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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인간이 변화의 시대를 살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속에서 옛것과 새것은 충돌했고, 선과 악은 서로 싸웠으며, 사회는 

분열과 통합을 거듭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2020년에도 해체의 아비규환이 뿌연 먼지로 피어오르는 가운데서도 새로

운 것에 대한 모색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매머드급 갈등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기류를 형성했다. 유럽은 영국과의 작별 이후 

질서 재편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면서도 유례없는 속박을 가

할 태세다. 그래도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 내부의 선(善)을 다시 끄집어내 우리와 화해시키고 긍정의 에

너지를 불어 넣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다.

터닝 포인트의 기사들은 여러 분야의 시각과 전망을 조망한다. 니얼 퍼거슨은 이 시대를 새로운 냉전으로 규명하고 더 심화

할 상황을 우려한다. 라구람 라잔은 강력한 자율성을 갖춘 지역사회가 해체와 분열을 이겨낼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트리스탄 

해리스는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앞서는 이 시대에 인간적인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

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주목한 대런 애러노프스키도 있다. 

이 같은 관점들은 모두 미래를 만드는 것이 결국 현재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명료하면서도 진부한 주장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다면, 무라타 사야카가 상상하는 인간의 미래의 성생활의 유토피아를 만나보거나, 아티스트의 눈으로 세상

을 바라보는 모험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변화가 늘 좋은 방향이거나 즐거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미국의 여류시인 

조이 하조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세상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 

2020년으로 진입하며

A Push Forward Into 2020

뉴스1 편집국장 강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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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에서 더욱 공정한 세

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탄소 이후 경제의 모델이 

부정과 억압에 대한 우월적 권위주의와 대중의 항

의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람

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칠레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베이루트의 

왓츠앱 메신저 이용 수수료 부과 계획안만으로도 

봉기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다.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의 죽음과 새것의 

탄생 사이에 있는 최고 권력 공백 상태(인테레그

넘, interregnum)의 특징에 관한 ‘병적 징후들’을 

썼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징후들이 넘쳐난다. 자

본주의 경제는 작동하고 있지만, 복지(웰빙)를 확

산하지는 못했다. 저항은 커지고 있다. 사회가 사

실을 포기하고 망상을 선택함에 따라 혼란은 시작

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 중국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의 통합, 기술의 혜택 확산, 영국의 통합 등

과 같은 오래된 가정들은 붕괴하고 있다. 불안, 외

로움, 유동성의 시기다. 전환기 세계의 고정점이

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조만간 퇴진할 

예정이다.

21세기의 첫 20년 동안은 뚜렷한 추세선이 만들어

지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집권시키고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끈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물결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

멸에 대한 예측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규칙, 진

실, 도덕, 그리고 미국의 이상은 침식됐다. 소셜미

디어(SNS)를 통해 힘을 얻은 젊은 세대는 유토피

아적 비전이 아니라 지구의 구원과 남녀평등의 삶

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추구에서 영감을 받

는다.

2019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희

망에 젖어 있다. 베이루트 거리의 젊은 시위자들

은 나에게 약탈품들을 두고 일어난 종파적 분열

에서 비롯된 부패한 제도를 뒤엎겠다는 철두철미

한 결의를 말한다. 아르메니아의 젊은 총리 니콜 

파시냔은 나에게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아르메니

아 시민들’이 어떻게 2018년 무혈 혁명에서 또 다

른 부패한 체제를 전복하고 기회의 사회를 만들었

는지 설명해준다. 홍콩의 용감한 젊은이들은 최루

탄 가스를 들이마시며 중국의 산업과 영국의 관습

법에서 태어난 활기찬 경제를 옹호하고 있다. 그

들은 본토인 일당 독재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송환 

허용이 자신들의 자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라는 점을 알고 있다.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 통치자임을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Turning Points 2020

012-015 Cohen-ok.indd   13 19. 12. 23.   �� 9:27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Turning Points 2020 14COVER STORY

선언하고, 국가의 감시 체제를 빠르게 진척시키

며, 중국식 모델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제시하

고, 2025년까지 기술적 우위 달성을 추구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같은 슬로건으로 위장하고 

있던 혹은 공공연하게 군사적인 모습을 보이던 명

백하게 해양과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

과 중국의 이념적 대립은 첨예해졌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

라”고 조언했다. 시 주석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성미 급한 황제다. 그는 개인의 신성함을 믿지 않

는다. 중국 공산당의 신성함을 믿는다. 중국에서

는 억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시 주석이 

추구하는 모델은 구식 전체주의가 아니라 첨단 안

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감시국가인 ‘기술독재

주의(techtarianism)’다.

우리는 홍콩의 싸움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다양

한 종류의 폭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다. 이 싸움은 떠오르는 중국의 독재적 계획경제

와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독립적 사법제도와 법치

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 경제 사이의 싸움이

다. 문제는 과연 대화재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다.

스웨덴의 고텐부르크대 브이-뎀 연구소(V-dem 

Institute)의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

재 세계 인구의 약 1/3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

가에서 살고 있다. 2016년 4억 1,500만 명에서 

2018년에는 23억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브

라질, 미국, 인도, 폴란드, 헝가리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튀니지, 아르메니아, 조지아, 부르키나파

소 등 21개국은 지난 10년간 민주화가 더욱 심화

했다. 이는 혼재된 그림이다. 완전히 절망적이지

는 않지만, 희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법을 수호하려는 기관들은 2019년 법을 위반한 것

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을 상대로 맞서 싸웠다. 트

럼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국회 활동을 방해 혐의

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다. 그는 모든 과정에 

“폭력”이라는 외침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을 “미쳤

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2020년 대통령선거

에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정적에 대한 오물의 근

원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은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이

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그의 친구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

다. 우크라이나는 대(大)러시아의 일부에 속할 수

도 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다. 트럼프 대

통령은 서유럽과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우크라이

나의 독립을 공고히 하려는 서방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의 외교정책은 

우스울 정도로 변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탄핵을 모면하고 대

통령직을 유지해 2020년 11월 대선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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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권력

에 매달리는 것이 정치적 투쟁 이상의 것이 되고 

말았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시

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

로 패배할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걱정이다. 

그 역시 쿠데타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 그는 독

재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지의 전 세계 독재자들에

게 권력을 부여했다. 미국은 냉전 중 전략적인 이

유로 많은 독재자를 지지했지만, 그러한 지도자

들을 그토록 부러워한 대통령은 이제껏 단 한 명

도 없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증오한다고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실제로 악한 자인

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악마가 되려면 집중

력이 있어야 하고 목적도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

통령의 행보는 상당 부분 일관성이 없고 하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폴 폴

먼 전 유니레버 최고경영자(CEO)는 “실패한 사회

에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구 민

주주의 국가들은 실패했다. 10년 전 세계는 글로

벌 금융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 책임자들은 무사

히 도망쳤다. 오늘날의 봉기는 무처벌과 불평등

의 소산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 체제가 이룩돼

야 한다. 정의, 기회균등, 교육, 지속가능성 등이 

가치를 이끌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소모적이고, 쓸모없게 취급

돼왔다. 이것이 민족주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 이

유다. 그 메시지들은 명예회복이라는 공허한 약

속으로 모든 불만을 누그러뜨린다. 또한, 사기꾼

들을 워싱턴과 런던의 고위 공직으로 데려갔다.

“미래는 세계주의자들의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속하게 된다면, 모든 

것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소박한 옛 품

위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부터 국제 안정에 이르

는 모든 것이 말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9년

의 메시지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부패하지 않

은 법치주의 사회가 테헤란에서 산티아고에 이르

기까지 과감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 초 에크렘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출장 중이었지만 그의 수

석 보좌관이 나를 안내해줬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적인 이마모글루 시장

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

는 인물인)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됐다가 다시 큰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었다.

이마모글루 시장의 책상 뒤에는 현대 터키의 세속

적 공화국의 시조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방금 다시 걸린 것

이었다. 복원된 오스만제국의 꿈을 가진 반(反)정

세주의 지도자 에르도안의 추종자들은 일찍이 이 

초상화를 제거했다. 이 초상화의 진퇴는 독재와 

저항 사이에서 맴도는 세계의 이미지로 나를 엄습

했다.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의 사무실에는 또 다른 중

요한 그림인 눈 덮인 아라라트산의 풍경화가 걸려 

있다. 현재 이 산은 터키에 속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아르메니아의 일부였다. 아르메니아 국민의 

집단적 정신 속에서는 여전히 그렇다. 수도 예레

반의 한 대학살 박물관은 오스만제국이 1915년에 

시작한 10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많은 사진은 너무 끔찍해

서 떠올리기가 힘들다. 오늘날까지도 터키공화국

은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조직적인 군

사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결국 오늘 누가 아르메니아인의 전멸을 말하는

가?”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부정되는 진실은 위험

하다. 그것은 미래의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과 러시아는 진실을 부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달랜다. 2019년의 시위자들은 그 위험을 

깨달았다. 최근 홍콩의 거리에서 80만 명의 시위

자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외쳤다.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자유는 삶의 전부다.  

번역 김정한 기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집권시키고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끈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물결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멸에 대한 
예측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로저 코언은 NYT 칼럼니스트다. 1990년 NYT에 입사한 후 

특파원과 국제부 에디터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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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냉전은 언제 시작됐을까? 미래의 역사학자

들은 2019년이라고 말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14

년 신냉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

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중국과 미국의 적대감 

앞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를 비교하기가 

무색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열전(熱戰)은 피하더

라도 제2차 냉전은 여전히 위협적일 전망이다.

진부한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

로 당선됐던 2016년 11월에 사실상 신냉전이 시작

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되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트럼프 대

통령이 처음 관세를 부과했던 2018년 1월 신냉전

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냉전의 시작점은 2018년 10월 초가 타당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당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

기 위해 선전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

단”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신냉전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

다. 이때부터 비로소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대

중 접근법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정책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사실상 지지를 얻었다. 트럼

프 대통령의 적개심은 기이한 외교정책이라는 평

가에서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통념으로 변해갔

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

런조차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기 시

작했다. 

여론도 비슷하게 바뀌었다. 퓨 리서치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인의 

비중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껑충 뛰었

다. 미국인의 26%만 중국에 호의적이다.

2019년 변한 것은 또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

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해 양국이 서로를 향

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은 빠르게 다

른 형태의 갈등으로 변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과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 간의 전형적인 경쟁뿐 아니라 기술 전쟁

에도 즉각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가 

5세대(5G) 네트워크 통신의 글로벌 시장을 지배

하지 못하도록 견제했다. 중국 신장지구의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에 대한 이념 대립도 시작됐

다.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를 허

용하면서 환율 전쟁 위협도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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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냉전? 
미·중 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터닝 포인트: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했고 

세계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요동쳤다. 
Written by NIALL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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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작은 일들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거대한 덩어리의 
갈등으로 변했다. 

나이가 있는 독자라면 또 다른 냉전은 나쁜 생각

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들에게 제1차 냉전에 대한 

기억은 세계 종말에 가까운 체험이다. 1962년 쿠

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에서부터 엘살바도르까

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재래식 전쟁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2차 냉전이 핵위기 정책 혹은 

대리전 같은 양상을 띨 명백한 이유는 없다.  

우선,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보다 열등하다. 따라

서 양국 갈등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결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나 우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중국의 글로벌 세력 확장 방식도 옛 소련과

다르다. 중국 자본은 해외의 게릴라 운동이 아니

라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와 정치인들의 주머니

로 들어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

도하는 해외 투자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목

표는 세계 혁명이 아니다. 

제2차 냉전을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라는 두 제

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기술적 경쟁에 국

한한다면 그 이득은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 결국 

1950~60년대 미국이 크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제1차 냉전과 연관된 연구개발(R&D) 활동이 경제 

전반에 일으킨 파급 효과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정치적 이득도 있었다. 1950

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 반공

주의인 매카시즘의 발작이 지나간 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모두에게 공동의 적이 있다는 공감대

가 형성됐고 내부 분열이 눈에 띄게 줄었다. 냉전 

시대의 정치·사회적 불화를 일으킨 가장 큰 근원 

중 하나는 반공 전쟁이었고, 그것은 미국이 패한 

월남전이다. 

미국인들이 새로운 외부의 적을 지금 의식한다면 

최근 나타난 악명 높은 내부의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셜미디어(SNS)에서 벌어지는 격론과 

초당적 협력이 감소한 의회에서 보이는 양극화 말

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외부의 적이라는 개념은 인재들이 양자 컴

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미국 정치

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 

학계와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간첩 활

동을 한다는 증거로 인해 이미 미국 정부는  R&D 

부문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재배치했다. 기

존의 전통적 컴퓨터 암호 체계를 무너뜨리는 양자 

Turning Points 2020

니얼 퍼거슨은 스탠퍼드대 산하 후버연구소의 밀뱅크 패밀리 

시니어 펠로다. 15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가장 최근에는 

『광장과 탑: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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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는 것은 재앙

이나 다름없다. 

제2차 냉전에서 한 가지 큰 위험은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는 제1차 냉전은 물론 현재 상

황을 모두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1969년에는 미

국이 공산주의라는 적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당연

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이 유혈사태 없이 결국 붕

괴할 것이라는 결론 역시 예측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오늘날 중국은 경제적으로 옛 소련보다 더 

위협적이다. 제1차 냉전 당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를 보면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의 44%를 넘

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생활비가 미국보

다 낮다는 사실을 적용한 구매력 기준 GDP로 중

국은 2014년 이후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소련은 

역동적 경제에서 한 번도 미국을 앞설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일부 시장, 특히 금융 기술

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19년은 1949년이 아니다. 북대서

양조약은 소련의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70년 전

에 체결됐지만,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 비슷한 조

약이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020년에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새로운 냉전이 더욱더 냉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

정을 통해 해빙무드를 조성하려고 노력해도 그렇

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대한 냉기의 

촉매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가 멈추고

자 해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경제학자 모리츠 슐라리크와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

사하려고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 오늘날 그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죽었다. 

