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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한 제과회사가 

최초로 내놓은 이 간식 꾸러미는 

주전부리는 고사하고 끼니를 

챙기기조차 쉽지 않았던 

꼬마들에게 ‘입 호사’를 

선사했다. 

어린이날은 21세기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먹고살기 바

빴던 산업화 시대에도 어린이날은 엄연히 존재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지만, 모든 게 귀하던 때였기에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

했다. 

그 시절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선물은 누가 

뭐래도 과자종합선물세트다. 1964년 한 제과회사가 최

초로 내놓은 이 간식 꾸러미는 주전부리는 고사하고 

끼니를 챙기기조차 쉽지 않았던 꼬마들에게 ‘입 호사’

를 선사했다. 과자종합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끌자 다른 

제과회사들도 앞다퉈 자사의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마련했다. 각 회사의 선물세트마다 과자 구성이 달라

서, 어린이날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골목길 한편에 둘

러앉아 이 회사 저 회사의 과자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 맛이며 모양이며 지금 과자보다 투박했지만, 

이른바 ‘추억 보정’ 때문인지 지금껏 그때만큼 맛있는 

간식을 찾지 못했다.

지금은 너무 흔한 공책, 필기구 등의 학용품도 어린이날의 단

골 선물이었다.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선물은 단연 크레파스

다. 도화지나 담벼락에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쓱쓱 그림을 

소박하지만 
푸르렀던

그때의 어린이날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일러스트. 서성호

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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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면 아기 코끼리가 신나게 춤을 췄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다. 머릿속에서는 상상력이 만들어 낸 동

화 한 편이 펼쳐졌는데, 그 주인공은 단연 ‘나’였다. 한바탕 그

림 놀이를 즐긴 다음에는 크레파스가 닳을세라 고이 책상 서

랍 안쪽에 넣어 두고 다음번에 그릴 그림을 구상하며 남몰래 

잠을 설쳤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자, 당시 6개 구단은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 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회

원으로 가입하면 야구 모자, 점퍼, 유니폼, 사인 볼, 연

필, 팬 북 등을 증정했는데, 5월 6일에 이 야구복을 입고 

등교한 아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500원 하던 시절에 5천 원에서 1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요즘 말로 ‘잇템’이었으니 당연한 일

이었다. 그날 집에 와서는 나도 야구단 어린이 회원을 

하고 싶다며 부모님께 생떼를 쓴 아이들이 한둘이 아

니다. 자식이 갖고 싶다는 걸 선뜻 못 사 주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 큰 이제야 가슴이 먹먹하다.

80년대를 지나 살 만해지면서 바깥나들이에 나서거나 외식을 

하는 집이 점점 늘어났다. 외식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지

나 경양식집의 돈가스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소고기 스테이크

로 바뀌었다. 각지의 동물원과 놀이동산마다 어린이날을 즐겁

게 보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로봇, 인형, 블록, 게

임기, 자전거 등 선물의 종류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워졌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모습은 기쁘

지만, 반대로 어린이날의 의미는 조금씩 퇴색되는 것 같아 아

쉽다.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

환은 1924년 한 신문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어린

이는 떡이나 고운 옷은 받아보았으나,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공경은 받은 적이 없다. (중략) 어린이를 물욕의 마귀로 만들

고 싶지 않다. (중략) 돈보다도 과자보다도 신성한 동화를 들

려주시오.” 그때도 지금처럼 어린이날을 그저 ‘아이에게 선물 

주는 날’로 여기는 어른들이 있었나 보다. 물론 물질적인 선물

도 좋지만,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하루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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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보이는 도서관」은 정책 연구자에게는 

정책 수립에 아이디어를 더하고 

일반 독자에게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정보지입니다. 

사회 이슈, 국내외 정책 동향, 행정 사례 등 

최신 콘텐츠 위주로 알기 쉽게 전달하고,

기본 정보 안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서, 학술지, 사이트 등을 추천하여 

정책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삽화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은 누리집(sejong.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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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변하면 가족이 변한다

사회 문제를 새롭게 풀어내려면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

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는 

무척 다양하지만, 전영수 교수는 그 가운데 ‘인구 변화’에 

주목했다. 

“저의 전공인 경제학은 다루는 범위가 매우 폭이 넓습니

다. 박사과정에서 노후소득 체계를 연구하다 보니 인구 문

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후 소득은 전통적

으로 사적 이전 성향이 크거든요.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현역에서 활동하는 자녀 세대에게 의존하는 구조이지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편이고요. 자신들도 살기 힘든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

대까지 책임지기가 어려우니, 역설적으로 가족 결성을 하

지 않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전영수 교수는 “한국의 사회 구조는 전형적인 세대 구조

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

면서, 공적 이전 형태의 사회 보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젊은 세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아

예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제거

해버린다. 실제로 2021년 혼인건수는 연간 약 19만 건. 30

년 전인 1991년의 혼인건수가 약 41만 건이었던 것과 비교

하면 절반 이상 낮아졌다. 

모두가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 밑바탕에 깔린 정서를 일컫는 키워드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심심찮게 꼽힌다. ‘각자 살길은 스스로’ 

챙기는 현실 속에 공동체와 가족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최적화된 오늘날의 가족은 어떠해야 

할까. 그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 사회경제학자 전영수 교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취재. 정라희  사진. 고인순  장소. 기와르(서울시 성동구) 

각자도생 시대

전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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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생존 키워드, 각자도생

이 같은 현상은 각자도생 시대의 현실적인 단면이다. 성장

률은 낮아지는데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점점 커진 

가운데,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셈이다. 전영수 교

수는 2020년 출간한 저서 『각자도생 사회』를 통해 과거 당

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모델이 달라지고 있음을 짚었다. 

“외국에서는 혼인율이 떨어져도 출생률은 유지됩니다. 법

률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데 거부감이 없거든요. 한

국의 혼외자 비율은 2%가 안 되는데, 유럽에서는 50%가 

넘습니다. 한국은 결혼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지 않으면 출

산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가는 과정도 쉽

지 않지요. ‘집은 있어야지’ 하는 인식이 큰데 집값은 비싸

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

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가장 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나서도 나머

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지금보다 미래의 구매력이 나

아지리라는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가족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애정적 집단이

라기보다, 책임과 의무가 개입된 문제적 집단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 가족이 힘이 아닌 짐이 되는 사례는 멀리 가

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기 한 사람을 건사

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부

담이다. 과거 ‘정상 가족’ 모델로 삼았던 4인 체계 역시 다

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1인 가족’의 

등장이다.

“1인화된 가족도 젊은 세대가 선택한 가족 모형입니다. 젊

은 세대에게는 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를 두고 ‘왜 혼자 사는지’, ‘아이를 왜 낳지 않는지’ 편견을 

갖고 바라볼 게 아니라 변화한 사회에 맞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인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족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현장에서 답을 구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만든 정책은 괴리

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원을 저출생 대응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생률

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효성이 낮은 가족 정책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경험한 젊은 세대가 ‘자기 살길은 스스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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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자도생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맞벌이를 하려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

고,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

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인구 문제가 

심화된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애초부터 혼자 살

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큽니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

은데, 단순히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접근한 재정 지원 방식

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새로운 정책은 도입 

과정에서 매번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자원을 재분배

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도의 이해관계가 재편성되기 때문

이다. 당연히 기존 제도에서 득을 보았던 이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가족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경험이 결국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서

는 예전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당사자인 젊은 세

대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달라진 가족과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사회

전영수 교수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 분할을 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혼자 사는 삶도 선택”이라고 말하며, 기존 제

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택의 출발은 개인의 행복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복리

후생과도 관련이 있지요. 제도가 개인의 행복을 키워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실질적인 대안보다 

법적인 이슈로만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이 향해

야 할 방향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취지를 놓치면 방법론만 

내세우면서 불필요한 소모전만 할 뿐입니다.”

전영수 교수는 앞으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연달아 가족이 

영향을 입는 도미노 가족이 아닌, 혼자이든 여럿이든 유연

하게 조합될 수 있는 테트리스 가족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 과거 가족의 대전제인 결혼 제도에서는 벗어났으나, 

유대·소속·동질감이라는 관점에서 가족 기능을 지향하는 변

형된 가족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 속에 정

책적인 시도가 효과를 보려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야 한다. 개인 역시 ‘가족다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다움’

에 충실하며, 가족과의 관계 설정도 새롭게 접근해볼 수 있

다. 다양한 삶의 형태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과거 ‘정상 가족’ 모델로 삼았던 

4인 체계 역시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1인 가족’의 등장이다.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한양

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사회 발전과 연관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대

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선정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

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쓴 책으로 『대한민국 인구 트렌

드 2022-2027』, 『대한민국 인구·소비의 미래』, 『각자도생 사회』 등이 있다. 

전영수 교수



메타노믹스,
현실세계의 경제 견인

모든 것이 대면으로 이뤄지던 삶의 패턴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이제 비대면 가상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향후에는 어떤 콘텐츠를 

선보이느냐에 따라 미래 사업의 승패가 갈릴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상공간으로의 탑승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글. 최재용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원장  

일러스트. 김남희

정책 공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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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가상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과 동일한 경제·문화·사회활동도 급

격히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

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즉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메타노믹스(Metanomics)’

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와 경제학

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조합한 합성어로 

‘가상경제’를 뜻한다. 즉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면서 경제는 아예 바

닥을 치고 말았다.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들은 온라인으로 

옮겨왔고 그로 인해 온라인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지난해 

957억 달러(약 110조 원)이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

년 1조 5,429억 달러(한화 약 17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

로 전망했으며, 대신증권은 메타버스 시장이 전 세계 GDP

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경제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활

동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수익과 연결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는 이

프랜드, 제페토, 제페토 빌드잇, 게더타운, 로블록스 등이 

있다. 또한 VR, AR 관련 기기 산업, 3D, AI, 블록체인, 확장

현실(XR), 메타휴먼(가상인간), 로봇산업, 가상화폐 등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메타노믹스란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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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IT, AI 관련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 역시 발전을 거듭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

업들도 속속들이 대열에 합류하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일련번호를 넣어 복제나 대체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

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도 미술업계를 시작으로 게임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캐릭터와 아티스트 등을 활용한 NFT 발행에 앞다

퉈 진출하면서 메타노믹스에 뛰어들었다. 

한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오프라인의 갤러리를 임대

해 개인전을 펼쳤던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는 

찬물을 얻어맞은 격이 됐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들의 오

프라인 활동은 아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NFT를 

통해 이제는 무명의 아티스트들까지 자신들의 작품을 당

당히 NFT화하고 있다. 이로써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

으며 수익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NFT는 이들의 삶에 

있어 메타노믹스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IP)을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 NFT를 발행해 메타노믹스

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SM과 JYP, 하이브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아티스트 IP를 활용해 아티스트들

의 이미지와 동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판

매한다. 또한 공연 등에 대한 NFT 굿즈를 발행하거나 아티

스트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판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부동산 역시 투자와 경제의 개념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글로벌 리서치기관 스태티스타는 

세계 NFT 시장 규모가 지난해 118억 달러(약 14조 원)에서 

2025년에는 800억 달러(9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

측했다. 

