ONE-

STOP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체 페이지 혹은 제한된 페이지 수 내에서 선

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리보기를 통해 필요한 도서는 전자책 구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 이용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이후 정책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한 전자책의 전부를 열람할 수 있으

며, 일부 출력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출판사마다 허용 범위가 다

름)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도서관이 구

입한 자료는 영구적으로 소장하여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

다고 하니 일거양득의 서비스라 볼 수 있다.

전투체계의 경우 인지공학, 인간-컴퓨터 인터

페이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려

면 동향 파악을 위한 단행본 형태의 국외 연구

자료들이 필요한데, ONE-STOP 서비스를 통

해 많은 자료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 다만 본 서비스는 국외 학술 도서만을 

다루어 국내 학술 도서에 대한 유사 서비스의 

부재가 조금 아쉽다. 현재 국내 학술 전자책 

시장은 정책 결정을 위해 다수의 도서를 두루 

살펴보고 구매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뒤따르

기 때문이다.

국내 출판사 또는 유통사도 해당 서비스처럼 

전자책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면, 도서관뿐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에게도 큰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로 정책연구

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국립세종도서관 관계

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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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에 메주 띄워 동짓달에 담근 매운맛

고춧가루에 찹쌀이나 보리, 멥쌀, 밀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고추장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B와 C, 카로틴 

등이 함유돼 된장 못지않게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다. 

특히 전북 순창 고추장은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했을 

만큼 맛있기로 유명하다. 순창에서 나고 자라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30년 동안 고추장을 담그고 있는 설동순 

씨(60)는 순창의 태양초 고추와 섬진강 상류의 오염되지 

않은 지하 암반수 그리고 메주 효모균 번식에 좋은 기후가 

순창 고추장 맛의 비결이라고 한다. 

“순창 고추장 맛의 특징은 단맛에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음력 10월에 메주를 쑤지만 순창에서는 단맛을 내는 

곰팡이가 잘 번식하는 8월 처서 전후에 고추장 메주를 

띄워 동지섣달에 고추장을 담그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고추장용 메주를 만들고 겨울에 고추장을 담그면 유산균 

번식 속도가 느려져 신맛이 나지 않고 알싸하면서 단맛이 

나요.” 

고추장의 깊은 맛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주는 

겉은 건조하고 색은 노르스름하며 눌러보았을 때 약간 

말랑한 것이 좋다. 반으로 쪼갰을 때 안이 검붉고 겉에는 

흰색과 노란색 곰팡이가 나야 고추장을 담갔을 때 깊은 

맛이 난다. 

아는만큼 보인다
2021 주택 시장 전망 

글 이명석  사진 김지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운이 난다. 

인지상정이다. 한국인이라면 

으레 이러한 ‘맛’을 제대로 

안다. 그래서일까. 전북 순창의 

전통 고추장 장인 설동순 

씨를 만나 고추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습의 효과는 

유효했다. 

고추장 요리 
맛있게 하는 비법

01. 찌개 얼큰한 맛 낼 때 

찌개나 탕에 얼큰한 맛을 더하고 싶을 때 고추장을 넣

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매콤하고 깊은 맛이 난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고추장을 풀어 넣는데, 양념 재

료를 한데 섞어 넣으면 국물 맛이 한층 깔끔하다. 

02. 고추장 텁텁한 맛 없앨 땐 참기름! 

고추장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고 살짝 볶아 

사용한다. 구수한 맛을 살리고 싶을 때는 멸칫가루나 

표고버섯가루를 넣어 볶는다.

03. 고추장 조림장을 미리 끓인다 

고추장으로 감자나 두부, 호박 등 조림 요리를 하다 

보면 양념을 태우거나 재료가 덜 익기도 한다. 조림장

을 미리 끓여서 맛을 낸 뒤 국물을 자작하게 넣어 조

리면 양념이 타지 않고 재료도 잘 익는다.

04. 볶음고추장 활용하기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는 볶음고추장. 볶음 요리는 물

론 찌개 등에 넣어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냄비에 참기

름 1큰술을 두르고 다진 쇠고기 100g과 청주와 저민 

마늘 1큰술씩을 넣어 볶는다. 고추장 1/2컵과 다진 생

강 1작은술, 설탕 1큰술, 물 4큰술을 넣고 끓이다가 통

깨를 넣으면 볶음고추장 완성! 