제2차 냉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참고

한다면 이번 냉전은 그것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의 임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번역 신기림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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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지역사회에 달렸다

OUR 
FUTURE 
DEPENDS 
ON 
COMMUNITIES
터닝 포인트: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선진국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ritten by RAGHURAM G. 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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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불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또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등이 그

러한 사례다. 이러한 불행은 기술적 변화와 세계화

의 진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은 사회에 이익을 안

겨줬다. 하지만 그 이익은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런던처럼 세계적인 중심 도시에서 일하는 투자 매

니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순식간에 거래를 성사시

킬 수 있고 그만한 보수를 받는다. 

반대로 전 세계적 경쟁 심화로 인해 지역의 유일한 

제조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작은 지방 도시에 사

는 사람들은 비탄에 빠지고 있다. 낮은 실업률처럼 

건강한 국가 경제 지표는 고통에 처한 지역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역사

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어려

움에 부닥쳐 있다.

사회 불안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권한과 

민주적인 참여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OUR 
FUTURE 
DEPENDS 
O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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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에서 실업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 경

제적 기회를 놓치면 사회적 붕괴가 발생한다. 결혼

이 줄어들고, 이혼이 늘어나고, 편부모 가정이 많

아진다. 절망은 알코올 중독, 마약, 때로는 범죄로 

이어진다. 쇠퇴하는 지역사회는 이제 더는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전문대학) 같은 기관을 지원

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약화하면 실업자들은 자신

의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잃는다. 좋은 학교가 없

으면 젊은이들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형편이 되

는 사람들은 자녀를 데리고 보다 번화한 지역으로 

떠난다.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버리

면 남겨진 사람들은 더욱 곤경에 빠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

을까? 이미 무력해진 지역사회를 이전 모습으로 되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의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더 원

활한 시장 공동체를 창출하려면 중앙정부가 지역사

회로부터 규제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수십 년간 국가 간 무역이 가속

되면서 EU 같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사업 환경

을 조화시키려고 주권적인 권한을 전용해왔다. 하

지만 국제기구나 국가의 수도는 각 지역에 대한 지

식도 부족하고 어려운 지방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 

전체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기업을 밀

어낸 도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고통받는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세제 

혜택은 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뉴욕시 지역 지도자들은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

에 아마존이 새 본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거부했다. 

평균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일자리 2만 5,000개가 

생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마존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

술을 지닌 숙련된 노동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했다. 그러면 기업은 외부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밖

에 없다. 숙련된 노동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임대

료와 재산세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오랜 시간 거

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지역사회를 부흥시키려면 하향식 정책 이니셔티브

에 의존하기보다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대책

이 필요하다. 중앙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사회가 번

영하는 국가와 세계 경제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고

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리더십, 참여, 권한 부여, 자금 지원, 그

리고 인프라 구축이다.

지역사회의 리더십을 찾을 길을 터줘라

시카고 로어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필슨 지역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쟁 지역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다. 갱단 21개가 주요 도로에서 싸움을 벌이

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다. 필슨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일단 범죄율부터 잡아야 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에 팔을 걷고 나설 수 있었을까?

쇠퇴하는 지역사회는 지방 행정가, 교육자, 사업

가, 주민들을 한데 모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지도자들은 이미 힘

을 잃은 경우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

역을 떠났기에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필슨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

다. 1988년 한 젊은이가 가톨릭 성당 맞은편에서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 한 목사가 신자들

에게 외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쇠퇴하는 사회를 남

의 일처럼 구경만 할 것이냐고. 그러자 한 무리의 

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라울 레이문도라는 사람을 지역사회 부흥 프로젝

트를 이끌 지도자로 선택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을 다시 출신 지역사회로 끌

어들이고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인재 풀을 늘리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어려

움에 부닥친 출신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사람들

을 위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

까? 그렇게 고등교육은 재능 있는 사람이 지역사

회를 탈출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출신지로 돌아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참여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강하다

필슨의 지도자들은 범죄자들의 모의장소가 되는 

지저분한 술집들을 폐쇄하기 위해 시카고 주류 판

매 당국에 로비를 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끌

어냈다. 먼저 주민들이 범죄 사건을 목격할 경우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범

죄자들이 신고자 개인에게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

해서다. 또한 주민들이 밤에도 거리에 나와서 돌아

다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슨의 범죄자들을 몰아내자 사

업장들이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

다. 오늘날 필슨은 부유한 지역이 됐다. 주민들은 

꽤 괜찮은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은 훨씬 안전해졌고, 자녀들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셜미디어(SNS)는 지역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정

보기술을 이용해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부패와 근

무 태만을 근절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

왜 오늘날 지역 지도자들은 어떤 술집에 영업허가

Turning Points 2020

라구람 라잔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제3의 

기둥: 어떻게 시장과 국가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는가』의 

저자다. 2003~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으며, 2013~2016년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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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줄지, 어떤 사업장의 유입을 환영할지, 어떤 

세제 혜택과 규제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사회

는 필요에 따라 더 적합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들은 규제와 세제의 지

역적 차이를 더 낮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아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서로 다른 3개의 

국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1/4은 외국 태생이다. 많

은 결정은 보완성(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

진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26개 주(州)로, 또 

300개 자치구로 권력이 이동한다. 중앙정부에는 

최소한의 결정권만 위임된다. 이를테면, 스위스 연

방정부는 기술기관들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고등

학교를 책임지고, 시 당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을 관리한다. 

그렇다고 탈중앙화와 민주적 참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지역 

소수 민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불공

평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하지만 엄청난 실수

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자

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부여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자금 조달의 자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지역정부나 중앙

정부 또는 민간 자선가에게서 오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풀린다면 지역사회는 사업의 싹을 틔

울 수 있다.

지역사회가 부활하면 지역사회의 자산은 더욱 가

치가 높아진다. 그 소유권을 지역사회가 계속 유

지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1990년대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이 민간 개발을 

위해 땅을 팔고 그 수익금을 지하철 노선 구축에 썼

다. 이는 새 지하철역이 들어선 땅의 가치를 높였

고, 인근 지역으로도 그 가치가 확산했다.

사회기반시설: 다시 생각하고 새로 꾸미자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여기엔 도심의 개조, 접근 가능한 물가, 새로

운 공원이나 산책로, 향상된 디지털 연결 환경 등

이 포함된다.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단순히 바꾸기

만 하면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진다. 

2018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북부에 있는 카운

티 2곳의 중간지점에 사는 주민들은 73%가 버스정

류장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통근 거리가 

1시간 이내인 직장은 12%에 불과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지역 교통 시스템이 목적지와 상관없이 

승객들을 도시 중심부로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주거지역과 직장이 바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은 저소

득 근로자들이 더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다.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경제적 필수품 그 이상의 가치

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대두하고 있는 국가적 포

퓰리즘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가 희석될 수 있다는 

다수의 공포감을 자극해 전통으로의 회귀와 이민

자에 대한 견제를 유발한다. 대안은 존재한다. 실

현 불가능한 국가적 동질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

역사회 자체의 문화를 장려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단일 문화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

람들은 다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두가 국가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단합해서 아무도 의도적으로 배

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회생에 성공한 지역사회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수

도 있다.

답을 찾기 위해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의 수도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력을 행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의 이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번역 강민경 기자

Turning Points 2020

지역사회의 번영을촉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참여, 권한 부여 
자금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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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하버드대 교수이자 사회생물학의 아버지

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O. 윌슨은 인간이 앞으로 

100년 동안 직면하게 될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정직하고 똑

똑하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러면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적 감정, 중세적 제도, 그리고 신과 같은 기술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윌슨 교수의 이 같은 관찰이 있는 이후 신과 같은 기

술의 힘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에 우리 뇌의 충

동은 고대 구석기 시대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인프라가 우리 

두뇌의 자연적인 능력을 압도해왔다는 것이 오늘

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술기업들에 가지는 불

만 사항들 중 하나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기술기

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추적하고 있

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너무 덩치가 크다는 식

의 우려를 듣는다.

우리가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해보

자. 이 새로운 이상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

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거대 기술기업들

이 우리의 온라인 활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금

지되며, 우리가 공유하기로 동의한 정보에만 접근

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소름 끼치는 광고를 덜 볼 수도 있고, 감시

받는 듯한 피해망상을 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와 관련된 그 골치 아픈 동향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좋아요’를 폭발적으로 받는 것 같은 사회적 인정 

획득에 대한 집착은 우리 관심 범위의 경계를 계속

해서 파괴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격분과 

분노에 찬 트윗에 이끌려 민주적인 토론을 ‘그가 뭐

라더라’ 혹은 ‘그녀가 뭐라더라’ 같은 천진난만한 

말로 대체할 것이다. 온라인상의 사회적 압력과 사

이버 폭력에 취약한 10대들은 여전히 정신 건강에 

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콘텐츠 알고리즘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는 극단

주의와 음모론에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추천 

영상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인간 편집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배양된 급진적인 콘텐츠는 계속

해서 대규모 총격 사건을 부추길 것이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SNS)는 이러한 방식으로 20

억 명의 두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 역사의 펜

을 쥐고 있다. 그것이 촉발한 힘은 사회 내의 분열을 

증가시키면서 미래의 선거와 심지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TECHNOLOGY

인간의 두뇌는 
기술의 적수가 못 된다

OUR 
BRAINS 
ARE 
NO 
MATCH 
FOR 
OUR 
TECH-
NOLOGY
터닝 포인트: 지난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FTC가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로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Written by TRISTAN HARRIS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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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탄 해리스는 인간적기술센터(CHT)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며, 팟캐스트 ‘Your Undivided Attention’의 공동 

사회자다.

그렇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는 실재하는 문제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생활 보호법이라도 우리의 구석기 시대적 정서

가 기술의 유혹에 저항할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페이스앱이라는 앱은 단순히 허영심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최근 1억 5,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름과 얼굴 이미지를 넘기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앱은 미래의 얼굴 모습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매우 정확한 인물 사진을 만들어줬다. 앱 소유자

는 (그리고 1억 5,000만 명의 이름과 얼굴을 확보

한 이는) 누구일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한 러시아 기업이었다. 단지 허영심 때문에 사

람들이 기꺼이 자기 얼굴 스캔을 넘겨주는 마당에 

선거를 해킹하거나 유권자 정보를 굳이 훔칠 필요

가 뭐가 있겠는가?

구석기 시대적 본능으로는 기술의 재능에 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

태롭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집단행동

을 취하는 우리의 능력도 손상한다.

우리의 구석기 시대의 뇌는 세계의 고통에 대해 

전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는 세계의 모든 고통과 잔

인함을 종합해서 우리의 머리를 일종의 학습된 무

력감 속으로 끌고 간다. 우리와 비슷한 감각을 가

진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채 거의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는 기술은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의 구석기 시대의 뇌는 또한 진실 추구의 목

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

의 믿음에 도전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클릭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만을 더 많이 추천해주

는 대규모 기술기업들은 본질적으로 분열적이다. 

원자를 쪼갠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기술은 사회

를 다른 이념적 우주들로 갈라놨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은 우리의 두뇌의 능력을 넘

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불일치를 

이용해서 구축된 광고사업 모델이 ‘관심경제’를 만

들어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인간성의 

‘자유로운’ 하향 평준화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가 된다. 

20억의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 갇힌 가운데 관심

경제는 우리 사회를 생존에 부적응된 곳으로 바꾸

어 놓았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뇌와 기

술 사이의 불일치를 식별할 만큼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추

세를 뒤집을 힘이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느

냐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

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옛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거의 신적 수준인 우리의  

기술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모든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

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다.

첫째, 정책 입안자들은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특별 세금인 ‘질적저하세’를 만들 수 있다. 기술기

업들은 우리의 관심 범위를 축소하고 고갈시키면

서도 그들의 사업 모델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

싼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가들

은 언론과 공교육에 돈을 들이면서, 인간적 가치

에 특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창출과 사회

에 대한 서비스에도 돈을 쓰고 있다. 

둘째, 우리를 중독시키고 자기도취적 극단주의자

로 만들어 이익을 얻는 무료 SNS 플랫폼에 가입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대신에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기사들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에는 가입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

렇게 하면 이러한 플랫폼은 우리를 대신해 인류에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

신 미디어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들 인프라는 우리를 악의적인 바이럴 콘텐츠와 

‘딥페이크(deepfake)’, 즉 인공지능(AI)에 의해 조

작돼 진짜처럼 보이는 조작된 동영상과 같은 기술

이 만들어낸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은 우리의 두뇌

를 능가하려는 기술의 경쟁이 만들어내는 위협에 

대해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언론 매체들은 

이들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떠한 대통

령도 ‘관심경제’를 다루지 않고는 선거 공약을 효

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 

인간적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

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오한 영적인 순간이다. 우

리는 자기 인식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능력, 이성

적인 토론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강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취약성,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던 우리 자

신의 부분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기술과 평화

로운 관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과 평

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번역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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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파괴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빅터 모리야마 | 뉴욕타임스

2019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화재로 인해 파괴돼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8월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산불이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의 화재는 거의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종종 열대우림과 인접한 농지를 

다음번 농사를 위해 개간하려는 농민들이 불을 놓는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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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 PHOTOS
사진으로 돌아본 2019년: 세계 

전 세계 10대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책 요구 시위
엘리자베스 우베 | 뉴욕타임스

3월 15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수업을 빼먹고 거리로 나갔다. 한국, 인도, 뉴질랜드, 미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된 이 시위는 소셜미디어(SNS)로 조직됐다. 베를린의 경우 

경찰은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번 시위는 16세의 

스웨덴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밖에서 연좌 농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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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폴란드 마을
카시아 스트렉 | 뉴욕타임스

272명의 주민이 사는 폴란드의 

한 마을인 미에체 오드잔스키에서는 

지난 약 10년 동안 남자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 마을이 청년 자원봉사 

소방관 경연대회에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팀을 파견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에체 오드잔스키에서는 마지막 

남자아이가 태어난 이후 12명의 

여자아이가 연달아 출생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은 이러한 현상을 

아주 드문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새 국왕 즉위 
조지 실바 | 로이터

5월 4일 태국에서는 

마하 와찌랄롱꼰 

버딘드라데바야와랑꾼 

왕세자가 사흘간 열린 

대관식에서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했다. 