나만의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가 선 필수조건

국내에서 메타노믹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NFT 또

한 도입 단계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제 아티스트 등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분야 등에서도 NFT 도입을 서

이들은 자체 플랫폼만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오프

라인의 침체 속에서 온라인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교육

을 비롯해 각종 행사, 공연, 입시설명회, 입학식, 졸업식, 기

업회의, 엔터테인먼트, 공연 등을 비롯해 나아가 정치, 의료, 

군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곤두박질쳤던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편 많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폐업과 

부도의 위기를 맞이했고 각 기업체에서는 신입사원을 뽑

지 않거나 인원 감축에 돌입했다. 대학을 나와도 젊은이들

은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창업을 꿈꾸고 있던 이들은 꿈

에서 깨어나 팬데믹의 현실로 돌아서야 했다.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의 선전이 예고되

면서, 유명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전략 강화에 나서며 17

년간 써왔던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소셜미디어 

업체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페이스북조차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한마디로 메

타버스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의 활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콘텐츠 전

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빅 테크 기업들도 크리

에이터 이코노미에 합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메타노믹스에 뛰어든 크리에이터와 NFT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는 개발자가 직접 게임을 만

들어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여기서 활동하는 크리

에이터들은 ‘로벅스(Robux)’라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를 이

용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

트나이트 등 다른 메타버스에서도 자체 디지털 화폐를 만

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경제성을 따진다

면 단연 ‘NFT(Non-Fungible Token)’를 빼놓고 말할 수 없

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기술인 ‘NFT’가 도입됐다. 가상현실

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가상자산인 NFT와 만나 자산

화, 수익화가 가능해졌으며 현실세계의 경제와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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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나만의 개성, 나만

의 콘텐츠 창작이 선 필수조건이 됐다.  

경제는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다. 현실인 경제가 이제는 현

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속에서도 현실과 다름없이 

형성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가

상세계 속에서의 활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시 경제구조가 형성됐다. 팬

데믹으로 현실의 경제는 무너졌어도 가상세계 속의 경제 

메타노믹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세계의 경제를 견

인하고 있다.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위상도 높아

지고 전문적인 활동 영역도 확대됐다. 사용자 또한 직접 자

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위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시대

가 된 만큼 나만의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

업 모두에 해당하는 현실이다. 

또한 메타버스와 더불어 메타노믹스 시대가 열린 만큼, 보

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

한 메타노믹스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이프랜드 -  이프미(아바타)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  얼굴 인식과 3D 기술을 더한 아바타 플랫폼

제페토 빌드잇 -  테마 오브젝트를 제공하는 샌드박스 서비스

게더타운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 공존의 비대면 플랫폼

로블록스 -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와 

함께 즐기는 온라임 게임 플랫폼

디지털 화폐 -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하는 통화

NFT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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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노믹스를 알아본 창의적 기업

메타노믹스(Metanomics)를 쉽게 소개한다면 메타버스에

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메타버스의 경제가 작동되면 다음 단계의 인터넷

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어 수많은 창의적 기업들이 뛰어들

어 퀄리티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만족을 제공

한다. 

퀄리티 있는 서비스는 멀티 디바이스(Multi-device)에서 작

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BTS가 포트나이트 속에서 콘서

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BTS는 아바타가 아니고 자

신 본연의 모습으로 특정 장소에서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데 노르웨이에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BTS가 

오로라를 배경으로, 오로라와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펼치

는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혹은 미국처

럼 또 다른 나라에서는 동일한 콘서트를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형태로 공연을 보면서 소비자의 즐거

움은 극대화될 것이다. 콘서트 중에 어떤 액션은 특별한 이

펙트를 사용하여 좀 과장되게 표현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콘서트가 단순히 나라별로만 다른 것이 아니고 디바이스

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체험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래픽 엔

진을 공유하는 스마트폰이나 VR 또는 AR 기기에서 본질은 

유지하되 최적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중

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메타노믹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TS 콘서트 이야기가 

나온 것은,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의 포트나이트 콘서

트가 보여준 것처럼,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BTS나 SM, YG, JYP 같은 기획

사들이 모두 새로운 경제를 대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

고 콘서트의 표는 NFT로 판매가 될 수 있다. 결제와 관련된 

메타버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메타버스의 경제가 작동되면서 수많은 

창의적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제 본격적인 메타노믹스 시대가 

다가온 것을 의미한다. 

글.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사진. 고인순

연결의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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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작동하게 되면서 콘서트의 경제적 가치 성장

이 높아지는 것이다.

메타노믹스는 게임 속의 경제도 연관이 있다. 게임 아바타

를 암호화폐로 살 수도 있으며, 게임 무기나 아이템도 암호

화폐로 사고, 다시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

정 게임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게임이나 마켓

플레이스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게임 속

의 경제도 메타노믹스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제페토

와 같은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의 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노믹스를 쉽게 소개한다면 

메타버스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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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 형성에 필요한 NFT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경제 형성에 있어서 NFT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NFT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메타버스의 매개이자, 둘이 만나는 지점이고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NFT의 대중화와 활성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이는 메타노믹스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뷰티업체 에스티로더(Estee Lauder)에서는 산하의 클리닉

(Clinique) 브랜드로 첫 NFT 상품을 출시했다. 다만 이를 판

매하지는 않았고, 소셜미디어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적극

적으로 홍보한 세 사람을 추첨하여 선물하는 방식의 로열

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선정되어 NFT를 받

은 사람들은 다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를 거래할 수도 있

다.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된 마케팅 차원으로 프로젝트

가 진행되었는데 클리닉 담당자는 이를 통해서 자신들과 

소비자가 모두 배워 나가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선글라스 업체 레이밴(Ray-ban) 역시 비슷한 프로젝

트를 진행하면서 NFT의 잠재력을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말

한다.

사실 2021년 3분기에 NFT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2022년의 가장 큰 화두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NFT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NFT는 디지털 아이템의 소

유를 확인(Verification)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 가치만이 

아니고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커

머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어렵다.

메타노믹스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도 등장하고, 다시 이와 결합

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메타노믹스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

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스크린도 등장

하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할 것이다. 지금의 인터

넷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극대화되고, 게임과 미

디어도 계속해서 결합하면서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메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많지만 이 안

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응 정책도 필요하다. 역사학자 휴 트레버-로퍼가 말하

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은 비약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모습

의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닐 스티븐슨(Niel Stevenson)의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소설 속에서 메타버스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실 세계를 탈출해서 느끼고자 했던 세계였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의 가상 경제를 더 좋은 현실(Reality)

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NFT의 대중화와 활성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이는 메타노믹스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책 모꼬지는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책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자기계발 등의 책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데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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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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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타민 1

월터 아이작슨은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벤저민 프랭클린 

등의 평전으로 잘 알려진 작가다. 그의 관심사

는 ‘혁신’이다. 인류의 삶을 영원히 바꾼 인물들

을 통해 창조의 비밀을 파고든다. 『코드 브레이

커』에서 다루는 창조의 거장은 제니퍼 다우드

나 미국 버클리대학 교수로, 2020년 노벨 화

학상 수상자다.

미생물학자인 다우드나는 에마뉘엘 샤르팡티

에와 함께 크리스퍼(CRISPR) 시스템을 최초로 

규명했다. 크리스퍼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체계를 말한다. 10

억 년 이상 바이러스와 싸운 박테리아는 크리

스퍼라는 염기서열을 이용해서 예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바이러스를 기억했다 재침입하면 즉

시 파괴한다. 2012년 두 사람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

연의 진화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었다.

생명체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크리스퍼 기술은 오늘날 인류의 미래

를 바꾸어 가는 위대한 혁신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인류는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질병을 이

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해 인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의 미래를 알아내는 일이나 다름없다.

다우드나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생물학 연구를 

만약 유전자를 안전하게 편집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게 

하는 기술이 주어진다면, 이를 

사용하는 게 잘못일까? 치료를 위한 

편집은 괜찮지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편집은 괜찮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코드 브레이커』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고실험과 실제 연구 

사례, 인터뷰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숙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 장은수 문학평론가

유전자 편집,  
한 여성 과학자의 위대한 업적

The Code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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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브레이커』

월터 아이작슨 저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2022

국립세종도서관 청구기호 :

476.1099-22-1

ISBN : 9788901256603

보면서 여성도 과학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랐

고, 샤르팡티에는 파스퇴르 연구소 근처를 걸

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협업은 미국 미

생물 학회에서 만난 두 사람이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의 자갈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루어졌다. 

아이작슨은 창조의 원천 중 하나로 우애와 경

쟁의 조화를 반복해 강조한다. 얼굴을 맞대고 

교류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일은 아이디어 창

출에 아주 중요하다. 현대 과학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샤르팡티에 같은 

창조성을 북돋우는 파트너를 만나서 깊고 유

쾌한 교류를 갖는 일은 필수적이다. 다우드나

는 경쟁을 창조의 “엔진을 점화시키는 불꽃”으

로 믿고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발전의 원동력

으로 삼을 줄 알았다. 그녀는 말했다. “건강한 

경쟁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부추겼다.”

제목의 ‘코드’는 생명의 비밀을 담은 유전 코드

를 뜻한다. 코드 브레이커는 DNA 이중 나선 구

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의 후예들, 즉 유전 코

드를 파헤치는 이들을 말한다. 컴퓨터 코드를 

해독한 이들이 정보 혁명을 일으켰듯, 생명 코

드를 해독한 이들은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바이오 혁명을 일으켰다.

저자는 특유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치밀한 인

터뷰를 통해 다우드나의 삶과 생명 공학의 역

사를 솜씨 좋게 엮어낸다. 덕분에 이 책은 한 여

성 과학자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위업을 

이루는 과정을 밝혀낸 감동적 전기이면서 크

리스퍼 발견과 이에 따른 과학적 혁신, 장펑과 

그녀의 치열한 특허 전쟁, 유전자 조작과 관련

한 윤리 문제 등 생명 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개괄하는 멋진 입문서가 되었다. 특히, 이 

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는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다우드나 등 생명 공학자들이 

해냈던 눈부신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

써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이용될지를 우리

에게 선연히 알려준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 기술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다. 코드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생명의 

코드를 부수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긴 듯하다. 

유전자 조작에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숨어 있다. 조작된 생명 유전자가 후대에 이어

져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SF 

소설들이 예측했듯, 이 기술은 인류를 멸종 위

기로 몰아갈 치명적 질병을 낳거나 끔찍한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인간 편집 기술

로 강화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낮춰보며 지배

하는 우생학적 작용을 할 위험도 있다.

더욱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너무나 간단해 원

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악의

만 품으면 언제든 유전자를 조작해 재앙을 흩

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에겐 유전자

의 미래를 좌우할 힘이 생겼습니다. 대단하고 

두려운 능력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대부분 그렇듯,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류의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알 수 없

다. 분명한 점은 생명 창조라는 신적 역능이 우

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과연 인류가 적절

한 윤리적 균형점을 찾아 이 기술을 더 나은 미

래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까. 나는 크게 두렵지

만, 이 책을 좇아 약간의 희망을 남겨 둔다. 

코드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생명의 코드를 부수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긴 듯하다. 유전자 조작에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숨어 있다.