05. 고추장으로 구이양념 매콤하게~ 

더덕이나 생선 등 구이 요리에 고추장을 더해 매콤

하게 요리하면 별미다. 고추장 4큰술에 설탕ㆍ깨소

금ㆍ다진 파 2큰술씩, 참기름ㆍ다진 마늘 1큰술씩, 다

진 생강 약간을 넣고 버무리면 매운 구이양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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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 속에 빛나는 
다정한 문화의 공간
광주과학기술원 GIST도서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4위, 12년 연속 국내 1위라는 빛나는 실적의 든든한 

지원군인 광주과학기술원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와 학문정진을 위해 설계된 

기술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구성원들의 문화적 허기를 채워주는 것도 

도서관의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다양한 멀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GIST도서관을 소개한다.

글 이재영   사진 조원종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면서 설립된 광주

과학기술원이 첫 학생을 모집한 것은 1995년. LG그룹

의 기증을 받아 이듬해 1996년 LG도서관이 지어졌다. 

당시 석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만으로 이루어졌

던 GIST는 이후 2010년부터 학부생이 들어오기 시작

했다.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모두 소화하게 되면서 기

존 도서관 공간의 한계를 느꼈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2015년 중앙도서관을 신축했다. 새로운 공간은 연구

자들은 물론 개인 연구실이 따로 없는 학부생들에게도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에서 공부하다가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듣곤 하죠. 정보 

검색과 개인 혹은 그룹 스터디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했어요. 사람에게 공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외에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고 토

론할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영주 처장의 말대로 GIST 중앙도서

관의 공간들은 기존 도서관들의 딱딱한 모습이 아닌 잘 

만들어진 서재처럼 아늑했다. 높은 층고와 자연조명이 

돋보이는 개방된 2, 3층 열람실과 인원별 토론이 가능

한 다양한 사이즈의 개별 열람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

실 등이 목적에 맞게 잘 배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각 공

간마다 책상과 의자 조명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연구자들의 든든한 지원군

신축 개관 후 기존 LG도서관은 서고 및 대출 반납 공간

으로, 중앙도서관은 정보검색 및 학습, 토론, 휴식, 문

화 생활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

들은 1층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2층 열람실의 

창가 쪽에 배치된 소파에서 잠시 창 밖을 보며 생각을 정

리하기도 한다. 토론과 문화가 강조된 공간이라는 특징 

외에 GIST도서관의 또 다른 점은 정보 전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데 있다. 도서관 업무를 맡은 

부서의 이름이 ‘학술정보팀’인 만큼 GIST의 핵심인 연

구를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지어진 초창기엔 필요한 자료를 프린트 해서 전달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상으로 링크를 주고 받는다. 때문에 저작

권 등이 잘 보호된 고급 과학 정보를 학생과 연구원들에

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국내외를 막론한 다른 연구자들과의 학술

적 연결, 정보의 업데이트 등 연구에 필요한 사항들이 

밀도 있게 준비되어 있다. 

“과학기술원 도서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학교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세계 4위입니다. 국내

에서는 12년 연속 1위에요. 논문 피인용이라는 게 우리 

학교 연구자들의 논문을 인용해 논문을 발표한 사례거

든요. 이런 성과를 내는 데 도서관 학술정보팀의 역할이 

컸습니다. 학술정보팀에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

을 기울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죠.” 

이 귀중한 자료를 공공도서관처럼 누구나 이용할 순 없

2   LG도서관에 마련된 서고

1   높은 층고와 자연조명이 돋보이는 개방형 1, 2 열람실 

   062-715-2094 

    library@gist.ac.kr   

   https://library.gist.ac.k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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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협의회 도서관 소개



처서에 메주 띄워 동짓달에 담근 매운맛

고춧가루에 찹쌀이나 보리, 멥쌀, 밀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고추장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B와 C, 카로틴 

등이 함유돼 된장 못지않게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다. 

특히 전북 순창 고추장은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했을 

만큼 맛있기로 유명하다. 순창에서 나고 자라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30년 동안 고추장을 담그고 있는 설동순 

씨(60)는 순창의 태양초 고추와 섬진강 상류의 오염되지 

않은 지하 암반수 그리고 메주 효모균 번식에 좋은 기후가 

순창 고추장 맛의 비결이라고 한다. 

“순창 고추장 맛의 특징은 단맛에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음력 10월에 메주를 쑤지만 순창에서는 단맛을 내는 

곰팡이가 잘 번식하는 8월 처서 전후에 고추장 메주를 

띄워 동지섣달에 고추장을 담그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고추장용 메주를 만들고 겨울에 고추장을 담그면 유산균 

번식 속도가 느려져 신맛이 나지 않고 알싸하면서 단맛이 

나요.” 