부친인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대관식이 있은 지 약 

70년 만에 열린 대관식이다. 

2016년 분열이 극심한 이 

나라에서 단합된 사랑을 

받던 아둔야뎃 전 국왕이 

서거한 후 새 국왕의 즉위를 

미룬 채 2년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 

와찌랄롱꼰 왕은 20세가 

된 1972년 왕세자로 

임명됐다. 많은 태국인에게 

짜끄리 왕조의 10대 군주인 

그의 대관식은 처음 보는 

행사였다.

PHOTO IN 2019 WORLD 28Turning Points 2020

026-037 The Year in Photos(��)-ok.indd   28 19. 12. 23.   �� 9:32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4월 21일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는 교회와 호텔에서 8건의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다쳤다. 첫 번째 자살 폭탄 테러는 예배 중이던 

기독교 교회에서 발생했고, 이어서 호텔 쪽에서 더 많은 폭발이 잇따랐다. 

희생자는 대부분 스리랑카인이었고, 외국인도 수십 명 있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수도 콜롬보의 넓은 지역을 폐쇄하고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용의자들을 수색했다. 

이슬람국가(IS)는 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스리랑카에서 10년 전 내전이 종식된 이후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애덤 딘 | 뉴욕타임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지은 학교
야가지 | 뉴욕타임스

7월 29일 유니세프(UNICEF)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재활용 플라스틱 벽돌공장을 

착공했다. 유니세프는 콜롬비아 

기업인 ‘콘셉토스 플라스티코스’와 

공동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전국에 있는 새 교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벽돌을 제작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현재 한 반에 

90명이 들어가 수업하는 

콩나물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니세프의 목표는 다음 몇 년 

동안 2만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 약 500개의 교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염 지역인 

아비장에 사는 여성들이 수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한다. 

이 지역은 부실한 쓰레기 관리로 

인해 말라리아, 설사, 폐렴 등이 

창궐하고 있다.

29 Turning Points 2020

026-037 The Year in Photos(��)-ok.indd   29 19. 12. 23.   �� 9:32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PHOTO IN 2019 WORLD 30Turning Points 2020

026-037 The Year in Photos(��)-ok.indd   30 19. 12. 23.   �� 9:32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람 익 페이 | 뉴욕타임스

6월 홍콩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본토로 범죄인 송환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시위는 거의 매일 이어졌고, 때때로 도로를 

메우고 교통의 흐름을 막기도 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범죄인 송환이 

허용될 경우 중국 당국이 이 법을 이용해 

홍콩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 노인들, 

그리고 일가족이 대부분 지도자도 없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전개된 이 시위행진에 

동참했다. 이 시위는 점차 세력을 얻으며 

중국의 홍콩 지배에 반대하는 보다 폭넓은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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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이주민들을 묘사한 
‘미지의 천사상’
빈센조 핀토 | 풀 | 로이터

9월 29일 제105회 세계 이주민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聖) 베드로 광장에서 실향민들을 위한 

조형물을 공개했다. ‘미지의 천사상’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역사 전반에 걸친 이주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념물의 제막은 특히 시리아의 분쟁에 이어 

서구사회에서 이주민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주민 정책 개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개국의 굴뚝 청소부들이 매년 열리는 국제 굴뚝 청소부 축제를 위해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마조레에 모였다. 산타마리아 마조레는 오래전부터 굴뚝 청소업자들의 

요람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은 굴뚝 청소부들이 제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며 검게 그을린 손으로 성인들을 포옹하는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연례 국제 굴뚝 청소부 축제
엘리자베타 자볼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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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호주의 대형 들불
사이드 칸 | AFP(출처: 게티 이미지) 

11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뭄 취약 지역에서 대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수십 마리의 

코알라가 구조돼 화상과 탈수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토지 200만 에이커를 태우고, 수백 채의 가옥을 파괴했으며, 

최소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알라는 화재가 나면 

다른 동물들처럼 도망치는 대신,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습성을 갖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최소 70명이 숨진 
방글라데시 대화재
모함마드 폰니르 호사인 | 로이터

2월 20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발생한 폭발성 

화재로 인해 최소 70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는 압축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에서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은 문제의 이 차가 

상점가를 지나던 도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여러 상점으로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수백 명의 화재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부실한 건축 

규제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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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교회 창설
무라드 세제르 | 로이터

1월 5일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스탄불 성(聖) 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열린 리뚜르기아(예배)에서 교회의 분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교회의 자치권을 승인하는 ‘토모스’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를 

공식 탈퇴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양국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으며 러시아 정부와 종교계 지도자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8년 자치 교회 설립을 결정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루스 프렘슨 | 뉴욕타임스

3월 10일 케냐로 향하는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를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는 이륙 후 조난 신호를 

보냈고 볼레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몇 분 뒤 관제탑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에티오피아 비쇼푸트 마을 인근 지상으로 추락했다. 

사고기는 최소 35개국에서 온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몇 개월 전 자바해에서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과 같은 기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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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폭우에 따른 
인도의 양파 농사 위기
아툴 로케 | 뉴욕타임스

인도에서는 가뭄에 이은  폭우로 인해 

여름 양파 작물이 피해를 보아 공급이 

줄고 전국적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폭등했다. 인도 음식에 필수로 

들어가는 양파의 소매가격은 2019년 

9월 말 kg당 최소 70루피를 기록했는데, 

이는 몇 달 전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은 

가격이다. 9월 29일 인도 정부는 양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양파 

수출을 금지했고, 거래자들에게는 

재고 한도를 부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재선 운동 중 

농장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비난도 촉발했다.

35 Turning Points 2020

1월 15일 총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괴한들이 나이로비의 한 고급 호텔과 사무실 밀집 단지에 난입해 

19시간 동안 공격을 펼쳐, 이 과정에서 21명이 사망했다. 소말리아에 본부를 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인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텔 습격은 앞서 알샤바브가 케냐에서 일으킨 일련의 테러에 이은 것이다. 병사들이 100명 이상 

숨진 소말리아 내 케냐군 기지 공격 이후 정확히 3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알샤바브의 케냐 호텔 공격
바즈 라트너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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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승리한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노엘 웨스트 | 뉴욕타임스

2월 24일 사회자 없이 진행된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역대 가장 다양한 수상자가 탄생했다. 

연기 부문에서는 4명의 수상자 중 

3명이 유색인종이었다. 레지나 킹은 

『이프 빌 스트리트 토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마허샬라 알리는 『그린북』으로 

남우조연상을, 라미 말렉은 

『보헤미안 랩소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블랙 팬서』의 루스 E. 카터와 

한나 비츨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의상상과 

미술상을 각각 받았다. 

스파이크 리는 『블랙클랜스맨』으로 

각색상을 받았다. 작품상은 『그린북』에 

돌아갔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6월 30일 뉴욕시는 세계 최대의 성 소수자(LGBTQ) 모임 중 하나인 연례 월드프라이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도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바인 스톤월 여관에서 월드프라이드 50주년을 기념했다. 

1969년 스톤월에서는 경찰의 현장 급습 사건이 발생해 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촉발했다. 수천 명이 한 달간의 축제와 성찰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성 소수자(LGBTQ) 모임

칼라 케슬러 | 뉴욕타임스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
코 사사키 | 뉴욕타임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풍 하기비스가 

강풍과 도쿄 지역과 일본 북동부를 강타해 

가옥들이 침수되고 최소 84명이 사망했다. 

일부 지역의 강우량은 890mm 이상에 

달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주민은 대피해야 했다. 시속 161km의 

강풍으로 인해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또한 약 2만 7,000명의 구조대원이 배치돼 

홍수 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구조 작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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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를 축출하러 거리로 나선 
푸에르토리코 시민들
빅터 J. 블루 | 뉴욕타임스

7월 13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리카르도 A. 

로세요 주지사와 그 각료들 사이에 

주고받은 수백 쪽에 달하는 정신 나간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은 즉각 거리로 

뛰쳐나와 로세요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 섬의 광범위한 정치적 부패와 취약한 

경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7월 22일 수십만 명이 산후안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로세요 주지사는 7월 24일 사임했고, 

푸에르토리코 사상 두 번째 여성 주지사인 

완다 바스케스는 8월 7일 취임 선서를 했다. 

 번역 김정한 기자

5월 17일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국회의사당 

밖에 모인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 소식에 환호했다. 아시아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선도하는 대만에서는 매년 동성애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퍼레이드가 열려 수천 명의 

참가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동성애자 권리 개선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은 수십 년 동안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타이론 시유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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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민경석 기자

6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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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한일 갈등
이승배 기자(상) | 민경석 기자(하)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목록) 국가 배제 관련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방문 거부’를 의미하는 ‘노재팬(No Japan)’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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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유승관 기자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살처분이 유일한 대책이다. 

1월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2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2돌을 맞은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다. 
제32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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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는 내리고
허경 기자

9월 10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버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주행하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황기선 기자

7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테크니컬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 축구 U-20 
월드컵 아쉬운 준우승
박정호 기자

6월 11일 우리나라 U-20 

대표팀이 폴란드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16일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아깝게 

패했지만, 값진 준우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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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이재명 기자

11월 18일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구윤성 기자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이틀째 강변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전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 선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26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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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 ‘미탁’에 
집 잃은 제주말들

오현지 기자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몰고 온 

돌풍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신천목장의 

마사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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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마을에서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일대를 휩쓸고 간 화마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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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
성동훈 기자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 법안 제출을 위해 

공사용 망치를 들고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엇갈린 여론
박세연 기자

9월 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가족 펀드 운용과 

자녀 대학입시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10월 14일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소위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진영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5월 25일 제72회 칸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7일 봉준호 감독과 주연배우 송강호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트로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영화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박세연 기자(좌) | 이재명 기자(우)

PHOTO IN 2019 KOREA 44Turning Points 2020

038-047 The Year in Photos(��)-ok.indd   44 19. 12. 23.   �� 1:4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영면 
허경 기자

2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에서 노란 나비 사이로 

김 할머니의 영정이 보인다. 김 할머니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는 인권운동을 펼치다 1월 28일 별세했다.

긴장이 흐르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
이광호 기자

8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악수한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이낙연-아베 한일관계 개선 공감대
유승관 기자

10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났다. 두 사람은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지속적 대화 필요성 공감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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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피트니스연맹(WFF) 유니버스 코리아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키니 모델 프로 부문 참가 선수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5월 11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제8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도 열려 참가한 소방관들이 멋진 근육을 뽐냈다. 

인체는 아름다워라
오대일 기자(상) | 이광호 기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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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 혐의도 받았다. 앞서 3월에는 

가수 정준영(왼쪽)이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는 

불법 도박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끊이지 않는 연예계 비리
박정호 기자(상) | 민경석 기자(하)

BTS 러브유어셀프 
월드 투어 
마지막 공연
유승관 기자

10월 29일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서울 파이널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월드 투어 마지막 날 관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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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의 국경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OUTDATED
BORDERS 
ARE 
STRANGLING 
LIBERAL 
DEMOCRACY
터닝 포인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함께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모두 
농업, 식품 생산, 제조업 등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Written by CARLES PUIGDEMONT

카를레 푸이데몬트는 2016~2017년 카탈루냐 제130대 수반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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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은 극에 달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멕시코

와의 국경에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건

설하려 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인도와 파키스

탄의 수십 년간 해묵은 갈등도 다시 불붙었다. 또

한 브렉시트 위협도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갈등들이 폭발하고 격화하고 있지만, 중요

한 것은 분쟁이 있는 많은 국경이 처음부터 공정

하거나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

들은 포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식민지주의, 조약, 혹은 왕실 간의 

결혼에 따른 산물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인 하비에르 살라이 마틴 미

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2018년 한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에게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인 법과 선거를 통해 

직접 통치하지만, 국경은 식민지 시대의 조약이나 

오랜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 그들

은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경을 줄여야 한다

는 뜻은 아니다. 국경을 줄이면 스페인과 프랑스

를 합쳐 파리를 수도로 삼을 수도 있고, 프랑스와 

독일을 합쳐 베를린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지 않

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재정과 인적 자원

들이 수도에 집중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더욱 중앙

집권화하고 빈곤과 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브렉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서유럽국가 중 가장 중앙집권화한 국가 중 한 곳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서도 수도인 마드리드에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면

서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노령화한 많은 지방에서

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은 2017년 정치, 역사, 경제 등의 이

유로 스페인에서 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

Turning Points 2020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유주의에 반하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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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지역

의 어떠한 독립 시도도 거부했고, 스페인 헌법재

판소도 주민투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스

페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주민투표에 참여하려

는 이들을 강경 진압했다. 이후 사회 지도자들과 

일부 카탈루냐 정부 관계자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2년 동안 수감됐고, 4명은 망명했다. 수감자 중 

9명은 2019년 10월 선동죄로 징역 9~13년형을 선

고받았다. 