요리가 만든 세계사, 요리를 만든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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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라는 코드로 풀어낸 문명사  

엊그제 내가 마트에 가서 산 식품 목록을 들여다보면 루이 14세

라도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호주산 스테이크용 소고기, 프랑스

산 포도주, 독일 맥주, 벨기에산 초콜릿, 칠레산 체리, 노르웨이산 

연어, 미국산 오렌지 원액으로 만든 주스.... 오늘날의 슈퍼마켓에

는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식재료와 그것을 가공해 만든 식품이 

즐비하고, 이십 년 전만 해도 구경조차 힘들던 치즈, 포도주, 이국

적 과일 같은 고급 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나날이 서구화, 다국적화, 고급화되고 있는 식단과 요리는 정치, 

경제, 문화가 뒤얽혀 낳은 결과다. 이런 식품들로 만든 요리가 상 

위에 올라오려면 식품 생산이 산업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식품을 가공·처리하고 보존하는 기술, 그것을 뒷받침할 산업이 있

어야 한다. 장거리 운송수단, 유통망도 있어야 하고 국제 무역협

정도 체결되어야 하며 식품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이런 음식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탐식의 시대』(다른세상, 2015년)는 요리라는 코드로 풀어낸 문

명사다. 인류가 어떻게 곡물을 주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서 시작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요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고 서로 간섭했는가에 관한 역사가 장장 580쪽에 펼쳐진

다. 세계사, 경제사, 문화사, 과학사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따라가

면 ‘거시적 관점에서 요리란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된다. 지적 흥

분과 읽는 재미는 보너스. 

레이철 로던(1944~  )은 영국 출신으로 런던 대학에서 과학사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대학에서 강의했다. 로던

이 음식 문화에 관해 관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독특한 집안 내력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케임브리지를 나온 인텔리였으나 농

사를 천직으로 삼고 살았고, 어머니는 가족과 농장 일꾼들을 위

해 직접 식사를 지었다. 저자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한 일화가 이 책에 나온다. 그는 직접 

재배한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 껍질을 제거한 후 절구에 

빻아보고, 고기 가는 기계에 넣어 돌려보고, 판석에 놓고 망치로 

깨부숴보았다. 그러나 모조리 실패했다. 로던은 밀을 가루로 만

들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던이 음식 문화에 관한 책을 저술할 마음을 먹은 것은 하와이 

대학에 재직할 때였다. 그녀는 섬의 요리가 여러 문명의 교차로 

이루어진 융합 현상임에 주목해 『낙원의 음식』(1996)을 펴냈다. 

1-  프란스 할스,  

<Still Life with Fruit_ Nuts and Cheese> 

프란스 할스 박물관

2-  BC 3,000년경 고대 수메르의 도시 

우루크에서 만들어진 설화석고 꽃병

3-  장-바티스트 스코탱의 판화,  

오스만 제국의 황실 요리장

『탐식의 시대』

레이철 로던 저 |

다른세상 펴냄 | 2015

국립세종도서관 청구기호 :

594.5-15-22

ISBN : 978897766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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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넓적한 돌에 곡식을 펴놓고 갈돌에 몸무게를 실어 장시간 

갈았다. 저자는 회전 맷돌의 발명이 로마 제국이 서구 세계를 제패

하는데 큰 구실을 했다고 말한다. 고대 병사들은 자신의 식량을 짊

어지고 이동하다 숙영지에서 맷돌로 곡식을 갈아 식사를 준비했

다. 갈돌로 네댓 시간 걸리던 일을 로마 병사들은 회전 맷돌 덕분에 

힘을 적게 들이고도 한 시간 반 만에 해치울 수 있었다. 군대의 효

율성, 기동력은 크게 높아졌고 이는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다.

고급 요리 : 위계적인 사회가 낳은 위계적인 요리

주식인 곡식은 국가 경제와 정치의 근간이었다. 통치자는 곡식

을 세금으로 거둬 국가를 운영하고 도시를 먹여 살리고 군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통치자의 능력이 요구되는 정치 행위였으며 

통치자의 권력은 그 능력에서 나왔다. 통치 계급은 백성들이 배

를 곯지 않도록 하는 한편 권력을 과시하고 공고히 하는 데 요리

를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지배층이 먹는 고급 요리와 일반 백성

이 먹는 저급 요리라는 구분이 생겼다. 

그해에 로던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저술에 바쳤다. 그 결실이 바로 『탐식의 시대』

다. 이 책은 2013년 미국에서 『요리와 제국 : 세계사에서의 요리』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2014년 국제식품영양학회(IACP)

의 주관으로 요리 관련 저서에 주는 최고상을 받았다.  

로마군의 승리와 회전 맷돌

인류 문명은 요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요리

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거의 

200만 년 전부터 식재료를 자르고 익혀서 먹었다. 요리는 재료

를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 일정한 양의 음식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덕분에 인

간의 내장은 작아졌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은 뇌는 커졌다. 

인간은 점점 더 영리해지고 더 많은 요리법을 알게 되었으며 마침

내 보리, 밀 같은 단단한 곡물을 주식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곡물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이 풍부하며 야생에서도 잘 자랐고 어려운 시

기를 대비해 저장하기도 편리했다.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는 곡식을 주식으로 삼고 고기, 과일, 채소 같은 다른 식

품을 추가해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식단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곡물은 장점이 많았으나 음식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껍

질을 벗기고 갈거나 쪄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노동력

과 기술이 필요했다. 앞서 저자의 아버지가 했던 실험! 여성이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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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고급 요리를 제국의 황실이 만들어낸 제국 요리와 종교

가 제사를 주관하고 교리를 설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종교 

요리로 나눈다.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 계급은 무엇을 먹고, 무엇

을 먹으면 안 되는가에서부터 요리법, 위계적인 사회를 반영한 

요리 철학에 이르기까지 식생활을 규율하고 주도했다. 이렇게 

형성된 요리는 제국이 확장되고 종교가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으

로 옮겨지고 간섭을 일으켰다. 이 경우에도 종종 힘의 우위가 적

용되었다. 이를테면 아메리카를 정복한 서구인들은 그 땅의 환

경에 맞는 원주민 요리를 무시하고 유럽 요리를 이식했다.

근대 이후의 세계를 장악한 중산층 요리 

제국, 종교와 밀착되었던 요리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중급 요리

가 생겨나면서 대전환점을 맞았다. 17세기 중반 일기 시작한 변

화는 18~19세기에 서구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면서 가속화되었고 

1880~1914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중급 요리는 재료, 조리법, 식

사 장소나 도구 등을 살펴볼 때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인 저급 요리

보다 고급 요리와 더 닮아 있다. 하지만 중급 요리는 정치적, 종

교적인 위계를 드러내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급 요

리와 다르다. 중급 요리는 산업국가의 부유한 중산층에서 시작

되어 전 세계로 퍼져갔다. 중급 요리 역시 제국이나 국가의 확장

과 함께 전파되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중급 요리는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퍼졌으며 정착민, 이주민, 군인, 선교사, 상인,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각자 일익을 담당했다. 중급 요리 문화의 형성에서 

영어권 세계의 확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국과 그 식민지, 영어

를 쓰는 다른 강대국인 미국은 흰 빵, 쇠고기, 설탕, 차와 커피로 

이루어진 영국 중산층의 요리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다. 

전근대 시대에 성직자, 철학자가 위계적인 요리 철학을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에는 의사, 영양학자, 경제학자, 정치가들

이 국력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뒤늦게 산업화에 

나선 나라들은 서양식 식단과 주방의 현대화를 장려하고 이를 뒷

받침할 상업과 농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요리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다. 책을 덮

으며 요리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까지고 문화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해 강요되는 부

분은 어디까지일까, 지구 환경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요리는 어

떠해야 할까 곰곰 생각하게 된다. 

4-  1766년, 프랑스 귀족들이 영국식 차를 마시고 있는 미셀 바르텔레미 올리비에의 그림

5-  “주방 노예제를 타도하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6-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윌마트 내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가

500건 이상의 인터뷰와 최신 이론으로 

권력 부패의 속성과 권력자의 심리를 

낱낱이 파헤친 책이 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파헤친 기록.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폐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글. 정태겸 작가

우리가 사는 고장 난 세상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선거를 끝내고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우

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현 대통령과 정권의 지지자이든 아니

든,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엇보다 권력과 권력

자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

는 것, 왜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책 전체를 

관통한다. 한국의 근현대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나. 나쁜 놈이 권력을 잡는 것인가, 권력이 사람

을 타락시키는 것인가. 누구도 쉽게 답을 주지 못하는 이 주제가 

이 책의 핵심이다. 

저자인 브라이언 클라스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국제정

치학과 부교수다. 정치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많은 국

제 정치인에게 조언가의 역할을 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계를 ‘고장난 세상’으로 본다. 부패한 권력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

두르고, 사회 공동의 자산을 본인의 것처럼 유용하며, 힘없는 이를 

부린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나쁜 부류의 인간인가? 사이코패스

요즘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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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권력의 심리학』

브라이언 클라스 저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2022

국립세종도서관 청구기호 : 331.13-22-1

ISBN : 9788901255552



반면 비슷한 경우지만 피비린내 진동하는 사례도 있다. 비컨 섬

에 표류한 바타비아호의 생존자들은 위계를 만들었고 지배 계급

이 생존을 위해 피지배 계급을 학살하며 집단을 유지했다. 그 과

정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인원이 희생당했다. 아타 섬의 소년

들과 달리 비컨 섬의 선원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고, 위계의 정

점에 선 권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위계는 배척해야만 하는 것인

지에 대한 물음이 남는다.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계

가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권력을 쥐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

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분명히 목격했다. 그보다는 

권력을 쥔 이가 무소불위의 힘을 오용하고 남발하지 않도록 견

제하는 시스템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실제 한국 사

회는 그런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적도 있지 않은가.

저자 역시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좋은 시스템을 가

지고 있으면 권력자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권좌

에 오를 지원자의 폭을 넓히고 선별 과정을 강화할 것, 무작위 선

출로 감독 기관을 구성할 것, 사람을 순환시켜 부당 거래를 방지할 

것, 결과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검토할 것 등등의 전략을 내놓는다. 

그리고 권력자가 책임감을 자주,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장치를 만

들고 그를 추상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

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킨다

면 그가 마음대로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도 더불어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저 시스템의 필요성과 힘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

감할 수 있는 나라다.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그 힘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권력의 몰락을 보았고, 직접 끌어내리는 경

험도 해 보았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오른 이는 이 

사회가 가진 그 경험치를 두려워해야 한다. 정권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위치인지를 잊어

서는 안 된다. 정부의 그 많은 부처와 산하 기관 역시 그 권력에 

맞춰 좌우로 춤을 추듯 움직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

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 5년이라는 시

간, 그동안 권력자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명

운이 결정된다. 그 자리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수

시로 자각하도록, 이 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의 성향을 타고난 것일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궁금증을 풀기 위

해 저자는 수많은 권력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결과는 다소 의외

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 무자비한 이도 있

었지만, 반대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도 많았다. 농담도 잘하

고 미소를 보일 줄 아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러

나 두 부류 모두의 공통점은 괴물이라는 사실이다.