고추장의 깊은 맛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주는 

겉은 건조하고 색은 노르스름하며 눌러보았을 때 약간 

말랑한 것이 좋다. 반으로 쪼갰을 때 안이 검붉고 겉에는 

흰색과 노란색 곰팡이가 나야 고추장을 담갔을 때 깊은 

맛이 난다. 

아는만큼 보인다
2021 주택 시장 전망 

글 이명석  사진 김지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운이 난다. 

인지상정이다. 한국인이라면 

으레 이러한 ‘맛’을 제대로 

안다. 그래서일까. 전북 순창의 

전통 고추장 장인 설동순 

씨를 만나 고추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습의 효과는 

유효했다. 

고추장 요리 
맛있게 하는 비법

01. 찌개 얼큰한 맛 낼 때 

찌개나 탕에 얼큰한 맛을 더하고 싶을 때 고추장을 넣

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매콤하고 깊은 맛이 난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고추장을 풀어 넣는데, 양념 재

료를 한데 섞어 넣으면 국물 맛이 한층 깔끔하다. 

02. 고추장 텁텁한 맛 없앨 땐 참기름! 

고추장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고 살짝 볶아 

사용한다. 구수한 맛을 살리고 싶을 때는 멸칫가루나 

표고버섯가루를 넣어 볶는다.

03. 고추장 조림장을 미리 끓인다 

고추장으로 감자나 두부, 호박 등 조림 요리를 하다 

보면 양념을 태우거나 재료가 덜 익기도 한다. 조림장

을 미리 끓여서 맛을 낸 뒤 국물을 자작하게 넣어 조

리면 양념이 타지 않고 재료도 잘 익는다.

04. 볶음고추장 활용하기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는 볶음고추장. 볶음 요리는 물

론 찌개 등에 넣어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냄비에 참기

름 1큰술을 두르고 다진 쇠고기 100g과 청주와 저민 

마늘 1큰술씩을 넣어 볶는다. 고추장 1/2컵과 다진 생

강 1작은술, 설탕 1큰술, 물 4큰술을 넣고 끓이다가 통

깨를 넣으면 볶음고추장 완성! 

05. 고추장으로 구이양념 매콤하게~ 

더덕이나 생선 등 구이 요리에 고추장을 더해 매콤

하게 요리하면 별미다. 고추장 4큰술에 설탕ㆍ깨소

금ㆍ다진 파 2큰술씩, 참기름ㆍ다진 마늘 1큰술씩, 다

진 생강 약간을 넣고 버무리면 매운 구이양념이 된다.

다. 하지만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인근 지역 과학교사나 연구가 절실한 연구자들까

지 허가를 받는다면 양질의 과학기술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문화의 허브가 된 도서관 

GIST도서관의 열린 운영이 돋보이는 또 한 가지는 개관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장르

나 형식도 무척 다양하다. 음악, 미술, 인문 분야의 단기

강좌, 정규강좌를 비롯 전시회나 음악회에서 영화관람

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 문화예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구성원 가족들을 위한 어린이 열람실도 준비되어 있는

데, 이곳에서는 구연동화나 영어책 읽기 등 아이들을 위

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정의 달이나 연말 등 특

정 시기에 맞는 특강도 있다. “저희 도서관에는 골드 

(G.O.L.D. GIST Open-minded Library Dynamics)

라고 문화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돕는 자원봉사단이 있어

요. 구성원 가족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주 처장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 정지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말을 이었다. “광주과학

기술원 구성원들의 특징이 전부 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문화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

이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왔는

데 아쉬운 일이에요.” 해를 거듭하면서 도서관은 과학

기술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

는 다양한 전시, 음악회, 문화강좌, 동아리 공연 등을 

진행하며 인근의 문화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GIST도서관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얼마 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성원 모

두 문화활동에 목말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비대면으로 가능한 활동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점차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

서관의 대내외적 문화기능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이 인근 주민들

과 어울려 악기를 배우고 발표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

리면서 소속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문화적 소양이 생겨

나고 공감의 장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요.” 

이처럼 대학의 교육기능과 대학원의 연구기능이 공존하

는 광주과학기술원 안의 GIST도서관은 지식을 채우는 

정보와 마음을 채우는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가 총기와 병균과 금속이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인들에 의해 

도태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

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

서 비롯되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

게 이야기하고 있다. 1998년 퓰리처 상

을 수상했다.