나는 스페인 정치인들이 국가의 통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EU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국가 통

합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페인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터키와 중국 등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 정치인을 처

형한 것이 스페인의 선례를 따른 것뿐이라며 정당

화했다. 중국도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경

찰의 탄압이 카탈루냐 지방에서 스페인 경찰들의 

강제 진압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경 분쟁이나 독립 

시도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전 세계 영토 문제를 

격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소

수 민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카탈루냐 지역의 2017년 주민투표는 우리 현대 사

회에서 국경의 중요성과 작은 지방 및 자치지역

의 주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통제하려

는 욕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민주주의와 분권화

를 위해 우리의 국경을 유지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정한 국경으로 인해 소외됐던 

이들도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인구가 770만 명인 덴마크와 같은 작은 국가는 더 

큰 이웃 국가에 병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효과적

인 통치를 할 수 있다.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

도 EU하에서 독립국 지위를 갖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보다 평화 유지와 교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의존할 내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웃 국가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조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것

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민주적인 10개국 중 

적어도 절반은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이다. 이들 

국가는 인권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영토 통제

보다는 국민의 삶 향상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카탈루냐 지역과 같은 곳이 안전하면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1980년과 1995

년 퀘벡주의 독립 주민투표를 허가했다. 영국도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주민투표 시행을 승인

했다. 이들 사례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 세계 국가들이 영토 분쟁 해결 방안

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자료다. 

국경 분쟁을 겪는 주민들은 세계의 국경을 재정의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

택할 수 있다면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

해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

의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번역 이창규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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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행동을 촉발한 
스웨덴 출신 어린 기후활동가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그 어떠한 사진보다 

울림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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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항상 자연 세계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카

메라를 들기 전부터 나는 그 무엇보다 대자연의 

학생이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여름이면 현장 학

습을 통해 야생 생태계를 공부했다. 

케냐의 유제 동물(소나 말처럼 발굽이 있는 동물)

과 알래스카의 바다표범에 관해 공부하면서 자연

에 대한 오랜 매력을 키워왔다. 영화를 추구하면

서 환경과학 분야를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행

성 지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내 작업의 모든 측

면에서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영화감독으로서 정확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상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전달하는 시각 자료를 찾을 때면 종종 냉소의 대

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무

시무시한 환경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죽

어가는 우리의 세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시각 자

료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 처음 환경 시

위를 벌이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보자마

자 알게 됐다. 15세 소녀인 툰베리는 학교를 나서 

스웨덴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여기에는 희

망, 헌신,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행동을 촉

구할 수 있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나는 반드시 봐

야 했다.

시각 언어의 사용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보편

적이고 일정하게 나타난다.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

모티콘으로까지 발전했지만, 의도 자체는 그대로

다.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한다. 어떤 이미지들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것들

은 더 깊고, 더 밝으며, 무언가를 연결한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멈추거나 바꿀 수도 있다.

때때로 이미지는 일종의 역사적 속기가 된다. 이

것이 1963년 11월을 아브라함 자프루더의 8mm 

필름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다. 

이 필름의 악명 높은 ‘프레임 313호’의 흐릿한 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

DARREN ARONOFSKY:
GRETA THUNBERG IS 

THE ICON 
THE PLANET 

DESPERATELY NEEDS

터닝 포인트: 
기후활동가인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여행을 위해 
친환경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 2019년 8월 28일 
뉴욕에 도착했다.

Written by DARREN ARONOF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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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진심을 말하는 
툰베리의 시위는 

간단하다는 점에서 완전했고, 
꾸미지 않았다는 점에서 

빛이 난다.

틸 컷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순간이 소

름 끼치는 핏빛 얼룩이 진 초록색과 함께 담겨 있

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의 모든 트라우마가 네이팜탄 공격을 

받은 직후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연기 앞에서 괴로

워하며 울부짖는 벌거벗은 맨발의 어린 베트남 소

녀를 찍은 1972년 6월 사진에 요약돼 담겨 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또한,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쌍둥

이 빌딩의 표면에 비친 한 남성의 사진이 2001년 9

월 11일의 공포를 상징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다.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그 강력한 이미

지들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는 무언가를 보여주

는 경향이 있다. 그 생생하고 거친 이미지들은 희

뿌연 안개를 얇게 저며내 우리 고유의 역사를 무

시할 수 없게 만든다.

나는 미래 세대가 툰베리의 사진들을 보게 될 것

을 확신한다. 그녀는 사진에서 노란색 우비를 입

고, 차분하지만 반항적인 모습으로 대답하기를 거

부한다. 사진은 문화적 변동기의 초기 모습을 보

여준다. 툰베리가 기후 위기의 아이콘이 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니, 이미 아이콘이 됐

는지도 모른다.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의 첫 번째 시위

에서 스웨덴 의회 밖에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웠

다. 그녀는 한 손에 팸플릿을 쥔 채로 우리의 수동

적인 모습이 미칠 결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촉

구했다. 많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녀

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명료함에 매료됐다.

나는 툰베리의 시위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외로운 

운동에서 세계적인 청년 운동으로 변모하고 그녀

의 메시지가 형태를 갖추고 설득력을 얻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에 대한 변명이 되는 작은 것들을 모두 거부

했다. 특히 2019년 8월에는 미국 여행을 앞두고 탄

소 중립 경주용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 방식에 도전했다.

툰베리는 우리 대부분이 현실을 회피하고 자신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불운하게 살아가게 될 

이 행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을 선택했고, 그

렇게 함으로써 청년 운동의 얼굴과 미래가 됐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난 9월 

말 일주일 동안 거리로 나와 글로벌 기후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녀의 요구에 동참했을 때, 그 모습

은 장관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강렬한 젊은 운동가의 모습을 앞

으로 계속 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런 모습은 

이미 여러 번 보였다. 툰베리가 9월 23일 유엔 기

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한 사진, 그

다음 주 몬트리올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이끈 

사진, 10월에 스탠딩 록에서 원주민 활동가들과 

악수를 하는 사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툰베리 자

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시각 언어가 의사소통과 상호 연결

의 궁극적인 도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다큐멘터리들과 무

수한 사진을 봤다. 녹는 빙하, 기름에 젖은 아기 

물개, 해변으로 밀려온 고래들까지 말이다. 하지

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론이 아닌 대화를 

끌어냈다. 기후변화를 인간적이고 형태를 갖춘 긴

급한 문제로 만들었다. 그녀의 시위는 간단하다는 

점에서 완전했고, 꾸미지 않았다는 점에서 빛이 

난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한, 처음으로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생각

이 든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면 툰베리와 지구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녀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범죄와도 같

을 것이다. 그녀 뒤에서 행동하지 않고 단지 지지

만 보내는 것은 낭비나 다름없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보고서가 많다. 그것들을 읽지 

않는 것은 고의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

에게 투표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나는 많은 사

람이 그 과제의 거대함에 마비되거나 문제를 직접 

보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편안하거나 분명할지는 의문이다. 문제를 개

선하지 않는다면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인물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직 도를 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다. 우리는 약자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함께 싸우

는 바로 그 인간의 본능에 여전히 의지할 수 있다. 

꺼질 것 같지만, 희망은 아직 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유

일한 방법은 불가피한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문제

를 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다지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절망적인 시간도 

아닐 것이다.  번역 이원준 기자

Turning Points 2020

대런 애러노프스키는 영화 『블랙 스완』과 『더 레슬러』의 

감독으로, 프로토조아 픽처스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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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뉴욕타임스(NYT)가 개최한 ‘뉴 워크 

서밋(The New Work Summit)’에 참여한 경제

계 리더들이 기술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서 혁

신의 속도를 높일 때 동반하는 기회와 위험을 평가

하는 이 콘퍼런스에서 ‘기술업계가 AI에 대한 신뢰

를 심어주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

엇일까?’에 대한 리더들의 대답이다. 

 

* * *

애슈턴 B. 카터 _ Ashton B. Carter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국제문제연구소(BCSIA) 소장, 

제25대 미국 국방부 장관

2013년 미국 국방부에서 차관으로 있을 당시 나

는 군대에서 사용 중이던 자동화 무기에 대한 정

책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지침을 전쟁터까

지 적용했는데, 거기에는 AI의 도움을 받아 살상

용 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에는 인간이 반드시 관

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용등급, 징역형 부과, 사생활 등과 같은 사안에서 

AI를 상업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윤리의 나침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감에는 투명성이 요구된다. 평생 기술 개발에 

종사해온 나는 책임감을 위한 투명성은 반드시 

AI 알고리즘의 기술 설계에서 필수 요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나 엘 칼리오우비 _Rana el Kaliouby
어펙티바 공동 창업자 겸 CEO

오늘날 AI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 물론 AI

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는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기술과 상호작용을 할 

특별 대담: 
인공지능(AI) 어젠다에 대한 경제계 리더들의 혜안

CHARTING A COURSE: 
BUSINESS 

LEADERS SET 
THE A.I. AGENDA

전 세계의 전도유망한 경제계 리더 18인이 
직업의 신뢰성, 재교육, 미래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다채로운 계획을 밝힌다.
THE NEW YORK TIMES

애슈턴 B. 카터 Ashton B. 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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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의 감정의 모든 뉘앙스와 풍부함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라져버린다. 이는 신뢰와 소통을 구축

할 때 큰 장벽이 된다. 인간과 AI 사이에는 물론 타

인과의 사이에서도 말이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

는 것들을 앗아가는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까? AI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와 진정으

로 연관돼 있어야 한다. AI가 사회에서 새로운 역

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우리와 

AI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관계가 더 깊어

지고 더 개인적인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는 쌍방향이다. AI 역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동료가 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기술을 윤리적으로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AI가 인간의 핵심적 특징인 감정

과 표현을 이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니카 라스주크 _Danika Laszuk
베타웍스 캠프 제너럴 매니저

기술업계는 스스로 만든 기술 윤리를 한층 더 진

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AI와 5G 

기술의 성장은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체 

산업들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웹 기술은 더 민주적이고 더 안전한 인터

넷을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책임도 더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최근 합성배지

와 증강현실(AR) 도구의 부상은 흥미진진하면서

도 한발 물러서 관조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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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로 창조된 인스타그램의 모델인 릴 미켈라, 포트

나이트의 소비 세계, 알렉사처럼 인간이 아닌 도구

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일반화를 통해 

합성현실(SR)이 탄생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경험은 지능형 기계(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되고, 증강되고, 도전받는다.

트리스탄 해리스 _Tristan Harris
인간적기술센터(CHT) 공동 설립자 겸 사무총장

AI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사업 모델을 이해 당사자의 생태계에 맞춰 

조정하고, 위험과 위해 가능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술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을 믿는 테크노 유토피안(Techno-Utopian)

들은 흔히 자애로운 AI가 실험실에서 신비롭게 불

쑥 튀어나와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상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들은 문제를 만든 회사의 비

즈니스 모델이 부정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어떻게 

위축되는지는 무시한다. 만약 페이스북이 지난 1

년 동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

는 잘못 조정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야기된 피해

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도브 세이드먼 _Dov Seidman
LRN 창업자 겸 CEO

기업이 벌이는 사업은 이제 단순하지 않다. 기업의 

사업은 이제 사회다. 세계는 융합됐고, 우리는 중

립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이 무엇을 가능

하게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소프트웨어보

다 한 차원 높은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우

리의 가장 심오한 공유 가치가 이끄는 리더십을 통

해 윤리의식을 장착하는 ‘모럴웨어(moralware)’를 

확장하고 기술이 공언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일, 삶의 풍요로움을 강

화하는 일,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일,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일 등이 그러한 공언

에 포함된다. 이는 ‘사용자’와 ‘클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에 걸맞고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을 말이다.

딥 니샤르 _ Deep Nishar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선임 경영 파트너

AI 시스템은 인류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한다. 즉, 우리 인간이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줘야 한다. AI 시스템

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친환경 물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의사의 진료 결정을 돕고, 공장 생

산라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약물의 발견에

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의 전망은 두려움이 아

니라 낙관론이 돼야 마땅하다.

사라 멘커 _Sara Menker
그로 인텔리전스 창업자 겸 CEO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감이 있어야만 구축된다. 기

술업계는 한데 모여 지식재산권(IP)과 모델들이 학

습하고, 진화하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존

중하면서 동시에 투명성도 허용하는 틀을 만들어

야 한다. 투명성은 책임감을 갖추는 첫걸음이며, 책

임감은 특히 건강, 음식,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요

하다. AI가 변혁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메리디스 휘태커 _ Meredith Whittaker
AI 나우 인스티튜트 공동 창설자 겸 공동 사무총장

보이지 않고 검증도 안 되는 것을 신뢰하기는 어렵

다. AI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기

업의 기밀 사항 뒤에 숨어 있다.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가려진 백-엔드 프

로세스(사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되

는 과정)로 통합돼 있다. 고용자 결정, 보석금 수령

자 결정, 학교 배정 결정 등 AI 시스템은 사회적으

로 중요한 결정을 점점 더 많이 떠안게 된다. AI를 

포용하고 AI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대중에

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AI 기업들의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공개

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외

부 감사 및 시험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여기에 지

역사회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이 

사용할 경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

람들이 발언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러한 신뢰의 초석을 구축하려면 기술 커뮤니티의 

도브 세이드먼 Dov Seidman

딥 니샤르 Deep Nis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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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에

는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다. 규제의 필요성은 거의 

확실해질 것이다. 현재의 ‘출범·반복·이익’이라는 

산업 규범에 대한 주요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지

기 때문이다. 