차라리 두 부류가 단순하게 나뉜다면 좋았겠다. 도리어 상상과 

다른,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

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기 마련이다. 진정 괴물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걸까? 무

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것일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예를 인

류사를 통틀어 숱하게 봐왔다. 인류,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유인

원 시기부터 집단에 위계를 형성하면서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

을 탐하는 무리는 나타났다. 이는 인간 사회까지 이어진다. 우리

는 말한다.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질

서의 정점에 서야만 한다고. 정말 그럴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브라이언 클라스의 대답이다. 무인도인 아타 섬에 표류한 

퉁가 청소년들의 사례가 이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1년이 넘도록 

무인도에서 생존하며 위계를 만들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등한 위치를 유지했고, 이는 전원 귀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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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것, 

왜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책 전체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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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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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목받는
국내외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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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서비스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최신 정책정보 동향을 맞춤형으로 서비스

• 국내외 정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정책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최신 온라인 자료 원문 서비스

• 국내 : 정부기관, 주요 국책연구기관 등  

국외 :  영·독·프·일어권의 국외 주요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국외 정책동향 제목 및 요약문 번역 서비스

• 정책 이슈 또는 정책 사이클별 유용한 정보 콘텐츠 선별·제공

• 정책보고서, 동영상, 이미지, 정책뉴스, 학술자료, 웹사이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구성

＊ 주요 큐레이션 : 플랫폼 경제, ESG경영, 메타버스, 탄소중립,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등

•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 BRM) 17개 분야 72개 영역별  

정책 관련 자료 및 참고 정보원 제공

• 단행본, 참고도서, 학술지,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법령자료, 통계,  

관련 사이트 등 정책분야별 핵심 정보원을 한곳에 모아 주제 전반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부처별, 과제별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최신

정책동향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국정과제

POINT

큐레이션

자료명 검색정책동향정책정보포털 최신정책동향 국내/국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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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산업과 기업의 부실징후 비

중은 상승한 반면, 양호 기업군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금리 인상으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에 미

리 대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2022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경제 회복 및 활성

화 대응 정책을 마련했으나 긴급히 시행되어 여러 시행착오를 겪

을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는 미증유 상황에 대응한 점에 가치를 

두고 있다.

COVID-19 위기에서의 각국 인프라 정책대응 동향 및 시사점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21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동향을 분

석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기술혁신 정체 등으로 전체적인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최근 저생산성 기업의 점유율은 상승 곡선

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의 최근 동향(近年の中小企業の生産性動向)

Bank of Japan(日本銀行) | 2021

중심업무지구(CBD)는 최근 원격근무 증가, 부동산 비용 상승 등

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도시들의 CBD 쇠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입지 재정비 및 재창조, 소규모 분산을 통한 공간의 균

형을 제시한다.

중심업무지구 재구상 

(Reimagining Central Business Districts)

Observer Research Foundation(ORF) | 2021

경제·산업·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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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산업혁명 관리 측면에서 로봇세 문제는 자동화와 기존 근

로자 관리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논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기

존 산업의 자동화뿐 아니라 금융 및 기타 데이터 기반 부문도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로봇세 부과(Do robots dream of paying taxes?)

Bruegel | 2021

AI기반 알고리즘 활용이 늘어나며 간접적 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

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AI 알고리즘에 윤리적 인공

지능을 설계·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정책 및 활동에서 인공지능(AI)의 윤리 :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체계의 도시 거버넌스

Barcelona Centre for International Affairs(CIDOB) |  2021

보고서는 2013~2021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스페셜섹션 ‘주관적 

삶의 만족도’ 문항을 이용해 연령대별 코로나19 전후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50세 이상 표본에서 미디

어 이용행태별로 나타나는 만족도 차이에 주목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로 본 주관적 삶의 만족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2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독자적 혁신 기술 

선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서는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선

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2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미래유망기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2022

과학·기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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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나며 기존 저출생 대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곤란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통합 추진방

안을 모색하고 이를 강화할 방안을 살펴본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연구원 | 202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이 만료되었다. 이에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를 분석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재 행정 추진 

방향과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 ~ 2026)

문화재청 | 2022

독일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및 참여법 :  

기본 아동 수당, 인프라 및 디지털 요소 2.0

Heinrich Böll Foundation(HBS) | 2021

위기 기간에 독일 소득불균형의 일시적인 감소

(Einkommensungleichheit in Deutschland sinkt in Krisenzeiten temporär)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IW BERLIN) | 2021

독일의 지난 40년간 경기 변화를 조사했다. 소득불균형은 경기변

동에 순행적으로 변동했고, 위기 기간 동안 소득의 손실을 방어하

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은 순환성 강화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새로운 교육 및 참여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

공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여기에 더해 디지털 교육 기회 보장

을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교육·문화·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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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 전쟁 발발로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

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원인을 양측 입장에서 

분석하고, 향후 전략상황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

본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분석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 2022

보고서는 북한발전모델이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과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 지표 개선에 필

요한 단계적 접근, 지속가능한 대북관여 전략 등을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2

미국 의회예산처는 국방 예산의 축소가 미군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고, 축소된 예산에 따른 군사 일반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략이 변경될 경우 병력 규모, 무장, 동맹국과의 관계 등 군사적 

의사결정의 모든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 예산 축소 상황에서의 국방 방안(Illustrative Options for 

National Defense Under a Smaller Defense Budget)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 2021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을 활용한 남한 방어는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사업을 군사행동으로 제거하는 것에는 지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Americans Remain Committed 

to South Korea, View North Korea as an Adversar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CCGA) | 2021

국방·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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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돌봄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돌

봄노동 저평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돌봄노동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초고령사회, 모두의 괜찮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 ‘반값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2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왔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는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운수업 및 경비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건

강장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 조사 및 과로사 등 건강장해 예방 방안 연구 : 

대형마트, 건물관리업,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안전보건공단 | 2022

정의를 위한 외침 : 유럽연합(EU)에서 부패를  

고발하는 여성이 직면하는 장벽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2021

코로나19 대유행 전부터 캐나다의 장기 요양 공급은 포화상태였다. 

보고서는 4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장

기 요양 제도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7개 EU 회원국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EU 지역 여성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부패와 

이에 반대했을 때 직면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한다.

사회·복지·환경

캐나다의 장기 요양 재검토 :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4개국에서 얻은 민관 협력에 대한 교훈

Faser Institute(FI)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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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마지막 작품이 탄생한 
스코틀랜드 주라섬

스코틀랜드 하면 ‘백파이프 연주’와 ‘스카치위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그중 주라섬에서 생산되는 ‘주라(Jura)’는 싱글몰트위스키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맛보아야 할 위스키 중 하나로 꼽힌다. 주라섬은 스코틀랜드 서부 

헤브리디스 제도에 있는 섬으로 조지 오웰이 마지막 작품인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집필했던 곳이기도 하다. 평생 이방인으로 살며 짧은 생을 마감한 

조지 오웰의 마지막은 주라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였다. 

글. 김은성 작가

서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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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속에서 완성된 대작 『1984』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er Blair). 

본명보다 필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작가가 되기로 결

심한 이후 파리와 런던을 떠돌며 노숙자, 접시 닦이, 교

사, 서점 직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그렇게 몸소 체

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르포르타주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을 

시작으로 소설, 에세이, 르포, 평론 등 700여 편의 작품

을 남긴다.

그중 그를 유명 작가로 만든 작품은 2차 대전 직후 러시

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동물농장』이

었다. 출간 당시 영국과 소련이 협력 관계여서 조국인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소련과 대척점

에 있던 미국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목적으로 책을 출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동물은 모두 평등

하다. 그러나 더 평등한 동물도 있다”라는 모순된 말 속

에 사회의 위정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한 오웰의 의

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물농장』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해 

아내 아일린의 사망과 자신의 지병인 폐결핵으로 심신

이 지쳤던 조지 오웰은 스코틀랜드 주라섬에 머물며 작

품 활동에 몰두한다.

Scotland J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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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

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1984』의 판매량이 95배나 증가

해 7만 5,000부가 새로 간행되기도 했다. 끊임없이 기

록을 조작해 과거를 다시 쓰는 『1984』 속 빅브라더가 

현재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1984』는 전제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보

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작품의 무대 오세아니아

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적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을 극대화한다. 그들은 ‘전쟁은 평화

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를 3대 강령으로 내

세운다. 또한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사상

을 통제하며 과거의 사실을 끊임없이 날조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런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

을 꾀하지만 사상경찰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존

재하지도 않는 인물 '골드스타인'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주라섬은 지금도 인구 200명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조지 오웰

은 그동안 생계를 위해 써왔던 르포와 평론 등을 모두 

접고 '유럽 최후의 남자'라는 제목으로 구상해온 미래소

설을 집필한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주라섬에서 거

친 바람 소리와 함께 글을 쓰며 글이 써지지 않으면 바

닷가를 걷거나 낚시를 하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그리

고 1948년 12월.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는 의미를 담아 

『1984』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 『1984』는 오웰을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만들었다. 영문학

에서 ‘오웰주의’, ‘오웰주의자’라는 뜻의 ‘Orwellism’이나 

‘Orwellian’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니 오웰이 서양 

문학사에 어떠한 존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오가던 작품 세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



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정부가 어떻게 언어의 구조를 변

화 시켜 내란이나 불복종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은 심

리적인 조작 캠페인에서 언어를 조작한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인 

“이중사고(double think)”에 대해서도 폭넓게 썼다.

오웰은 『동물농장』이나 『1984』가 반공주의 작품으로 오

해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는 자본주의나 공산주

의를 모두 권위주의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

와 평등을 무엇보다도 중시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개성

의 개인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로운 세상을 추

구하며 정치와 예술을 합일시키는 것을 평생 작가로서

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글은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

었고 정직한 표현이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차별이 난무

하는 세상에서 오웰의 작품 세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유를 꿈꾼 오웰과 자연 속 주라섬 

조지 오웰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주라섬의 주라(Jura)

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웨이어로 ‘사슴의 섬’을 의미한

다. 주라섬은 붉은 사슴의 서식지로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다고 할 정도다. 또한 다양한 동물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한 번 방문한 사람은 그 매력에 꼭 다

시 방문하고 싶다고 한다. 인구 밀도가 낮고 섬 대부분

을 도보로 여행 가능하여 오롯이 자연과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더할 나위 없다. 

주라섬의 바다는 야생 동물로 가득해 햇볕을 쬐는 물개, 

잠수하는 바닷새, 파도 속에서 뛰어노는 수달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밍크고래와 돌묵상어가 수영하

는 모습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좁은 해협 사이로 엄청

난 속도의 소용돌이가 치며 아름다운 해변을 만드는데 

조지 오웰도 아들과 함께 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파도치는 바다로 둘러싸여 붉은 사슴 떼가 유유히 노니

는 것을 본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조지 오

웰이 왜 주라섬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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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

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

락한다. 

그는 주로 당대의 문제였던 계급 의식

을 풍자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

했다. 또 일찍이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서 다시 현대사회의 바닥에 깔려 있는 악몽과 같

은 전체주의의 풍토를 작품에 정착시켰다. 디스토피아

적 환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무서운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나는 왜 쓰는가』에서 “전

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글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

지고 쓴 글들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전체주의와 언어의 부패가 서로 얽혀 있다고 믿었

다. 정치 언어가 개념과 사건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는

데 『1984』에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를 담

George Or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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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트는 도서관

KRIBB Library 

지식과 기술을 연결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 



첨단 지식을 통해 생명공학 발전을 돕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요즘, 미디어에서 종종 한국생

명공학연구원의 이름을 접하고는 한다. 실제로 한국생명공학연

구원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

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곳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

이 첨단 과학정보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은 이러한 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게 생명공학 분야의 국

내외 정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해 설립된 곳이다. 