총,균,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문학사상사 펴냄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로 무서운 전염병

이 휩쓴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

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

된다. 인물들은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모

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한다. 

페스트

알베르 까뮈 저 

민음사 펴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

학에서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

들에게 수년간 강의해 온 내용들을 종

합하여 정리한 양자역학 입문서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전반부에서는 물리학적 준비과정에

서부터 양자역학의 필요한 가설의 선

정과정, 간단한 응용과 미분 방정식의 

자세한 해를 주로 다루었고 후반부에

서는 행렬의 방법을 통해 전반부를  

일반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자역학

송희성 저 

교학연구사 펴냄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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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과 일본어 관련 분야의 자료를 갖춘 휴식과 토론이 가능한 1층 
해동학술정보실

5   개별, 그룹 스터디가 가능한 다양한 열람실 

4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소극장 

GIST도서관 

사서가 직접 고른,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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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렸던 생물들이 기지개 

펴듯 국립세종도서관에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심리를 

반전시키고자 실내 환경개선, 

대출서비스 개선 등 새로운 모습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이번 달 

소식을 소개한다.

▒ 국립세종도서관 정문 출입 방식 개선

국립세종도서관은 그동안 정문 제1문이 자동문 방식으로 되어 있어 내외

풍 차단이 완벽하지 않아 실내 온습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강풍 

시에는 출입문 고장이나 파손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서관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문을 수동방식인 회전

문으로 교체했다. 회전문은 내외풍 차단 효과가 탁월해 미세먼지 차단 

및 실내 온습도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며, 강풍 시에도 고장 위험이 현저

히 낮다. 또한, 회전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회전문 옆에 버튼

식 자동문도 설치했다. 더불어 무인반납기가 설치돼 있던 방풍실을 확장

하여 무인 반납기 추가 설치 등 다양한 공간 활용도 기대된다.

▒ 2021년 해설이 있는 인문학

국립세종도서관은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실천을 위해 예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운영

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방영한다.

● 저는 클래식 음악이 처음인데요?

<해설이 있는 인문학> 4월 첫 번째 강연은 4월 13일(화), 김태용 음악 칼럼리

스트의 강연으로 클래식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시대의 음악부터 실내악, 소나타, 협주곡,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장르의 음악

을 다룰 예정이다. 

김태용 칼럼리스트는 영국 클래식 저널 〈the Strad〉 및 〈International Piano〉 

코리아 매거진의 전문 클래식 음악기자와 상임 에디터로 대표 저서로는  

『90일 밤의 클래식』, 『영화관에 간 클래식』, 『5일 만에 끝내는 클래식 음악』

등이 있다.

● 백제 고도(古都) 여행 : 평지성에서 산성으로

<해설이 있는 인문학> 4월 두 번째 강연은 4월 27일(화), 이기봉 학예연구사

의 강연으로 백제의 수도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인 

한성(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두번째 수도인 곰나루(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세번째 수도인 사비(부소산성과 능산리고분군)로 이어지는 

지리와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기봉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 『임금의 도시』,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등이 있다. 

▒ ‘대용량 책 소독기’ 설치

국립세종도서관에는 이용자가 직접 소독할 수 있는 소형 책 소독기 4대가 있

다. 3월 23일 1회 200권까지 소독할 수 있는 대용량 책 소독기를 추가 설치해 

매일 대출·반납되는 도서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형 

책 소독기 설치로 책을 통한 바이러스 교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심도

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4월 

국립세종도서관

소식

▒ ‘서고자료 통합 대출 서비스’ 운영

2020년 12월 국립세종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서고자료 이용이 불

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기존에 인문·예술, 문학자료는 1층 대출

데스크, 사회·자연과학, 언어, 정책자료는 2층 대출데스크에서 각각 수령

하던 서고자료를, 4월 12일부터는 1층 대출데스크에서 일괄 수령 할 수 

있는 ‘서고자료 통합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서고에 있는 자료는 

누리집sejong.nl.go.kr에서 「오거서」* 서비스를 통해 예약 신청하여 도서관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자료를 수령 할 수 있다. 이는 이동 동선 축소 대출 대

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거서五車書란 다섯 수레에 가득 실을 만큼 많은 장서를 의미하며, “오기전에 거기

서 서고자료 신청하세요.”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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