아데나 프리드먼 _Adena Friedman
나스닥 대표 겸 CEO

속담에도 있듯이, 신뢰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

시장에서 겪은 경험은 투명성이 신뢰의 열쇠 중 하

나임을 입증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AI를 새로

운 역량을 나타내는 데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사

용된 입력 자료, 내부적 논리, 기계식 학습 도구의 

최종 산출물을 고객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유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신뢰

를 얻으려는 목적은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

정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이해

할 수 없는 새로운 마법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투

명성이 제공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이 인간

과 기계를 함께 활용하여 고객을 위한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된

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브리짓 반 크랠링겐 _Bridget van Kralingen
IBM 선임 부사장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 

기업, 교육자 간의 혁신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IBM은 채용 패러다임을 

바꿔 4년제 대학이 아닌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배

출되는 ‘새로운 기술자’를 수용하고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모든 직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실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기업과 전문가에게 변화를 위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리드 호프먼 _Reid Hoffman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겸 대표 회장, 그레이록 파트너스 파트너

AI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AI의 결과물

이 인류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

AI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라 멘커 Sara Menker 아데나 프리드먼 Adena Friedman

메리디스 휘태커 Meredith Whittaker(왼쪽) | 트리스탄 해리스 Tristan Harri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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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험성은 억제하기 때문이다. AI의 안전성에

는 알고리즘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이 포함될 

것이다. AI의 안전성에는 기계 학습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구성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해하

는 기술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AI의 안전성이 확보

되면 기계 작동의 매개변수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

다. 업계는 AI의 안전성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세

상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데이비드 림프_David Limp
아마존 다바이시스 앤 서비시스 선임 부사장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회의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는 일은 흔한 일이다. AI가 딱 그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는 낙관론자다.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 

복지, 평등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믿을 수 없을 정

도로 좋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AI를 적용

해서 고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AI

를 실용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추상적이거나 불길한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

고 긍정적인 힘으로 보게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

다. 업계는 함께 모여 이러한 알고리즘이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사생활을 고려해서 구축되며, 

고객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

한 표준과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존 도노반 _John Donovan
AT&T 커뮤니케이션스 CEO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갖춰야 한

다. 기술이 AT&T의 많은 업무를 재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 문제

를 다루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업

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의 27만 명의 직원에게 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구축했다. 

우리 직원들은 2016년 이후 약 500만 건의 기술 

변환 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2018년 우리는 회사 

내부의 후보자들로 기술단과 운영단의 관리직 중 

68%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AT&T 외부에서도 이

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우리의 성공을 공유하고, 공공 부문 및 민간 부

존 도노반 John Donovan 리드 호프먼 Reid Hoffman

로런스 H. 서머스 Lawrence H. Summers 신디 미 Cindy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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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모두 협력하며, 미래의 직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조언은 무엇일까?  

세바스찬 스런 _Sebastian Thrun
키티 호크 CEO

우리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기술은 기술업계가 

개발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찾

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다. 규제 당국, 

비정부기구(NGO), 노조,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수록,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더 좋

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AI나 여타 유형의 자동

화 기계들 때문에 직장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을 재

교육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제레미 킹 _Jeremy King
월마트 경영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내 대답은 간단하다. 지나치게 빨리 매니저(관리자)

가 되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경험

을 먼저 숙성시키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경력 초기에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위로 뛰어드는 

기술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

이 보유한 기술을 깊이 파고들 수 없었고, 어떤 경

우에는 심지어 관련 직무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

했다. 오늘날 훌륭한 리더란 기술을 갖춘 유능한 

리더를 말한다. 이러한 리더가 되려면 시간과 경험

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18살이고 오늘 고등학교

를 졸업한다면, 당신은 취업이 될 만한 사람이 되

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디 미 _Cindy Mi
VIPkid 창업자 겸 CEO

나는 오늘날의 학생들이 세계적인 사고방식과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양하기 바란다. 전 세계 사람

들과 연결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술을 통해 우리 

세계가 작아지고 있는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과 문

화에서 배울 기회가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이해해

야 한다. VIPKid에서는 아동들이 맞춤 학습과 이

러한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는 배려심을 풍부하게 

갖춘 교사들과 만날 때 세계 시민이 될 것이라고 믿

는다. 그러면 그들이 각자 속한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에반 스피겔  _Evan Spiegel
스냅 공동 창업자 겸 CEO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

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

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

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로런스 H. 서머스 _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 명예총장 겸 찰스 W. 엘리엇 유니버시티 교수, 

제27대 하버드대 총장 및 제71대 미국 재무부 장관 역임

21세기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조작하고, 이해하

고, 분석하고, 수집하고, 다듬는 능력이 개인과 조

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

다. 고교생들에게 삼각법만 가르치고 통계는 가르

치지 않는 것이나 물리학은 가르치면서 사회과학

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딩도 중요

하지만, 코딩을 하는 이유인 정보 처리를 이해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번역 김정한 기자

AI를 실용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추상적이거나 
불길한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보게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에반 스피겔 Evan Spiegel

세바스찬 스런 Sebastian Thrun

056-061 Charting a Course-ok.indd   61 19. 12. 23.   �� 9:38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62LIFETurning Points 2020

우리 모두의 성생활의 미래

THE 
FUTURE 

OF 
SEX 

LIVES 
IN

 ALL 
OF US

터닝 포인트: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섹스 로봇 하모니가 
2019년 시판됐다. 

Written by SAYAKA MU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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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종 섹스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한

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게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향수가 

강하게 느껴지는 세상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일본어로는 삐죽삐죽한 가

타카나 문자로 적히고, 종종 이성 간의 성교를 나

타내는) ‘섹스(sex)’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까지는 

나의 세계에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나

는 나 자신의 몸에 놀랐다. 

3살 때 내 몸속을 더듬어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

떤 곳을 더듬어보니 내 안의 물이 탄산으로 변해서 

거품이 일더니 갑자기 내 몸 전체에서 증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깊은 영향

을 미쳤다. 나는 이 이상하고도 멋진 발견을 ‘에피

(eppi)’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귀엽고도 신비한 느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무라타 사야카는 소설가로 일본 최고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편의점 인간』의 저자다. 이 기사는 지니 

태플리 다케모리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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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65 The Future of Sex-ok.indd   63 19. 12. 23.   �� 9:39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64

낌이 들도록 꾸며낸 단어였다. 왠지 그 느낌에 어

울려 보이는 짜릿한 울림이 있는 단어였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만화 잡지에는 

독자의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글을 실어주는 칼럼

이 있었다. 나는 내 ‘에피’에 대한 글을 써야 할지 고

민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아직은 어른들에

게 내 몸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몸

에서만 시험해봤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 속에 존재

할지도 모르는)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몸속의 물이 탄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LIFE

가장 격렬한 꿈에서라도 누구도 겪지 못할 일일 것

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라면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이 놀라운 발

견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피부가 안팎으로 똑같고 한계도 없다고 

믿었다. 내 몸 안의 무한한 세계는 우주의 끝처럼 

신비스러웠다. 나는 모두가 함께 뛰어다니며 우리 

몸속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을 꿈꾸었다.

10살쯤 되었을 때, 나의 꿈은 무너졌다. 나는 우연

히 한 성인 잡지에서 독자들의 성적 경험을 실은 

칼럼을 읽었다. 같은 반 여학생이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한 어느 남학생의 글이었다. 이 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단 ‘에피’는 이미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

다. 또한 그 남학생이 묘사한 여중생은 믿을 수 없

을 정도로 감동적인 일을 한 것으로 존중받지 못했

다. 반대로 지저분하고 음탕한 전시 작품으로 취급

받았다. 나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여겨

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퍼졌다.

그 후 나는 세상으로부터 그 단어와 성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다. 내 안의 형체 없

는 보물을 찾는 모험은 끝장이 났다. 나는 내 피부

의 안팎이 똑같다고 믿는 것을 그만뒀다. 섹스의 

본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결정됐다고 느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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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건 섹스건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는 보

이지 않는 커다란 명령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품었던 나의 또 하나의 열성적인 꿈 역

시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나는 이야기 속에 사는 

허구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는 과학이 그 꿈을 실현할 것

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사람들이 만화영화 

속 남자 주인공들과 섹스를 하는 어떤 소녀에 대한 

포르노 영상을 조롱했던 것이 기억난다. 모두 그 

소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

라고 말했다. 단지 비참한 자위행위이며, 소름 끼

치고, 민망하고, 웃긴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명령은 계속 들렸다. 망상을 멈추고 살아 있는 사

람과 제대로 섹스하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순진한 

처녀처럼 행동하라!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음란한 

면을 보여주는 착한 여자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출산하라!

나의 사고 과정은 멈췄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쓰

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상한 도전을 계속했

다. 그들은 대지(大地)와 섹스를 했다. 또는 결코 

함께 섹스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 혹

은 궁극적으로는 섹스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그곳

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야카, 넌 어려. 그래서 이따위 글을 쓰는 거야. 

일단 네가 진정한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게 확실해. 넌 아직 어리고 아

무것도 몰라.” 두 일본 여자가 화를 내며 내게 말

했다. 모두 50대 후반이었다.

“끔찍하네. 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만약 

섹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

고 그래?” 이는 한 남자가 한 말이다.

“네가 이런 글을 쓰는 건 세상에 불만이 있어서야.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혹

시 어릴 때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묻기도 했다.

나는 그때 이해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면에서 두

려워한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기를 고집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 왔

던 보이지 않는 명령 뒤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처럼 생각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섹스’라는 말은 마치 때를 기다

렸다는 듯 감옥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것은 내게 뭔가를 상기시키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

기 시작했다. ‘에피’의 경우처럼 그것은 내 것이었

고 나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내 어릴 적 꿈이 이상한 방식으로 실현됐다

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때 꿈꿨던 신비로운 세

계에 이미 서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곳에 가 있었

지만, 가짜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에 정신

이 팔렸었다.

100년, 아니 1,000년 안에 사람들은 짝짓기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섹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세계

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몸을 탐구할지도 모

른다.

인간은 이상한 생명체이며, 우리는 미래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 내게는 그것

이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속의 

다른 세계를 넘어 피부 속 한계 없이 퍼지는 기이

한 기적을 계속 재발견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

는다.  번역 박혜연 기자

성(性)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을 
거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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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의 악습을 타파하라

KICKING THE INDUSTRIAL 
AGE’S WORST HABITS
터닝 포인트: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인간이 전 세계 생태계에 끼치는 해악 때문이다.
Written by ANDREW MCA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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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과 그 뒤를 이은 동력기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제 고맙게도 컴퓨터와 그 파생 제

품들은 그 변화를 되돌리고 있다.

내가 ‘고맙게도’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증기 동력으로 시작되고 내연기관, 전기, 여

타 기술로 지속한 산업화 시대가 지구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

기 위해 우리는 해마다 지구로부터 더 많은 화석 

연료를 가져갔다. 또한 더 많은 금속과 광물을 파

내고, 더 많은 나무를 베고, 더 많은 경작지를 없

앴으며, 더 많은 물과 비료를 사용하고, 이 밖에도  

온갖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구를 이용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번영이 확대됐지만, 천연자원의 소비도 마찬가

지였다.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에 많은 사람은 지

구가 이 모든 팽창을 견뎌낼 수 없다는 점을 명백

하게 깨달았다. 결국 지구의 유한한 수용력은 억

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간의 욕

구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다.

유일하고도 분명한 해결책은 이러한 욕구를 억제

하는 것이었다. (영구적이고 계속 심화하는 불황

을 승인한다는 의미인) ‘탈성장’ 철학을 자발적으

로 수용하거나 계획경제와 배급제도를 통해서 말

이다.

그렇다면 1970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까? 가스 배급 등 몇 가지 일시적인 규제를 제외하

면 대부분의 국가는 천연자원 소비 억제를 강요하

거나 지구를 위한 재화 생산 감축을 기업에 요구

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

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탈성장도 자발적

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1970년 이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세가 둔화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감

소하기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

제 성장과 인구 증가는 꽤 꾸준하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1970년에 비

해 3.5배 이상 성장했고, 같은 기간 인구 역시 약 

60% 증가했다.

그렇다면 천연자원 소비량도 틀림없이 기하급수

적인 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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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가 계속 성

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 자원의 총사

용량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그 규모가 놀라운 수준이다. 미

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은 

2000년에 비해 철강 소비량이 15% 줄었다. 구리는 

40%, 금도 44%나 줄었다. 목재의 총사용량은 고

점 대비 1/3이 감소했고, 종이 역시 20% 줄었다.

농업과 같은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동

일한 사실을 확인 수 있다. 미국 작물의 총생산량

은 1992년 이후 2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비료

의 전체 사용량은 약 20%, 관개용 물 사용량 역시 

13% 줄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성장이 지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전보다 약 20% 성장했지

만, 2018년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에 비

해 0.26% 늘어난 데 그쳤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성취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을 자원 

소비로부터 분리했을까? 해답은 디지털 혁명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철도에서의 자재 사용량이 감소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철도업계에서는 통

계상 화물을 수송하는 유개 화차의 5%만 약정된 

날 운행이 가능했다. 이는 나머지 95%가 쉬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개 화차의 차주가 자기 차

량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

천 킬로미터의 선로와 수백 개의 화물 조차장에서 

유개 화차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철도회사들은 유개 화차를 감시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운용했다. 이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철도회사의 유개 열차가 철도 본

부로 복귀하는 것이 보이면 이를 전화나 전보로 

알렸다. 이 같은 방법이 비록 노동집약적이긴 했

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치에는 맞는 것이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인력은 미국 전역의 

차량을 추적하는 디지털 도구들로 대체됐다. 오늘

날 철도회사들은 먼 곳에 가 있는 자사의 자산인 

유개 열차의 위치를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여타 부유한 국가에서도 대규

모의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는 여전히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기 때문에 물질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곧 ‘탈물

질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

리가 지구를 더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

주의와 기술 진보, 이 두 가지의 힘뿐인가? 절대

로 그렇지 않다.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

듯이 환경오염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다. 