처음에는 KIST 부설 유전공학센터로 1985년 서울 홍릉에서 문

을 열었고, 이후 1990년 7월에 대덕연구단지에 신청사를 건립하

면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도서관 역시 이전에는 KIST 도서관을 

함께 사용하다 신청사 이전과 함께 독립 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지식창고

생명공학은 분야 특성상 생물학, 의학, 화학 등 자료수집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논문 이용 비중도 타 분야

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에서

는 생명과학 관련 저널 구입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

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자저널 원문을 이용하는 횟수도 연간 

40만 건 이상이다.  

“생명공학 분야는 물론 최근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전자저널과 

E-Book, DB 등의 전자 자료를 자주 이용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서도 대부분 전자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특히 별도 도서관이 

없는 분원 이용자를 위해서도 기본 참고서와 교양도서 등을 제

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은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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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인쇄 자료보다 전자 자료 비중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공학 분야는 신규 저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관련 분야도 워낙 다양해서 이용자들의 필요를 모두 채

워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성과 DB도 이곳 도서관에서 담당

한다. 기관 고유 자료인 연구 보고서 역시 최근 디지털화에 발맞

춰 파일 형태로 보존해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는 OAK KRIBB 

리포지터리(http://oak.kribb.re.kr)를 구축했고, 2020년에는 이

를 전면 개편해 연구자별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고도화를 진행

했다.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연구성과 정보 및 국내 Open 

Access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우수기관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전면 리모델링으로 일으킨 공간의 변화

지식과 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기존 도서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고민도 병행했다. 최

근에는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간 활용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2021년 10월에 개관식을 

한 이후, 도서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에서 가장 마음 편안

한 휴식처이자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6인용, 8인용 회의실입

니다. 도서관에 회의실이 생기면서 소규모의 편안한 회의가 가

능해졌어요. 덕분에 이용자들의 도서관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자주 오지 않던 연구원들도 자연스럽게 도서관

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요.”

김정아 사서는 도서관 리모델링 이후 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

며 전문 도서관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험도 나누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가구보다 개인이 홀로 집중할 수 있는 1인 가구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 이정원 사서는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도서

관의 존재감을 높여나가겠다”라는 다짐도 전한다.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새로운 기획과 

쾌적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의 힘

찬 활약이 기대된다. 

042-860-4763

jakim@kribb.re.kr

http://library.kribb.re.kr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식정보실 

이정원 사서(왼쪽), 김정아 사서(오른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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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및 사이트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우주에서 세포까지, 과학의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작가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집필한 흥미로운 

과학교양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물과 사람 등 

과학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빌 브라이슨 저

까치 펴냄

10퍼센트 인간

제2의 게놈이라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군 유전체)이 

밝히는 신비한 인체 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교양서. 

몸속 미생물 불균형이 우리 몸과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앨러나 콜렌 저

시공사 펴냄

PubMed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 산하 NCBI에서 운영 중인 생의학 관련 

무료 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https://pubmed.ncbi.nlm.nih.gov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에 IT 기술을 결합한 

현상으로 기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전통적 개념인 ‘소유’에서 새로운 ‘공유’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왔다. 여기에 더해 

스타트업과 전통 기업의 상생은 급속도로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프롭테크 산업이 바꿔나갈 새로운 

부동산의 미래를 살펴본다.

글. 남은수 한국프롭테크포럼 팀장

경제 돋보기

부동산의 기술 혁신, 
프롭테크

‘손품’에서 ‘VR 모델하우스’까지, 

주변 곳곳에 자리한 프롭테크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거나 발품 대신 ‘손품’

을 팔며 부동산 중개 매물을 거래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

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VR 기술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3D 인테리어를 체험해볼 수도 있

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Property)에 IT 기술

(Technology)이 결합한 현상을 통칭해 프롭테크(Proptech)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등장했던 시기를 프롭테크의 시작으

로 보고 있다. 현재 프롭테크는 부동산의 구매 및 판매, 임대, 

개발, 관리 등 부동산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으로 영역을 넓

혔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해 부동

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

4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업협력 외에도 투자나 

M&A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프롭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부동산 산업의 협업을 다룬 사례집에서도 부동산 산업

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협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 시공 및 설계, 시행 단계의 

협업 사례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의 자동 시세 산정 서비스의 

활용 등을 다뤘다. 이 외에도 부동산 분야에서 이뤄지는 전

자계약 및 전자조달, VR 기술을 통한 홈퍼니싱 분야의 변화

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 공간의 변화, 그리고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프롭테크의 성장에는 기술을 

통한 효율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변수

가 영향을 미쳤다.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 내 변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

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

가 변화됐다. 공간은 언택트(Untact)와 공유, 다목적 활용 가

능성 등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

한 흐름에 맞춰 기존 부동산 기업들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에 박차

를 가했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 스

타트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여

는 핵심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프롭테크를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메이저 산업 중 마지막 남은 디지털 기회시장으로 불

리는 프롭테크 산업이 바꾸어 나갈 새로운 부동산의 미래를 

기대해볼 만하다.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프롭테크포럼

의 회원사는 2022년 3월 기준 326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직방과 알스퀘어, 야놀자 등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마케

팅 플랫폼은 비교적 프롭테크 기업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임대 자산 관리, 집수리 등과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들과 다양한 

공유서비스 기업들도 프롭테크 영역에 속한다. 특히 공유서

비스는 공유주거 및 오피스에서 나아가 미용실이나 주차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

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정보, 개발 솔루

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함께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프롭

테크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인테

리어 콘텐츠 플랫폼 오늘의집과 노후화된 공간을 핫플레이

스로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글로우서울이 있다. 또한 어반베

이스의 경우 실제 아파트 도면을 3D 형태로 불러와 시공간

의 제약 없이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게 돕는다. 

부동산 산업의 혁신과 프롭테크의 성장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세는 투자 유치 및 매출 규모

를 성장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7년간 프롭테크 스타트

업(응답 123개사 기준)에 대한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약 4

조 4,927억 원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야놀자는 

2조 원, 알스퀘어는 8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다. 공유

오피스 기업인 패스트파이브와 스파크플러스는 각각 300

억 원과 2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으며, 어반베이스도 

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매출 규모로는 2020년

을 기준으로 프롭테크 스타트업 90개사의 총 매출액이 1조 

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프롭테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

른 속도로 성장하며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은 기존 건설, 금융사들과

의 협력을 동반한다. 또 기존 부동산 산업은 기술을 통해 혁

신하며 기존 서비스를 효율화하거나 프롭테크로의 사업 확

장을 도모하고 있다. 즉 전통 기업과 신생 프롭테크 스타트

업이 서로 상생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2021년 8월 프

롭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롭테

크 산업의 동종 및 이종산업 간에 총 1,206건의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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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바란다

제5세대 직장인, 그들은 인사혁명을 원한다. 

기존 병영관료제를 벗어나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갈망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인사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직사회의 

인사혁명, 이제 제도는 물론 행동도 바꿀 차례이다. 

글. 이창길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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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화국인가? 인사‘공화국’인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인물을 등용한다. 대통령

이 임명하는 자리가 9,0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국무총

리와 수십 명의 장차관이 임명되고 수많은 자리의 후속 인

사가 줄줄이 계속된다. 공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

신의 미래를 전망한다. 민간기업도 정부 인사가 어떤 영향

을 줄 것인지 계산하고 대비한다. 그렇게 세간의 관심은 온

통 인사가 된다. 

대한민국은 ‘인사’공화국임이 틀림없다. 모든 권력은 인사

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장차관만이 아니다. 

정당 대표는 물론, 민간기업 사장도, 언론사 사장도, 대학 

총장도 그렇다. 심지어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연구기관이

나 봉사 단체의 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기관장은 취임 초기

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인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만사는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인사 ‘공화국’일

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인사 ‘군

주제’와 가깝지 않을까. 모든 인사 권한은 인사권자의 일방

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인사자들은 자신

의 희망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인사권자와의 대화나 상담

도 어렵다.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아무 소리 없이 좌

절하고 포기한다. 우리 시대 직장인들의 슬픈 현실이다. 공

무원은 더욱 그렇다.

반세기가 지나도 바뀌지 않은 인사

그런 인사를 바꾸기 위해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총 

83회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공무원임용령이 

181회 개정됐고, 공무원임용시험령도 113번이나 개정됐다. 

인사 관련 법령을 모두 합치면 셀 수도 없다. 그런데도 현

재의 인사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40여 년 전

에 만들어진 9단계의 계급제와 경력 중심의 인사 체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인사 이동이나 승진 방식, 호봉제 

보수체계 역시 반세기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공무원들

은 조직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만 짊어지고, 의견을 제시하

고 참여하는 권리는 무시된다. 

1980년대 말 이후 정치와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과도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조직 내부의 인사 민주주의는 아

직 갈 길이 멀다. 인사권자가 아무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인사를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특권이고 성역(聖域)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 조직의 성공

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21세

기 민주화·개인화·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휴머니즘 인사혁명이 필요한 때다

휴머니즘 인사혁명은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조직 

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따뜻한 인간주의와 민주주의가 결

합된 새로운 인사 패러다임이다. 200만여 명에 달하는 공

공 부문 조직인들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열망이며, 

2,700만의 직장인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한 일이다. 

먼저 인사혁명은 민주혁명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인사

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인사명령과 통보가 아니라 상담

과 대화, 참여가 필수적이다. 피인사자들은 조직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하는 ‘조직인(Organization man)’이 아니라, 건

강한 교양과 정신을 갖춘 ‘조직 시민(Organization citizen)’

이 되는 것이다. 인사혁명은 조직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

하게 행사하고 국민이 맡긴 책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인사혁명은 조직 혁명이다.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을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직의 권위보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사람은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충분한 자본이다.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속에 침묵하는 조직인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일

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인사일런스(Insilence)보다는 조

금은 소란스러운 언사일런스(Unsilence)를 용인하는 조직

을 만드는 것이다. 

인사혁명은 제도 혁명이다. 무릇 모든 혁명은 ‘운동’으로 시

작하지만 ‘제도’로 완성된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

명을 시도했지만, 늘 완성하지는 못했다.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 혁명은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사혁명 역시 인

사 제도의 변화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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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상관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부하에게 충성을 강요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고, 부하에게는 할 말을 하게 하는, 상관과 부하의 아름

다운 관계가 그리운 시대이다. (p.45) 

둘째, 무(無)차별의 공정 인사를 바란다

휴머니즘 인사의 두 번째 가치는 인사의 공정성이다. 공정

(Fairness)이란 소극적으로는 인사상 차별이 없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역량에 따른 인사를 말한다. 역량이 탁월하

면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능력주의만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늘 역량이냐 차별이냐의 딜레마 속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의 구성은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인사상 차별과 편견

을 줄이기 위해 ‘균형인사법’ 제정도 검토해 볼 일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

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

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

이 아닌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적 斯文亂賊이라는 범주밖

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썼

다. 즉 성리학이나 유교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하

여 골고루 인재를 등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

도 변화를 통해 행동을 바꿀 차례이다. 

인사혁명은 세대 혁명이다. 인사혁명은 MZ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유, 맞춤, 정밀, 정직, 협

업, 재미, 속도, 혁신을 선호한다. 과거와 달리 일과 삶과 행

복의 패러다임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기존 인사 제도는 그

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주고 나태함을 길들이고 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인사혁

명을 외치고 있다. 인사혁명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휴머니즘 인사혁명의 4가지 핵심 가치

휴머니즘 인사혁명의 핵심 가치를 4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인권, 둘째는 공정, 셋째는 영혼, 넷째는 민주이다. 피인사

자들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

하게 운영하는 것이며, 사람의 가치와 영혼을 존중하고, 민

주적 참여와 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조직 속에 

가장 부족한 가치들이다. 

첫째, 탈(脫)계급의 인권 인사를 바란다

휴머니즘 인사의 첫 번째 가치는 인권이다. 인권이란 ‘인간

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현행 인사 제도

는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의무’와 ‘책임’을 30회 이상 사용하면서도 ‘권리’라는 용어

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계급’과 ‘복종’과 ‘기강’으로 움직

이기 때문이다. 현행 9단계의 계급제는 100여 년 전에 베

버(Weber)가 말했던 관료제의 전형이다. 또한 아무런 예외

나 단서도 없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계급 제도는 이제 통

합하거나 폐지하고, 복종의 대상도 계급적 권위나 상사가 

아니라 양심과 헌법, 그리고 국민이 되어야 한다.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듯이 계급은 언제든지 폭력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직 속의 개인이 계급으로 치환되고, 

개인적 특성이나 관점은 모두 해체된다. 아무리 유능한 사

람도 계급이 낮으면 무능해 보이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계급이 높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의 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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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별로 인해 싹이 트려다가 눌려 죽은 사상이나 싹도 트

지 못하고 밟혀 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탄했다. 이

념·성별·지역·학력 차별로 인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얼마

나 사장되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p.98)

셋째, 비(非)중립의 ‘영혼’ 인사를 바란다 

휴머니즘 인사의 세 번째 가치는 영혼이다. 영혼이란 국민

이 소망하는 시대적 가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주체 

의식이다. 또한 기계적 관료제에 매몰되지 않고 솔직함과 

겸손함과 따뜻함을 담은 마음이다.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주어진 목표를 단순히 집행하는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인

간성과 도덕성과 책임성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전문 직업

인을 말한다. 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료

제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 가치를 실천하는 소신

과 행동이다.

30년 넘게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전쟁의 참상을 취재한 

미국 CNN의 유명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언론은 

중립적(Neutral)이어서는 안 된다. 진실의(Truthful)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보스니아에서 발생

한 반인륜적 인종 청소를 보도하면서 언론이 중립만을 고

집하는 것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

성은 모든 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모든 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중립성은 단순

히 형식적인 ‘가운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

의와 불의의 중간이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p.208)

넷째, 반(反)권위의 민주 인사를 바란다 

휴머니즘 인사의 네 번째 가치는 민주주의다. 인사 권한은 

인사권자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위탁한 권한일 뿐이다. 인사혁명은 이러한 인사 권

한을 나누고 인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왕

적 인사 권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모든 기관장의 인사 

권한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이나 직장 대표들도 인사 주

체가 될 수 있다. 인사를 위해 줄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창

의적 인재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적

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인사 시스템이 필

요하다. 

통상 인사 권한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으로, 조직을 ‘장악’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인사 권한이 효과적인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조직의 

장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은 법적·강압적 성격의 인사 권한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에 대

한 봉사와 희생,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더구나 기관장의 고

유 권한이라는 것이 기관장의 독점 권한이라는 뜻은 아니

다. 인사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이다. 이제는 인

사를 위해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인사 권한의 분권화

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믿는 인간주의 조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p.249)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조직과 개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사권자의 고충

과 고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사 권한의 독점적 사용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고통과 좌절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인사 제도와 현실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개인화, 민주화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때이다. 조직과 개인이 조화 속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이를 위해 제도를 바꾸고 관

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조

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인사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그

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가 아니겠는가. 

※  이 원고는 필자의 저서인 『대한민국 인사혁명: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 질문(2020)』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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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일러스트. 박지연

정책이론 톺아보기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의 민주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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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시민 

참여의 유형에는 여론조사, 공청회 

또는 설명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이 있다.

대의 민주제 보완의 필요성

대의 민주제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선출직 공직자를 중

심으로 결정되고 이러한 정책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춘 관료들이 집행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난제들의 복잡성과 이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 의존성이 증

가하면서 대의 민주제에서의 전통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선거에 의해 선출

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대통령과 단체장이 소속 

정당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에서 선출직 대표와 국민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

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제를 보완하는 대안적 

모형으로 시민들의 정책 과정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

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더불어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가 대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

와의 자문회의를 거치고, 관계 사회단체(기업, 시민단체 

등)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및 정부

신뢰 제고, 갈등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시민 참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국

민이 주도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시대를 

열었던 2016년의 경험이 국민 스스로 정부의 입법과 정책

결정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체감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확산은 이 같

은 변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 또는 주민 참여란 시민들

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

된 형태인 시민참여 또는 주민참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가마다 활용 형태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시민참여의 유형에는 여론조사, 공

청회 또는 설명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자치

회, 주민참여예산 등이 있다. 여론(Public Opinion)이란 사

회 문제와 정치적 쟁점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가지는 공통

된 의견이나 태도를 말한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

반 시민들은 실제 사건 또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

나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 가치

관, 선입견 등에 따라 피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로 파악된 여론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숙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공론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정

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뿐이며 반드시 따르지 않아

도 되므로 그 영향은 대체로 약하다.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공청회(Public Hearing) 또는 설명회

는 중요한 정책 사안 등에 관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해 당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회·행정기관·공공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회의

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지

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입안 및 개선을 목

적으로 공청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기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참여 시민의 영향력이 약

한 편이며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내지 

행정 편의에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형태인 주민투표(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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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의 민주적 참여방식의 유형

정책 현장에서 숙의 민주주의 실천방법은 일반 시민의 참

여와 더불어 숙의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다. 참여와 숙의

의 조합 방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양한 숙의 민주주의적 

참여 방식이 가능하다. 숙의가 가능하려면 참여자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정된 규모의 참여자를 의미하

는 ‘소규모 공중’(Mini Publics) 개념이 등장하였다. 소규모 

공중은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로 선발

된 소수의 시민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대표성이 보장될 필

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숙의적 참

여 방식으로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배심원

제(Citizen’s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s) 등이 

있다.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100~500명의 참여자들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친 여론 조

사이다. 시민배심원제는 미국의 사법배심원제도를 정책 

숙의에 적용한 것으로 무작위추출로 선발된 시민배심원 

12~25명이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에 사법배

심원의 평결(Verdict)과 유사하게 공동으로 정책을 권고하

주민발의(Initiative), 주민소환(Recall)제도는 일반 국민이 투

표를 통하여 제시된 의사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을 결정하므로 영향력이 강력한 참여 유형이다. 이러한 직

접 민주주의 제도는 스위스를 비롯하여 미국 등 여러 나라

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투표, 주민발안 및 

주민소환제도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활용은 거의 없는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주민자치회는 토론을 거치므로 의사

소통 면에서 양방향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와 차별화되는 

양방향 시민 참여 유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법」에 따라 2010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확산되어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나, 실제 운영은 지지부

진한 편이다. 

  

숙의 민주적 참여와 공론조사

1) 숙의 민주주의의 특징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열린 소

통과 이성적 토론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제 

또는 참여 민주주의와 차별화된다. 즉, 숙의 민주주의는 자

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를 거쳐 투표 대신 합의에 의

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보며, 숙의 과정에서 

개인이 어떤 공적 이슈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

뀔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보와 주장의 교환을 통해 

시민의 선호가 상호 간에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최종 판단

이 내려지는 숙의의 통합적 기제를 강조한다.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구

현하는 것이므로, 모든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하여 정책

을 결정한다면 그 이상이 실현된다. 그러나 정책결정 이전

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면 

이를 숙의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시민 참여자 수

가 많아질수록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인 ‘이성적 토론’은 현

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와 ‘숙의’ 사이에

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즉,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토론은 양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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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합의회의는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후에 무작

위로 추출된 10~25명의 시민들이 대략 2주간 준비모임에

서 선발된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세

션을 가진 후에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3) 숙의 민주적 참여방식으로서 공론조사

공론조사는 미국의 피시킨이 1991년에 제안한 이후 영국

을 시작으로 호주, 덴마크,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

양한 분야의 공공정책결정을 위해 도입한 바 있다. 공론조

사는 전통적인 여론조사가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피상적 

인식을 조사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적 요소와 여

론조사를 결합한 것이다. 공론조사는 크게 3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즉,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론 참여자를 선

정하여 이들에 대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친 후, 2차 설문

조사를 통해 공론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1차 설문조사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과 같다. 1차 설문조

사대상은 토론 참여자 선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숫자의 표

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조사의 

경우 20,000명을 조사하였다. 1차 설문이 완료된 후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응답자 중 

대표성을 갖춘 토론 참여자를 선정한다. 원전 공론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완료 후 참여 희망자 5,981명 가운데 500명

을 무작위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학습과 토론 단계에서는 선정된 토론 참여자들에게 찬반 

양측의 자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조사 주제에 관한 전문

가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

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된 토론 참여자들은 소그룹 분임 토

론을 통해 조사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신

고리 5·6호기 원전 공론조사의 경우 종합토론회 참석자는 

471명이었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와 동일한 설문을 통해서 선

호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때 조사 참여자들은 1차 조사 때

와는 달리 조사 주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받

고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1차 설문조사

와는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공론조사의 특징은 

동일한 설문으로 구성된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 간

에 발생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한 피상적인 여론과 정보, 자료를 접한 후 충분한 학습

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할 수 있다. 공론조사는 이른바 ‘여론 정치’를 극복하고 

주요 고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했을 때 우

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 합의로 난제 해결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사회적 난제의 해

결 방안을 둘러싸고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파급력이 큰 사회적 난제들에 대응하여야 한

다. 새 정부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과 숙의 민주적 정책 결정 절

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기 바란다.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열린 소통과 

이성적 토론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제 또는 

참여 민주주의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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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의 행정

※  이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 

 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2020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인식조사

정부 간 관계 연구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갈등 조정과 협력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정부기관별 관계는 
대체로 협조적!

총 1,50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2020년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인식조사는 1차 설문조사, 2차 표적집단 면접조사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위 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어서

3위 기관장 및 단체장의 적극적 의지 때문에

1위 업무상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779명

(51.8%)
554명

(36.8%)

중앙부처

172명

(11.4%)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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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중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문화·체육·관광,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이는 시민과 밀접한 사무와 공공행정,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역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기관별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 성격이 달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재원배분의 적정화!

또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중 효과적인 제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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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우미 1

최근 10년간 생활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7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그 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가 있다. 