부정적 외부 효과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그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과 시장은 많은 것들을 훌륭

하게 잘 해내지만, 자발적으로 환경오염과 여타 

외부 요소들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환경오염이 야기한 심각한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

식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는 대응력 있는 정부라는 별도의 한 쌍의 

힘이 필요하다. 가령 20세기 초 나그네비둘기가 

멸종한 후 여러 다른 종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미국의 자연보호 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973년 자본주의와 

기술로부터 취약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

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주의, 기술 진보, 대중의 의식, 문제에 즉각 

반응하는 정부 이 4가지를 나는 ‘낙관론의 네 기

수’라고 부른다. 이들 4개의 기수가 모두 함께 움

직일 때 우리 행성에 미치는 해로움을 증가시키

지 않고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들 4

개의 기수 덕분에 우리는 경제 성장에 동반해 지

구를 황폐화하는 산업화 시대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그 파생제품들을 통해 작동

하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2차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나머지 3개의 기수도 필요하지만, 

오로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적은 것

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점점 줄어드는 천연자

원의 세계를 더 잘 항해할 수 있다.  번역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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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맥아피는 디지털 경제 전문가이며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수석 연구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더 적게, 더 많이(More From Less: The Surprising Story of 

How We Learned to Prosper Using Fewer Resources - 

and What Happens Next)』를 출간했다.

Turning Points 2020

기계 시대는 우리의 행성 
지구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이를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그 파생제품들을 통해 
작동하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2차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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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 후안 도밍고 페론 장군의 우아한 부인으

로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페론 치하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양

극화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의식을 장악했다. 

2007~2015년 키르치네르 여사의 대통령 재임 기

간에도 이와 유사한 분열이 벌어졌다. 이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대화

를 지배하고 있다.

에비타 때문에 키르치네르라는 한 여성에게로 그

렇게 오랫동안 권력이 집중돼 있었던 것이거나 그

녀가 아르헨티나의 현재와 얽혀들게 된 것은 아니

2019년 10월 27일 승리가 선언되자, 부에노스아이

레스의 ‘아베니다 9 드 훌리오(7월 9일 대로)’에 위

치한 10층 높이의 거대한 에바 두아르테 드 페론의 

기념 초상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났다. 이러한 광

경은 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

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처음이었다.

‘페론주의자의 기적’이 일어났다. 페론주의를 표방

하는 당이 야당으로 활동하던 4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다시 키르치네르 여사를 정치적 여왕으로 추대했

다. 그녀와 연관된 부정부패 사건이 11건이 쌓였음

에도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오랜 정적이자 친구이

기도 했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부통령

이었다.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라는 오래된 

뮤지컬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에바 페론을 모델로 

한 것으로 팬들에게 알려진 노래다. 브로드웨이 히

트 뮤지컬 주인공인 에비타의 삶 이후 눈물, 드라

마, 아르헨티나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약 30년 전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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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 떠오른 새로운 에비타

A NEW EVITA 
RISES IN

ARGENTINA
터닝 포인트: 

2019년 10월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이 
페론주의자 정당의 재집권을 선택했다.

Written by POLA OLOIXA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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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점은 분명하고, 키르치네르 여사는 주저

하지 않고 그것을 보여줬다. 두 여성 다 남편과 함

께 지위가 오르기 전에 야심 차고 활기찬 퍼스트

레이디로 출발했다. 대통령이었던 네스토르 키르

치네르를 남편으로 둔 키르치네르 여사에게 정치

는 그녀를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모두가 형

성한, 강렬한 개인적 여정이었다.

에비타 페론을 권좌에 오르게 한 도구는 그녀가  

자기 이미지의 중심에 두었던 배우자로서의 헌신

이었다. 에비타는 자서전 『라 라존 데 미 비다(‘내 

생의 임무’라는 뜻)』에서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페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비타는 여성에게는 결혼이 신성한 것이며 남편

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여성의 

화신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권력

을 잡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키르치네르 여사

의 우월적 태도에 가득 차 있다. 선거 운동 기간 그

녀는 이혼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전 주지사 마

리아 유제니아 비달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비교하

면서 멸시했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올해 출간된 회고록 『신세라멘

테(‘진심으로’의 뜻)』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

령과 그의 부인(둘 다 이혼하고 재혼했음)은 자신

들이 만든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고 썼다. 그녀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마크리 대통령 부부와 비교했는데, 

키르치네르 부부는 2010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

최근 키르치네르 여사는 자신의 견해를 페미니즘

과 관련된 문제로 넓혔다. 거의 10년 동안의 대통

령 재임 기간 그녀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했다. 언

론에서 이른바 여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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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페론주의자이지 페미니

스트가 아니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했다.

2015년 풀뿌리 여성인권운동 ‘니우나 메노스(‘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뜻의 아르헨티나 페미니

스트 운동)’가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의 증가에 항

의해 대규모 가두시위를 시작할 때, 키르치네르 

여사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니우

나 메노스를 야당의 한 세력으로 봤다고 썼다. 그 

후 2018년 니우나 메노스와 미투 운동은 둘 다 글

로벌 차원의 대중의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는 듯했

다. 마크리 대통령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

한 전국적인 논쟁을 열었다. 이번에는 야당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매료된 듯 보이는 키르치네르 여사

가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아르헨티나의 권력의 역학관

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이른 죽음으로 신화까지 더해진 에비타가 탄압받

는 사람들의 옹호자로 존경받는다면, 키르치네르 

여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회복력 있는 미망인, 

즉 키르치네르의 죽음과 부패 혐의, 증가하는 반

역자들의 목록에도 살아남았다는 매력을 공들여 

만들어낸다. 사실 대통령 당선인인 페르난데스는 

2008년 키르치네르 여사의 내각 책임자였지만 자

리를 떠났으며, 카르치네르 여사 없이 새로운 페

론주의를 조직할 때에는 그녀의 적이 돼 있었다.

한동안 페르난데스는 키르치네르 여사의 다른 정

적들과 함께 정치 집회와 TV 쇼에서 그녀와 그녀

의 세력을 비하해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라 세뇨라(‘숙녀’라는 뜻으로 키르치네르 

여사를 뜻함)가 쥐고 있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

다. 그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의 저소득층 밀

집 지역을 지지의 중심에 두고 유권자의 35%를 장

악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길 수 없다면 키르치네

르 여사 쪽에 가담해야 했다. 결국 페르난데스는 

키르치네르 여사의 반지에 입을 맞추러 왔다.

에비타처럼 연극의 대가인 키르치네르 여사는 작

가로서 자신을 재창조했다. 그것은 그녀가 역사

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최근 

‘신세라멘테’ 북투어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그녀가 책에 서명하고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키르치네르 여사의 세계는 악의 힘과 선의 수호자

들 사이의 싸움으로 형성된다. 그녀가 보기에 자

신은 과도한 법률과 법정에서의 박해에 대항하는 

싸움에 갇혀 있다. 부패 수사와 싸우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에비타와는 다른 신화적 지위를 

지닌 전사이자 인민의 옹호자로 그리고 있다. 그

것은 키르치네르 여사를 위해서, 그녀를 계속 권

좌에 있도록 설계된 갈등이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권좌로 복귀하면서 많은 장애

물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긴

급한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는 남편을 페론주의 순교자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점에서 키르치네르 여사는 에

비타가 아니라 후안 페론의 선례를 따랐다. 

고인이 된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키르치

네르 여사가 (정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거의 

종교적인 인물로 바뀌었다. 페론 장군이 한때 자신

의 아내를 우상으로 변모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다. 

“잘 가, 네스토르. 이제 내가 통치할게”가 키르치

네르 여사의 인사법이다. 이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번역 권영미 기자

Turning Points 2020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페미니즘은 
다른 여성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

폴라 올로익사락은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야만적 이론들 

(Savage Theories)』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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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름다움의 개념을 파악하고

자 애쓰며 그것을 정의해보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 스스

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가진 존재가 됐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단지 아름다움을 생각

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날개를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된

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

슨은 라파엘의 『그리스도의 변모(The Transfiguration)』

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잔잔하고 온유한 아름다움이 

그림 전체를 빛내고 곧바로 심장으로 향한다”고 썼다. 미

국의 팝 가수 리조는 자신의 곡 『마이 스킨』에서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더 크다”고 노래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간절히 바란다. 비난하고, 

축하하고, 의문을 가지고, 부러워한다. 왜일까?

우리는 예술가, 과학자, 작가, 사상가들에게 이 간단한 질

문에 관한 답을 요구했다. 정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

움이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음은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다.

예술가, 과학자, 작가, 사상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깊이 생각해본다. 

아름다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THE BIG QUESTION: 

WHY IS 
BEAUTY 
IMPORTANT 
TO US?

THE BIG QUESTION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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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밀라 자밀 Jameela Jamil

배우, 아이웨이(I Weigh; 몸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운동 주창자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가 계층 구조를 만들어 사람

들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지난 세기에 걸쳐 특정한 개인과 기업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

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불가능한 이상을 미화하는 것은 식품산업과 미용

산업의 근간이다. 또한 그 때문에 사회의 기준을 충

족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끊임없

이 움직이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

다도 인종적 특징은 우리가 원해서 갖춰진 것이 아

니다. 이제는 모두 눈이 째져 보이게 하려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눈꼬리를 치켜 올리고 다닌다. 피부 표

백 치료가 있는가 하면 살을 태우는 태닝 크림도 존

재한다. 

이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미의 개념이란 전 세계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영구적인 집착이다.

 

이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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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미테마이어(왼쪽)·폴 니클렌
Cristina Mittermeier(left) & Paul Nicklen
환경보호 사진작가, 

해양자원 보호 단체 시레거시(SeaLegacy) 창립자

현대의 마케팅 수법들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이 

신체적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 수년 동안 환

경 보존 사진작가로 지구를 횡단하면서 얻은 지혜

의 혜택에 힘입어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

는지와 더 큰 관련성이 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보내고,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우리의 행동을 모형화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

들이 상호 간에, 그리고 우리 지구를 통해 더 나은 

일을 할 영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름다움은 최신 화장법이나 패션 트렌드와 무관

하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지구를 

보호하는 행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생물의 종, 풍경, 원천적 지식이 눈앞

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이 고향의 연약한 아름다움

을 세상에 일깨운다. 

우리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

명체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자원을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다.

잭 포즌 Zac Posen

패션 디자이너

나는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아름다움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보낸다. 내 평생의 일은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나는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이를테면, 나는 정원 가꾸기

를 좋아한다. 나를 경외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꽃의 

모양과 색깔을 좋아한다. 내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 가운 모양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에워싸기 위해 선택

한 물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나와 같은 열정을 가

진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에 다소 익숙하다. 이 

때문에 자연에 있거나, 시를 통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방식이든 아름다움에 관여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움과의 상호 작용이 단독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같은 감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비범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다른 세계

로 가는 비자를 한꺼번에 갖게 되는 것과 같다. 흥미로

운 점은 아름다움은 단점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을 뿐이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비범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아름다움은 
최신 화장법이나 
패션 트렌드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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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블랙번 Elizabeth Blackburn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

과학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우

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때때로 자연의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 발

견될 수 있다. 앵무조개 껍데기의 패턴, 활짝 핀 유칼

립투스 나무의 색상과 섬세한 모양, 매우 신비롭고 광

대한 시각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망원경으로 보이

는 소용돌이치는 은하계의 모습 등이 이에 속한다. 

분자, 세포, 유기체, 생태계의 세계 등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역학의 복잡성은 때때로 우리의 상

상력과 경이로움에 말을 건다.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단순한 사상

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혹은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

성이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 보였던 것 안에서 

패턴을 드러내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도 아름다움

이 존재한다. 심지어 단지 4개의 DNA 뉴클레오타

이드(nucleo tide)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무수한 생

명체의 기초가 되는 공유된 유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패턴이 돼 있다는 사실에도 아름다움과 우아

함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름다움은 때때로 
자연의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때가 
가장 살아 있는 때다. 

콘스탄스 우  Constance Wu

영화배우, TV 연기자

“섹스의 목적은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잘

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죠.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한 이성애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의 동성애 혐오증을 옹호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나는 잠시 말

문이 막혔다.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럼 오럴 섹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그러자 그가 재빨리 입을 닫았다.

생존이나 생산성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종 생산물’이 생의 목적인 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생물학적 함수로 전락시키려는 주장이 자주 들린다. 에너지나 상

상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동물들 대부

분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벌새가 꿀을 홀짝이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인지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예술, 음악, 시를 즐긴다. 새 모이통을 

만든다. 꽃을 심는다.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용하게 

돼 있지 않다면 그런 독특한 능력을 보유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인생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인 쿼크(quark: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본 입자)라는 단어조차도 원래 ‘아름다움(beauty)’과 

‘진실(truth)’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어떤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

리는 생물학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살아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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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이

고, 복잡하며, 고도로 개인적인 이상이다. 그것

은 평생 길잡이인 빛이 된다. 우리는 아름답다

고 생각하는 것을 갈망한다. 그 갈망은 쉽게 욕

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우리를 행동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 아름다움 속에는 열

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따라서 우

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충동이 된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생활에서는 종종 아름

다움을 육체적인 표현으로 다룬다. 하지만 아름

다움은 감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깊은 정신적 힘

도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아름다움은 무한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무엇

이 우리에게 가장 이치에 맞는지를 통해 그것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든다.

아주 많은 아름다움의 사례가 찬양과 존경을 

받으며, 인종·성·성적 취향·신조에 관계없이 

더 포괄적이고 더 다양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설

정된 시대에 사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

다. 개성은 아름답다. 선택은 아름답다. 자유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삶을 더 좋고, 더 

잘하고,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만드는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는 뮤즈(muse: 영감을 주는 요소)

다. 그 정의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단순히 더 많은 아름다

움일 것이다.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열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충동이 된다.