민간 및 지자체의 소통을 통해 친환경 의류 제작 캠페인까지 

이어졌다. 그 놀라운 성과에 대한 궁금증, 지금 풀어본다.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쓰고 남은 자원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기

2019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오직 페트병

만 바라봤다는 유용호 서기관. 당시 자원재활

용과에서 근무하며 페트병 재활용 업무를 담

당했는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폐

자원의 재활용 업무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특

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시작으

로 그의 생각이 더욱 트인 시기였다고 한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자

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페트병 재활

용을 높이기 위해 라벨을 떼어서 투명 페트병만 

별도 배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음료·생수에 유색 페트

병 사용을 금지했다. 2020년 12월부터는 투

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 공동주택에

서 시행했다. 문제는 왜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

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필요했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총 4회 동안 시민단체, 전문

가, 지자체와 함게 재활용 체계 개선방안을 논

의하고 기획했다. 유용호 서기관은 폐플라스틱 

자원화와 순환 이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분리

배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정답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유용호 서기관

친환경을 위한 
패트병의 재발견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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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었다. 지자체, 유통업체, 의류업체 등 다

양한 주체와 협력을 해서 다각화된 홍보를 추

진했다.

페트병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홍보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차체 신문과 잡지 등

에 광고를 했다. 어린이 신문의 경우는 만화로 

분리배출을 그렸고, 블랙야크와 지자체의 도움

을 받아 신문과 광고를 적극 활용했다. 나아가 

기업의 인식 전환도 필요했다. 페트병의 화려

한 포장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제도적 뒷받침은 필

수 조건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이 돋보

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유용호 서기관은 그

런 기업을 위해 가심비를 주장했다.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하

는 신조어인데, 내가 이걸 사면서 환경에 기여

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기업과 국민 모두에

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업들은 라벨이 없어지면 경쟁력이 약해질 거

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환영했다. 이는 환경부와 다른 협업 

기관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수거마대를 배포하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

형 유통업계에 안내문과 캠페인 동영상을 활용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페트병 라벨을 

더욱 쉽게 뗄 수 있게 포장 방법을 변경했다. 전 

국민은 페트병 라벨을 손쉽게 떼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이제 페트병 라벨 분리는 귀찮은 문

제가 아니라, 필요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재활용에서 재탄생까지 이어진 야무진 생각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페트병 분리배

출 캠페인에 이은 마무리는 무엇일까? 배출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페트병으로 의류 및 재활용 페트병을 생산하

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유용호 사무관은 

이 부분이 난제였다고 그때를 상기하며 말해

줬다.

“아무래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입

는다는 점, 이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컸습니

다. 선뜻 나서서 입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었습

니다.” 이어진 생각은 경찰 근무 환경에 적합

한 친환경 경찰 의류의 개발이었다. 일명 업사

이클링.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

(Recycling)의 합성어로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로 생산되는 개념을 더했다. 여기에 최신 

트렌드 디자인을 반영하고 ‘아동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고품질 소재 

사용으로 이어졌다. 

또한 친환경 제품의 우수성을 카드 뉴스로 제

작하여 여러 기관에 알리고, 여기에 맞는 토크 

콘서트까지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이 확

대되면서 페트병 분리 캠페인이 MZ 세대와 기

성세대, 모두의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닐까. 환경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환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

이 있습니다. 독자분들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분리배출과 같이 일상생활에

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 적극행정 최우수에 

선정된 유용호 서기관,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

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그의 행보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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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계절에 눈이 오고, 갑자기 홍수로 사람

들이 다치고 집이 떠내려간다. 현재 지구촌은 

여기저기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런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고, 우리는 이에 어떻

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시는 2021년 9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 및 환경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l’Académie du Climat)를 열었다. 젊

은 세대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고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환경문제

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파리 4구 구청 건물을 수리해 만든 공간들은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공간답게 수리 과정에 

에코(친환경) 건축 방식이 적용되었다. 소음이

나 먼지 등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 분야 

환경정책 및 규정에 따라 철거 및 공사 과정을 

줄이도록 노력했으며, 철거에서 나온 자재들은 

재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추

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새롭

게 태어난 공간들은 회의, 토론, 포럼, 수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매년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취급되던 기후 문제는 

이제 환경 및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파리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으로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글. 김나래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

에코 건축에서 열리는 
기후와 환경 아카데미

l’ACAdémie 
du ClimAT

정책 도우미 2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은 거버넌스를 공유해 프

로그램을 함께 계획하여 직접 아카데미 운영

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파리시 

공공미술 대학(l’école d’art publique de la ville 

de Paris) 학생들이 환경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아카데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업 

활동을 했다. 이들에게 환경 아카데미는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한 프로젝트 및 해결 방안을 

발전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포럼과 모임을 통해 전문가들과 만남, 취업 

혹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파리시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COP21)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표

방하고 있다. 올해 파리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22년은 환경문제에 대

한 공약을 실현하는 해로 기후와 환경 아카데

미 프로그램은 파리시 중점사업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시 영상원(le Forum 

des Images), 학제간협력연구소(le Centre de 

Recherches Interdisciplinaires, CRI), 파리 수자

원공사(Eau de Paris), 파리 기후연구소(l’Agence 

parisienne du climat)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협

력 파트너로 각 분야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리 주변

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토론과 회의

를 한다. 토론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과 정원 

가꾸기, 지속 가능한 건축과 교통, 기후 대책, 

책임감 있는 음식물 소비 등이며, ‘포스트-잇

(Post-it)’을 붙여가며 자기 생각을 밝히고 이후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작년에는 아카데미 수

업을 학교 수업으로 연장하여 초등학교와 중

학교 수업 시간에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21년 5월과 9월에 파리의 11개 중학교와 연

계해 ‘기후 아카데미의 날’을 정해 환경 활동 대

표단을 선출하고 31개의 아틀리에를 운영한 

것이다. 다른 활동 중의 하나는 그룹별로 대표

들을 중심으로 ‘환경 노트’를 작성하도록 했는

데 자전거 사용과 수리 및 재활용 방법, 절약을 

주제로 학생들이 같이 고민하고 의논한 내용

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방

안에 관한 글을 모아 소책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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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환경 아카데미는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한 프로젝트 및 해결 방안을 

발전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포럼과 모임을 통해 전문가들과 만남, 

취업 혹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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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탐험

그림. 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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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각

판타지 혹은 현실 사이, 
데이팅 프로그램 전성시대
데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N포 세대들의 과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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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 나오는 데이팅 프로그램들

낯선 남녀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

며 그 사랑의 감정들이 얽혀 때로 달달해지지만 때론 너무나 아

픈 상처를 주기도 하는 광경들.... 최근 들어 남녀가 출연해 서

로 감정을 나누며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이른바 ‘데이

팅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환승연

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솔로지옥>, SBS 플러스 <나는 

SOLO> 그리고 MBN <돌싱글즈>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이들 데이팅 프로그램들은 모두 관찰카메라 방식을 취하면서 

과거에 비해 수위도 높고 담는 내용들도 과감해졌다. 예를 들어  

<환승연애>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헤어진 커플들이 

한 공간에 다시 모여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설

정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환승연애> 

는 자극보다 출연자들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해 공감하

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이 프로

그램은 2021년 티빙이 내놓은 오리지널 시리즈 중 최고의 성과

를 거둔 프로그램이라는 내부 평가를 얻게 됐다. <솔로지옥>은 

한국판 <투 핫!>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저 남녀가 감정 교류를 하

는 차원을 넘어 섹스어필하고 스킨십을 하는 서구식 리얼리티쇼

의 색깔을 입혔다.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모델 등을 출

연자로 섭외한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비키니와 수영복 차림의  

남녀가 잘 관리된 몸을 드러내는 광경들을 보여줬다. 특히 천국

도와 지옥도로 공간을 나누어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남녀 커플들의 심리와 관계 변화까지 담아냄으로써 넷플릭스 오

리지널 시리즈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OTT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 기준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넷

플릭스 TV 쇼 부문 글로벌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의 예

능 프로그램으로서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SOLO>는 과거 <짝>을 연출했던 남규홍 PD가 다시 제작

한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보다 현실적인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았

고, 실제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들을 여럿 배출하면서 화제가 되

었다. 또 <돌싱글즈>는 한 번 이혼을 경험한 돌싱들이라는 새로

운 인물군을 출연시킴으로써 색다른 이야기들을 담았다.

최근 등장한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훨씬 과감해지고 수위도 높

아진 이유는 이 프로그램들을 담는 플랫폼들이 다양해져서다.  

<환승연애>나 <솔로지옥>은 각각 티빙, 넷플릭스라는 OTT여

서 가능한 시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나는 SOLO>나 <돌싱글

즈>도 케이블, 종편이어서 가능해진 과감함이 있었다. 중요한 건 

이들 데이팅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과몰입하는 반응을 보인다

는 점이다. 심지어 복잡한 연애를 하느니 차라리 데이팅 프로그

램을 본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데이팅 프로그램이 가진 무엇이 

이런 과몰입을 만들어내는 걸까. 

progrAm
dATing

최근 방송가에는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 서로의 

짝을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다. 

때론 너무나 비현실적인 판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론 너무나 리얼한 현실을 담기도 하는 데이팅 

프로그램. 무엇이 그 전성시대를 만들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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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이 등장하면서였다. <하트시그널>은 준 연예인급

의 출연자들이 등장해 마치 리얼 멜로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야

기들로 채워졌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짝>과 달리 현실보다

는 판타지에 초점을 맞췄다. <짝>의 많은 문제들은 너무나 현실

적이라는 데서 나왔기에 시청자들은 <하트시그널>이 주는 새로

운 판타지 데이팅에 주목하게 됐다. 마치 멜로드라마에 빠져드

는 것 같은 느낌에서 비롯된 것처럼.

<짝>과 <하트시그널>이 보여주는 현실과 판타지는 사실상 데

이팅 프로그램이 갖는 두 가지 양상이다. 최근 방영된 <솔로지

옥>이 판타지 버전이라면 <나는 SOLO>나 <돌싱글즈>는 현실 

버전에 해당한다. <환승연애>는 절묘하게 판타지와 현실의 중

간 지점에 해당하는 관전 포인트를 내세웠다. 

시청자들은 현실 버전의 데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현실적 

정보들에 대한 공감을 추구하면서도, 판타지 버전의 데이팅 프

로그램을 통해 갑갑한 현실을 잊고픈 욕망을 대리 충족한다. 그

래서 현실과 판타지 사이의 어느 지점을 담는 데이팅 프로그램

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민낯

을 실감하게 된다.

데이팅 프로그램, 판타지인가 현실인가

데이팅 프로그램은 시대에 따라 그 방송을 담아내는 형식이 조

금씩 변화해왔다. ‘사랑의 짝대기’로 유명했던 <사랑의 스튜디오

(1994)>는 당시 스튜디오형 예능에 맞춰 일반인들이 출연해 마

치 미팅을 하듯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과정을 담았고, <강

호동의 천생연분(2002)>은 당대의 트렌드였던 연예인들의 버

라이어티 예능에 데이팅 콘셉트가 더해졌다. <우리 결혼했어요

(2008)>로 와서는 리얼리티쇼의 전 단계로서 연예인들의 가상 

관찰카메라가 시도되었고, 드디어 <짝(2011)>이 일반인 리얼리

티쇼 개념을 더한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이들 데이팅 프로그램들 중에서 <짝>은 이전까지는 그

다지 많지 않았던 숱한 논란들을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다. ‘악

마의 편집’ 논란도 적지 않았고 출연자의 인성 논란도 끊이지 않

았다. <짝>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유사한 일반인 출연 데이팅 프

로그램들까지 쏟아져 나왔지만, 2014년 이 프로그램은 폐지됐

다. 출연 여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유사 프

로그램들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러다 다시 데이팅 프로그램이 부활한 건 3년 후인 2017년  

1- TVING <환승연애>

2- NQQ, SBS PLUS <나는 SOLO>

3- 채널A <하트시그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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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는 안 하면서 데이팅 프로그램은 본다?