라자로 에르난데스(왼쪽)·잭 매콜로
Lazaro Hernandez(left) & Jack McCollough
명품업체 프로엔자슐러(Proenza Schouler) 공동 창업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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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여름날 해변에서 일몰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

리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사방으로 번진 오렌지빛 

색조가 수평선 위로 펼쳐질 때면 서서, 응시하고, 

침묵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태양은 어떤 색을 사용

할까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는 화가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과 연노란색으로 번갈아 물들이다가 마침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찬란한 흰

색을 발산할 것이다. 별안간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

분이 한껏 들뜨면서 작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우

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감정이 

충만한 세계로 이끌려간다.

소위 마법에 걸린 상태란,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의 

차이이며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차이다. 모든 

아름다움과 예술은 조화로움을 만들어 우리를 순

식간에 시간이 멈춰지는 그곳, 우리가 세상과 하나

가 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최고의 삶은 이런 것

을 제공해야 한다.

아름다움이라는 주문이 걸리면 우리는 원하는 것

이 더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풍부함이라는 대단히 

드문 상태를 경험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굳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정확히 말해서 사랑이다. 사랑이

란 결국 우리가 아는 가장 친밀한 감정이다. 누군가

와 혹은 어떤 것과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는 감정은 

단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 

없다면 아예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다.

우리는 일몰, 해변, 테니스, 예술 작품, 토스카나, 

로키산맥, 프랑스 남부 등과 같은 장소와 사랑에 빠

진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에 빠진다. 

단지 인품이나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더 

나은 자아와 항상 알고 있지만 소홀해지는 사람들

과 우리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되고 싶어 하는 사

람들과 함께 말이다.

 

사랑이란 결국 우리가 아는 
가장 친밀한 감정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마음과 영혼을 바꾼다.

안드레 애치먼 André Aciman

 소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파인드 미』의 작가

르쉬마 사자니 Reshma Saujani

여성 코딩 비영리 교육기관 ‘걸스 후 코드(Girls Who Code)’ 창업자 겸 CEO, 

『완벽하려 하지 말고 용감해져라(Brave, Not Perfect)』 집필 

아름다움은 우리를 경로에서 멈춰 세울 수 있다. 우리에

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 아름다움은 완전한 혼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완

전한 명확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최고의 아름다움

은 마음과 영혼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의 용기는 매우 아름답다. 이 모

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들은 

총기규제, 성폭력, 기후변화에 대한 열정적인 연설로 우

리를 눈물짓게 했다. 현재 상황에 도전했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나이는 많지만 반드시 더 현명하

지는 않은 세대들의 마음과 영혼에 변화를 줬다.

그레타 툰베리와 이스라 히시 같은 소녀들은 환경을 위

해 싸우고 있다. 걸스 후 코드 출신인 다이애나 크리스 

나바로 같은 젊은 여성들은 기술계에서의 직장 내 괴롭

힘에 대항하고 있다.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

인 로렌 호그와 흑인 인권운동가인 블랙 라이브즈 매터

를 이끄는 탄디웨 압둘라 같은 소녀들은 총기 폭력에 반

대한다. 

이들은 어리지만 현명한 소녀들이다. 이들은 관심이 있

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 군중의 카메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용기는 재정립된 용기다. 바로 그

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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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 누

가 주장하지 않겠는가? 해맞이, 눈 덮인 산, 폭

포, 야생화 등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

은 것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자격이 

있다.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달래주는 이 

장면들의 이미지는 모든 문명에서 가장 많이 재

현된 것 중 하나다.

물론 우리 인간들만 꽃에 끌리는 생물은 아니다. 

벌과 나비 역시 꽃들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벌과 나비에게 꽃이 필요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

해서다.

아름다움의 범주에서 반대쪽 끝에 있는 것은 파

충류였다. 파충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고질라, 검은 산호초의 괴물, 스타트렉의 

고른(Gorn) 등 공상과학 소설(SF)에서 파충류는 

수십 년 전부터 추악한 괴물들의 모델이 됐다.  

어떤 것에는 본능적으로 끌리고 또 다른 어떤 것

에는 혐오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땅을 달리는 우리의 포유류 조

상들이 파충류인 공룡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면 금세 잡아먹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봉업

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이 무해한 나비

가 침을 장착한 벌보다 더 아름답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혹은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

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평가에서 신체적인 위

해의 위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

험한 우주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름

다움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한 감각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

름다움이란 것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가 궁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은 기껏해야 5개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오감을 모두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더욱더 감동적이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
Neil deGrasse Tyson
미국 천체물리학자, 미국 자연사박물관 관장, 

헤이든 천문대 프레드릭 P. 로즈 관장, 『천체물리학자의 

편지(Letters From an Astrophysicist)』 집필

아름다움은 감정을 전달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힘은 물론 집합성까지 갖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다. 그것은 우리의 각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오감을 모두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더욱

더 감동적이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요리사로 일하면서 요리

를 통해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동안 아름다움을 

경험해왔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재료나 물체나 

생각이 아니라 부분의 합이라는 것을 레시피는 

보여줬다. 각각의 요리는 모양새, 맛, 온도, 냄새, 

일관성, 그리고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

만 그 모든 개별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가 진

정한 요리의 승리다.

2015년 우리 팀과 함께 밀라노에서 무료 급식

소인 ‘레페토리오 앰브로시아노(Refettorio 

Ambrosiano)’를 개점했을 때, 노숙자들에게 영

양을 공급하기 위한 임무에서 우리를 안내한 지

침은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는 예술가, 건축가, 디

자이너, 요리사들과 함께 따뜻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모든 사람에게 환대와 존엄성의 

제스처가 제공될 장소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한데 모았을 때 목격한 것은 공동체

를 건설하는 아름다움의 심오한 능력이었다. 환

영의 공간에서, 우리의 손님들은 자신이 되고 싶

은 사람을 상상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이 공간에서 아름다움

은 변신의 힘을 발휘했다.

‘영혼의 음식’을 의미하는 비영리 레스토랑인 레

페토리오 앰브로시아노를 방문할 때 가장 큰 인

상을 주는 것은 식탁도 의자도 벽에 매달린 그림

도 아니다. 낯선 두 사람이 빵을 찢는 즉흥성이 

아름다움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미소다. 그 순간의 

감정과 삶을 축복하며 방안을 채우는 힘이다.

마시모 보투라 Massimo Bottura

요리사, 비영리 식품 단체 ‘푸드 포 소울(Food for Soul)’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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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

잉태를 축복하는 노래와 함께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맨 처음 만나는 아름다움.

그다음 아름다움은 어머니의 목소리.

생명이 탄생하는 어머니의 주머니에선,

진동하는 피부 아래로 물결이 인다.

그다음 아름다운 건 아버지의 자상한 손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결을 느낀다.

그다음 아름다움은 어두운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흔들 목마를 비추고 소망을 듣는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운 게 정말 많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푸르디푸른 초록색보다 더 진한 초록색도

새벽녘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바람의 맛도,

아기의 입속에서 말없이 흐르는 옹알이도.

아기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도 받아먹는다.

다음의 아름다움은 

무사의 성지 아래 다급하게 심겨 있다.

그다음 아름다운 것은 아기 어머니가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한 쪽 찐 머리다.

그리고 불같은 그리움이 내면으로 파고들어 

아기가 여인이 됐을 때

몸에서 피어난 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마라.

그 이야기로 인해 아름다운 것에서 멀어지더라도,

삶의 시험에서 아름다움이 종종 

마음과 정신에서 멀어지더라도,

아름다움을 잊으면, 모든 것이 잔혹해지나니.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주변과 내부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우리가 행운목, 달, 그리고 

일출이 될 것을 깨닫는다.

이야기를 뒤로한 채 죽음도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심지어 뼈까지도 아름다워진다고,

시간은 말한다.  번역 김정한 기자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운 게 정말 많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조이 하조 Joy Harjo

미국 시인, 아메리카 인디언 최초의 계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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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지배적인 스포츠에서 여자한테 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냥 가장 

뛰어난 선수가 이겼다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도 작년 브리티시 GT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첫 

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물음을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 승리 이후 나타났던 엄청

난 반응은 그 같은 성취가 드문 일이라는 점을 분

명히 드러냈다.

몇몇 다른 경험들도 나한테 비슷한 영향을 줬다. 

나는 여태까지 2번 이상 ‘이 주의 드라이버’ 상을 받

았다. 이것이 축하할 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타이틀은 관습적 아마추어 용어인 

‘이 주의 젠틀맨 드라이버’의 최근 업데이트 버전이

라는 인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했다. 

브리티시 GT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받은 블랑

팡(Blancpain) 시계 또한 남성 중심의 유구한 역

사를 담고 있다. 어쨌든, 레이싱 경기용 시계를 말

할 때면 폴 뉴먼과 그의 ‘롤렉스 데이토나(Rolex 

Daytona)’ 말고 다른 무엇이 떠오르겠는가?

나는 여태까지 나 자신이 남성 드라이버와 크게 다

르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레이싱과 전 세

계의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 성 평등을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은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

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할지 말지의 문제는 언제

나 표면 바로 아래에서만 부글거렸다. 최근의 추

세는 스포츠에서의 평등권 요구를 광범위한 사회

적 평등권 운동과 결합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나의 브리티시 GT 우승은 일반적인 것을 넘는 예

외였다. 사회 전체에서 성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

지지 않는 한 스포츠 세계에서 이는 변하지 않을 

일이다.

남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또 다른 영역인 농장

에서 자라면서 나는 항상 남녀가 평등하다는 점

과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어린 여자아

이가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큰 트랙터로 건초 꾸러

미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묘한 표정을 

짓고 어리둥절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것이 

성가시지는 않았다.

심지어 어린 시절 막내 남동생과 놀 때도 우리의 

장난감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남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빌렸고, 남동생도 

내 것을 빌렸다. 또한, 대체로 우리는 함께 잘 어

울려 놀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상황은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 가져가는 토대가 된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성별이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배웠다. 만일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평등 이전에 사회 전체에서의 평등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는 나중에 표준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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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운동선수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포상하라

             DON’T SEGREGATE 
FEMALE ATHLETES. 
       CELEBRATE THEM.

터닝 포인트: 미국 여자 축구팀은 
올해 여름 여자 월드컵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거뒀다. 
또한, 이 승리로 인해 여성 스포츠에서 
남녀동등 임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Written by FLICK HA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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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내가 모터 스포츠를 시작

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을 품

지 않았던 이유다. 나는 그냥 모든 사람과 같은 이

유, 즉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또 한 명의 드

라이버였다. 나는 나를 크게 환영해주는 케이터햄

(Caterham) 레이싱 클럽에 합류했고, 이 팀은 나

를 최고 수준으로 존중해줬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서 이토록 개방적

이지는 않다. 포뮬러 원(Formula One) 그룹의 버

니 에클레스톤 전 최고경영자(CEO)는 포뮬러 원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견

해를 거리낌 없이 표현해왔다. 

다른 많은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

성 드라이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남성

한테 신체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편협하고, 성 차별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모터 스포츠는 힘이나 신체 사이즈가 아니라 체력

을 요구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할 이유가 전

혀 없다.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여성 리그를 따로 만들어 소위 말하는 ‘공평한 경

쟁의 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드

라이버와 더 많은 팬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신체 

특성상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여자아이나 여성들

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부족하게 하고 그들을 

북돋기 위한 인식도 부족하게 하는 더 큰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레이싱과 관련된 관계들을 피라미드로 간주해보

자. 엘리트 드라이버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아

이들과 열광적인 팬들이 맨 아랫부분을 구성할 것

Turning Points 2020

플릭 하이는 영국 카레이서로 브리티시 GT 챔피언십 프리미어 

클래스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다.

여성들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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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 영국의 16세 미만 인구 중에서 경주

용 자동차 운전면허인 카팅(karting)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의 92.8%는 남성이다. 

대중적이며 겉보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계인 

스포츠에서도 여성 참가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이 포뮬러 원에 진출할 확률이 희박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운이나 돈과 같이 필요

한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운 좋게도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 ‘트랙의 날’에 초대받은 적이 있

다.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나는 레이싱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하지만 20대 초, 내가 정말로 이 스포

츠에 입문했을 무렵 나는 내 주변의 다른 드라이

버들에 비해 매우 미숙한 상태였다.

학부모와 학교는 다른 스포츠, 음악, 춤을 위한 프

로그램에 후원하는 것처럼 카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레이싱 관리 기관과 단체들은 카팅을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

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정상에 있는 사람

들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는 

레이싱을 만들 엄청난 힘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스포

츠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 2018년 한 13세 소녀는 BBC와의 인터

뷰에서 자신이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

한테 레즈비언으로 불렸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

한테는 ‘남성 스포츠’로 간주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한테 성별을 이유로 동등한 기회를 빼앗아

서는 안 된다. 대신 무엇이건 간에 아이들이 흥미

를 키우고 그들이 발견한 것에서 영감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영국

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34.6%에서 약 37%

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챔피언십 우승 후 나는 

경기가 있는 주말이면 전보다 더 많은 부모와 그

들의 딸들이 내 사인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녀들은 더 많이 잠재적인 롤 모델을 알아야 더 

많이 롤 모델처럼 되고 싶다는 포부를 품게 될 것

이다. 여성이 아직 모터 스포츠에서 최고 수준으

로 레이싱을 펼치지 않고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트로피를 받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기록을 

깨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우리의 업적과 야망을 

반영해 전진해야 한다. 이는 단지 레이싱에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스포츠 단체들은 현

시대를 이해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여성 운동

선수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싸우고 있고, 우리

는 여기에 머물고 있다.  번역 김서연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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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인간이 변화의 시대를 살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속에서 옛것과 새것은 충돌했고, 선과 악은 서로 싸웠으며, 사회는 

분열과 통합을 거듭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2020년에도 해체의 아비규환이 뿌연 먼지로 피어오르는 가운데서도 새로

운 것에 대한 모색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매머드급 갈등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기류를 형성했다. 유럽은 영국과의 작별 이후 

질서 재편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면서도 유례없는 속박을 가

할 태세다. 그래도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 내부의 선(善)을 다시 끄집어내 우리와 화해시키고 긍정의 에

너지를 불어 넣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다.