생각해 보면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갈수록 많은 걸 포기해 이른바 ‘N포 세대’라는 지칭이 나오는 

시대에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 중에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 가

까워지고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이

들이 적지 않다. 물론 거기에는 N포 세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듯

이 현실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치열한 취업 현실 속

에서 연애는 사치가 되어버렸고, 평생 은행 빚을 갚으며 살아도 

집 한 채 얻기 쉽지 않은 데다, 아이라도 덜컥 가지면 육아문제로 

경력단절까지 겪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결혼은 점점 먼 이야기

가 되고 있다. 

게다가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경험이 별로 없는 청춘들은 어떤 것

이 ‘그린 라이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실제 만나서 교감하고 교류하는 관계가 익숙하지 않

은 면도 있다. 그래서 연애 감정을 대리해 주고 나아가 일종의 코

칭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팅 프로그램이 마음을 잡아 끈다. 실제 

현실과 연결된 연애가 만만찮은 부담을 준다면, 데이팅 프로그

램은 잠시 몰입하는 것만으로 연애 세포를 깨워내는 설렘을 준

다.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건, 정반대로 데이트할 여력이 

별로 없는 우리네 현실을 드러낸다. 

데이팅 프로그램은 또한 일반인들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들을 들

여다보는 일이 일상화되어 이제는 둔감해진 사회의 단면을 드러

내는 일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사

생활을 높은 수위로 담아내는 리얼리티쇼가 방송의 트렌드로 자

리했지만 우리네 방송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타인의 사생활

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정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데이팅 프로그램 전성시대는 그저 프로그램의 성공으로만 얘기

할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 데이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이들이 차라리 방송에 과몰입하는 현실이 그것이

고,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기꺼이 들여다보는 일에 둔감해진 

우리네 삶의 변화가 그것이다. 달달함에 빠져드는 과몰입의 설

렘만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불편한 현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

는 이유다.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건, 

정반대로 데이트할 여력이

별로 없는 우리네 현실을 

드러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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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책정보포털 주 메뉴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포털 POINT 주요 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POIN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최신정책동향과 국외정책동향 번역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소개한다.

글. 김혜린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정책정보포털(POINT)은 무엇인가요?

A __ _ _ _ _ 정책정보포털 POINT(POlicy INformaTion)는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수행, 평가 등 정책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주 메뉴인 정책동향, 정책정보원, 서비스, 공유·협력과 부 메뉴 

최신정책동향, POINT 큐레이션, 분야별 주제가이드, 국외 학술 

전자책,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상호대차서비스 등 국립세종도서

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포털(POINT, https://policy.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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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포털 POINT

       ‘최신정책동향’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시나요?

A __ _ _ _ _ 최신정책동향은 국내외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

성한 온라인 보고서, 계획서,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의 정책 보고서

를 제공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 발간되지 않은 회색 문헌을 포함

하여 온라인상에 공개, 배포하는 정책자료를 위주로 수집하고 

있으며, 국내 자료는 정책정보협의회에 가입한 기관의 간행물과 

정부 부처에서 발간한 자료들 위주로, 국외 자료는 국제기구 및 

세계 유명 싱크탱크에서 연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국외정책동향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편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영어, 독어, 불어, 일어로 발간된 자료의 제목

과 소개초록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서비스합니다. 

       국외정책동향 자료를 소개해 주세요.

A __ _ _ _ _ 국외정책동향은 OECD, IMF, WHO 등 국제기구의 자료와 

Brookings Institution, Heritage Foundation과 같은 유명 싱크탱

크의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합니다.

<그림2> 자료는 2021년 기준, 세계 2위 싱크탱크로 선정된 

Bruegel이 발간한 자료입니다. Bruegel은 경제 문제에 대한 정

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이 자료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

으로 비롯되는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

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그림3> 자료는 독일 연방 정부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입

니다. 독일에서 50년 동안 시행된 도시개발지원 정책을 설명하

는 자료로, 해외 정부 부처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

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정보포털의 최신정책동향에서는 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최신 정책 자료를 이용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BRM정부기능분류체계, 정부 기능을 17개 분야 72개 영역으로 구분 별, 언어별로 주

제를 좁혀가며, 자료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POINT 최신정책동향에서는

해외 정책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s://policy.nl.go.kr/

<그림3> 국외정책동향 예시2 : 독일 연방 정부의 온라인 정책보고서

<그림2> 국외정책동향 예시1 : 씽크탱크 ‘Bruegel’의 온라인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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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도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 제힘으로는 하늘을 날지도 못하

고, 물속에서는 아무리 길어야 채 2~3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

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도구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자체적

인 신체 변화를 통한 적응에는 아마 몇 세기가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나 열등한 존재인 인간을 생물분류체계로 구분해 보면, 

동물계-척삭동물문-포유강-영장목-사람과-사람속-사람종으로 

분류되는데, 고작 300만 년 전에 출현한 생명체치고는 자기들

이 매우 고등하다는 착각에 빠진 채 운이 좋다면 7~80년 정도를 

살고는, 소멸을 맞이한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인간의 집념에는 무한한 찬사를 보

낸다. 하지만 그 집념의 결과로 탄생한 개인 또는 집단의 신념 및 

사상으로 인해 나와 이웃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미국의 어류 분류

학자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하나씩 밝혀낸다. 책은 흥미롭게 읽힌

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추리적 기법과 구성을 차용했고, 

역사적 인물과 그의 인생에 대한 반전을 그려내 보였다. 한 과학

자의 맹목적인 집념은 분류학이라는 체계를 잡는 데 크게 기여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릇된 신념은, 과학이 보여주는 자

기 기만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권력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그릇된 권

력과 권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극적으로 묘사한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인가? 특정 종이 우열

하다고 단정 짓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인

간은 한갓 분류체계의 어느 한편에 자리 잡은 몇 안 되는 구성원

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저 | 곰출판 펴냄 | 2021

국립세종도서관 청구기호:  

470.9-22-1

ISBN: 9791189327156|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인가? 

특정 종이 우열하다고 

단정 짓는 근거는 무엇인가?

친밀하면서도 독특한
폭넓은 시야
글. 최인형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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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분야 | 아래 도서의 서평 작성

서평 분량 | 200자 원고지 8~10장, 한글파일 10Point 기준 950자 내외

참여 기간 | 2022년 6월 10일(금)까지

참여 방법 |  이메일 지원(지원파일 형식 hwp) hibong80@korea.kr

 상품 받으실 주소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혜택 | 선정 시 서평 도전란에 게재 및 문화상품권(5만 원) 지급

참여 도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당신의 서평을 기다립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의 가치를 높이고,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독자 서평을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서평에서 1편을 선정하여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서평 도전란에 게재합니다.

또한 참가하신 모든 분께는 도서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저 | 클레이하우스 펴냄 | 2022

국립세종도서관 청구기호 : 813.7-22-28

ISBN : 979119737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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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창

다문화 프로젝트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캠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족과 함께 배워보는 캠프 프로그램

일자 분야 세부주제 강사 대상

5. 21.

다문화

세계 11개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 

박소향 가족

5. 28. 다양한 나라의 말말말!

6. 4.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 

6. 11. 각국의 요리전통과 요리법

6. 18. 다름을 인정하기 1 

6. 25. 다름을 인정하기 2

7. 2. 이주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7. 9.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독서 프로젝트 : 트렌드&프렌드

삶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위한 디지털 트렌드 전략 연구 강의

일자 분야 세부주제 강사 대상

5. 19.

트렌드

내 삶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돈 공부!

김결 성인

5. 26.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6. 2. 일하는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사람!

6. 9.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디지털 파일 판매의 모든 것

6. 16. 컬렉터와 함께하는 세상 친절한 아트테크 클래스

6. 23.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

6. 30. 하버드 심리학 거장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법

비대면 강좌

신청 기간 : 2022. 5. 9.(월) 10:00 ~ 5. 15.(일) 23:00

신청 방법 :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에서 신청(선착순 마감/수강료 무료)

운영 방법 :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강좌별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 참고)   

문의 전화 : 044-900-9131

2022년 대상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상반기 강좌 프로그램 운영

심리, 경제, 예술, 문화 등을 주제로 

성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반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면 강좌

신청 기간 : 2022. 5. 9.(월) 10:00 ~ 5. 15.(일) 23:00

신청 방법 :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에서 신청(선착순 마감/수강료 무료)

운영 장소 : 세종시립도서관 대관(2층 문화교실1)   

문의 전화 : 044-900-9131

심리학 프로젝트 : 마음심리, 건강한 자존심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 찾기 

일자 분야 세부주제 강사 대상

5. 19.

심리학

기본적인 자존감 실천 방안

이혜원 성인

5. 26.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6. 2. 관계에 있어서의 자존감

6. 9.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6. 16. 이기주의는 무조건 나쁜가

6. 23. 각자의 행복은 어떻게 다른가

6. 30. 대화에서의 자존감

7. 7. 진정 건강한 자존감이란

경제 프로젝트 : 자본주의 속 삶의 형태와 성장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한 삶의 변화와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일자 분야 세부주제 강사 대상

5. 17.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자본주의

이청안 성인

5. 24. 자본주의의 역사

5. 31. 화폐와 인플레이션이 이끄는 곳

6. 7.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발견하는 삶 1

6. 14. 기후 위기를 이끈 자본주의

6. 21.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발견하는 삶 2

6. 28.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가 다다르는 곳

7. 5. 기본소득와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나아갈 곳

예술 프로젝트 : 지칠 때 떠나는 언택트 미술관 여행

작품 속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작가의 인생과 예술관을 알아보는 예술 강의

일자 분야 세부주제 강사 대상

5. 18.

예술

뉴욕 현대 미술관 방문하기 

오그림 성인

5. 25. 화가의 인생이 펼쳐지는 미술관  

6. 1. 미스터리와 함께 전시된 명화 관람하기 

6. 8. 화가 이야기로 서양미술 이해하기   

6. 16. 화가 이야기로 한국현대미술 이해하기

6. 22. 쉽고 재밌게 동양화 감상하기  

6. 29. K-회화, 한국의 미의식 접하기 1

7. 6. K-회화, 한국의 미의식 접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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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알렉산드리아, 
미국 의회도서관

세계 도서관의 기준을 세운 미국 의회도서관.

그 시작은 독립된 건물 없이 장서 740권과 서가만을 둔 채 지극히 초라했다.

그러나 의회도서관 기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02년 이후, 

오늘날 미국 의회도서관은 약 1억 5,000만여 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소장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강의와 음악회까지 개최하는 곳.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오늘날 도서관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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