터닝 포인트의 기사들은 여러 분야의 시각과 전망을 조망한다. 니얼 퍼거슨은 이 시대를 새로운 냉전으로 규명하고 더 심화

할 상황을 우려한다. 라구람 라잔은 강력한 자율성을 갖춘 지역사회가 해체와 분열을 이겨낼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트리스탄 

해리스는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앞서는 이 시대에 인간적인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

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주목한 대런 애러노프스키도 있다. 

이 같은 관점들은 모두 미래를 만드는 것이 결국 현재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명료하면서도 진부한 주장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다면, 무라타 사야카가 상상하는 인간의 미래의 성생활의 유토피아를 만나보거나, 아티스트의 눈으로 세상

을 바라보는 모험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변화가 늘 좋은 방향이거나 즐거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미국의 여류시인 

조이 하조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세상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 

2020년으로 진입하며

A Push Forward Into 2020

뉴스1 편집국장 강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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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혼란이 끝나자 10년 위험이 시작되다

AS A DISORIENTING 
DECADE CLOSES, 

A PERILOUS ONE BEGINS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독재자들에게 기반을 내줬고 
부패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저항의 세대가 이러한 대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Written by ROGER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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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에서 더욱 공정한 세

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탄소 이후 경제의 모델이 

부정과 억압에 대한 우월적 권위주의와 대중의 항

의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람

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칠레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베이루트의 

왓츠앱 메신저 이용 수수료 부과 계획안만으로도 

봉기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다.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의 죽음과 새것의 

탄생 사이에 있는 최고 권력 공백 상태(인테레그

넘, interregnum)의 특징에 관한 ‘병적 징후들’을 

썼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징후들이 넘쳐난다. 자

본주의 경제는 작동하고 있지만, 복지(웰빙)를 확

산하지는 못했다. 저항은 커지고 있다. 사회가 사

실을 포기하고 망상을 선택함에 따라 혼란은 시작

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 중국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의 통합, 기술의 혜택 확산, 영국의 통합 등

과 같은 오래된 가정들은 붕괴하고 있다. 불안, 외

로움, 유동성의 시기다. 전환기 세계의 고정점이

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조만간 퇴진할 

예정이다.

21세기의 첫 20년 동안은 뚜렷한 추세선이 만들어

지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집권시키고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끈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물결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

멸에 대한 예측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규칙, 진

실, 도덕, 그리고 미국의 이상은 침식됐다. 소셜미

디어(SNS)를 통해 힘을 얻은 젊은 세대는 유토피

아적 비전이 아니라 지구의 구원과 남녀평등의 삶

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추구에서 영감을 받

는다.

2019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희

망에 젖어 있다. 베이루트 거리의 젊은 시위자들

은 나에게 약탈품들을 두고 일어난 종파적 분열

에서 비롯된 부패한 제도를 뒤엎겠다는 철두철미

한 결의를 말한다. 아르메니아의 젊은 총리 니콜 

파시냔은 나에게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아르메니

아 시민들’이 어떻게 2018년 무혈 혁명에서 또 다

른 부패한 체제를 전복하고 기회의 사회를 만들었

는지 설명해준다. 홍콩의 용감한 젊은이들은 최루

탄 가스를 들이마시며 중국의 산업과 영국의 관습

법에서 태어난 활기찬 경제를 옹호하고 있다. 그

들은 본토인 일당 독재국가로의 범죄인 인도 송환 

허용이 자신들의 자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라는 점을 알고 있다.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 통치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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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고, 국가의 감시 체제를 빠르게 진척시키

며, 중국식 모델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제시하

고, 2025년까지 기술적 우위 달성을 추구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같은 슬로건으로 위장하고 

있던 혹은 공공연하게 군사적인 모습을 보이던 명

백하게 해양과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

과 중국의 이념적 대립은 첨예해졌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

라”고 조언했다. 시 주석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성미 급한 황제다. 그는 개인의 신성함을 믿지 않

는다. 중국 공산당의 신성함을 믿는다. 중국에서

는 억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시 주석이 

추구하는 모델은 구식 전체주의가 아니라 첨단 안

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감시국가인 ‘기술독재

주의(techtarianism)’다.

우리는 홍콩의 싸움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다양

한 종류의 폭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다. 이 싸움은 떠오르는 중국의 독재적 계획경제

와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독립적 사법제도와 법치

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 경제 사이의 싸움이

다. 문제는 과연 대화재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다.

스웨덴의 고텐부르크대 브이-뎀 연구소(V-dem 

Institute)의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

재 세계 인구의 약 1/3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

가에서 살고 있다. 2016년 4억 1,500만 명에서 

2018년에는 23억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브

라질, 미국, 인도, 폴란드, 헝가리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튀니지, 아르메니아, 조지아, 부르키나파

소 등 21개국은 지난 10년간 민주화가 더욱 심화

했다. 이는 혼재된 그림이다. 완전히 절망적이지

는 않지만, 희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법을 수호하려는 기관들은 2019년 법을 위반한 것

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을 상대로 맞서 싸웠다. 트

럼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국회 활동을 방해 혐의

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다. 그는 모든 과정에 

“폭력”이라는 외침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을 “미쳤

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2020년 대통령선거

에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정적에 대한 오물의 근

원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은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이

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그의 친구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

다. 우크라이나는 대(大)러시아의 일부에 속할 수

도 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다. 트럼프 대

통령은 서유럽과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우크라이

나의 독립을 공고히 하려는 서방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의 외교정책은 

우스울 정도로 변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탄핵을 모면하고 대

통령직을 유지해 2020년 11월 대선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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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권력

에 매달리는 것이 정치적 투쟁 이상의 것이 되고 

말았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시

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

로 패배할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걱정이다. 

그 역시 쿠데타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 그는 독

재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지의 전 세계 독재자들에

게 권력을 부여했다. 미국은 냉전 중 전략적인 이

유로 많은 독재자를 지지했지만, 그러한 지도자

들을 그토록 부러워한 대통령은 이제껏 단 한 명

도 없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증오한다고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실제로 악한 자인

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악마가 되려면 집중

력이 있어야 하고 목적도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

통령의 행보는 상당 부분 일관성이 없고 하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폴 폴

먼 전 유니레버 최고경영자(CEO)는 “실패한 사회

에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구 민

주주의 국가들은 실패했다. 10년 전 세계는 글로

벌 금융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 책임자들은 무사

히 도망쳤다. 오늘날의 봉기는 무처벌과 불평등

의 소산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 체제가 이룩돼

야 한다. 정의, 기회균등, 교육, 지속가능성 등이 

가치를 이끌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소모적이고, 쓸모없게 취급

돼왔다. 이것이 민족주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 이

유다. 그 메시지들은 명예회복이라는 공허한 약

속으로 모든 불만을 누그러뜨린다. 또한, 사기꾼

들을 워싱턴과 런던의 고위 공직으로 데려갔다.

“미래는 세계주의자들의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

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속하게 된다면, 모든 

것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소박한 옛 품

위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부터 국제 안정에 이르

는 모든 것이 말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9년

의 메시지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부패하지 않

은 법치주의 사회가 테헤란에서 산티아고에 이르

기까지 과감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올해 초 에크렘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출장 중이었지만 그의 수

석 보좌관이 나를 안내해줬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적인 이마모글루 시장

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

는 인물인)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됐다가 다시 큰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었다.

이마모글루 시장의 책상 뒤에는 현대 터키의 세속

적 공화국의 시조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방금 다시 걸린 것

이었다. 복원된 오스만제국의 꿈을 가진 반(反)정

세주의 지도자 에르도안의 추종자들은 일찍이 이 

초상화를 제거했다. 이 초상화의 진퇴는 독재와 

저항 사이에서 맴도는 세계의 이미지로 나를 엄습

했다.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의 사무실에는 또 다른 중

요한 그림인 눈 덮인 아라라트산의 풍경화가 걸려 

있다. 현재 이 산은 터키에 속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아르메니아의 일부였다. 아르메니아 국민의 

집단적 정신 속에서는 여전히 그렇다. 수도 예레

반의 한 대학살 박물관은 오스만제국이 1915년에 

시작한 10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

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많은 사진은 너무 끔찍해

서 떠올리기가 힘들다. 오늘날까지도 터키공화국

은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조직적인 군

사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결국 오늘 누가 아르메니아인의 전멸을 말하는

가?”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부정되는 진실은 위험

하다. 그것은 미래의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과 러시아는 진실을 부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달랜다. 2019년의 시위자들은 그 위험을 

깨달았다. 최근 홍콩의 거리에서 80만 명의 시위

자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외쳤다.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자유는 삶의 전부다.  

번역 김정한 기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집권시키고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끈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물결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멸에 대한 
예측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로저 코언은 NYT 칼럼니스트다. 1990년 NYT에 입사한 후 

특파원과 국제부 에디터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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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냉전은 언제 시작됐을까? 미래의 역사학자

들은 2019년이라고 말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14

년 신냉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

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중국과 미국의 적대감 

앞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를 비교하기가 

무색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열전(熱戰)은 피하더

라도 제2차 냉전은 여전히 위협적일 전망이다.

진부한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

로 당선됐던 2016년 11월에 사실상 신냉전이 시작

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혹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되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트럼프 대

통령이 처음 관세를 부과했던 2018년 1월 신냉전

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냉전의 시작점은 2018년 10월 초가 타당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당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

기 위해 선전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

단”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신냉전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

다. 이때부터 비로소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적 대

중 접근법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정책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사실상 지지를 얻었다. 트럼

프 대통령의 적개심은 기이한 외교정책이라는 평

가에서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통념으로 변해갔

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

런조차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기 시

작했다. 

여론도 비슷하게 바뀌었다. 퓨 리서치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인의 

비중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껑충 뛰었

다. 미국인의 26%만 중국에 호의적이다.

2019년 변한 것은 또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

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해 양국이 서로를 향

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은 빠르게 다

른 형태의 갈등으로 변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과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 간의 전형적인 경쟁뿐 아니라 기술 전쟁

에도 즉각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가 

5세대(5G) 네트워크 통신의 글로벌 시장을 지배

하지 못하도록 견제했다. 중국 신장지구의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에 대한 이념 대립도 시작됐

다.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를 허

용하면서 환율 전쟁 위협도 임박했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17 Turning Points 2020

신(新)냉전? 
미·중 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터닝 포인트: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했고 

세계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요동쳤다. 
Written by NIALL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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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작은 일들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거대한 덩어리의 
갈등으로 변했다. 

나이가 있는 독자라면 또 다른 냉전은 나쁜 생각

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들에게 제1차 냉전에 대한 

기억은 세계 종말에 가까운 체험이다. 1962년 쿠

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에서부터 엘살바도르까

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재래식 전쟁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2차 냉전이 핵위기 정책 혹은 

대리전 같은 양상을 띨 명백한 이유는 없다.  

우선, 중국의 핵무기는 미국보다 열등하다. 따라

서 양국 갈등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결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나 우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중국의 글로벌 세력 확장 방식도 옛 소련과

다르다. 중국 자본은 해외의 게릴라 운동이 아니

라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와 정치인들의 주머니

로 들어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

도하는 해외 투자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목

표는 세계 혁명이 아니다. 

제2차 냉전을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라는 두 제

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기술적 경쟁에 국

한한다면 그 이득은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 결국 

1950~60년대 미국이 크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제1차 냉전과 연관된 연구개발(R&D) 활동이 경제 

전반에 일으킨 파급 효과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정치적 이득도 있었다. 1950

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 반공

주의인 매카시즘의 발작이 지나간 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모두에게 공동의 적이 있다는 공감대

가 형성됐고 내부 분열이 눈에 띄게 줄었다. 냉전 

시대의 정치·사회적 불화를 일으킨 가장 큰 근원 

중 하나는 반공 전쟁이었고, 그것은 미국이 패한 

월남전이다. 

미국인들이 새로운 외부의 적을 지금 의식한다면 

최근 나타난 악명 높은 내부의 양극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셜미디어(SNS)에서 벌어지는 격론과 

초당적 협력이 감소한 의회에서 보이는 양극화 말

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외부의 적이라는 개념은 인재들이 양자 컴

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미국 정치

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 

학계와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간첩 활

동을 한다는 증거로 인해 이미 미국 정부는  R&D 

부문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재배치했다. 기

존의 전통적 컴퓨터 암호 체계를 무너뜨리는 양자 

Turning Points 2020

니얼 퍼거슨은 스탠퍼드대 산하 후버연구소의 밀뱅크 패밀리 

시니어 펠로다. 15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가장 최근에는 

『광장과 탑: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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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는 것은 재앙

이나 다름없다. 

제2차 냉전에서 한 가지 큰 위험은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는 제1차 냉전은 물론 현재 상

황을 모두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1969년에는 미

국이 공산주의라는 적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당연

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이 유혈사태 없이 결국 붕

괴할 것이라는 결론 역시 예측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오늘날 중국은 경제적으로 옛 소련보다 더 

위협적이다. 제1차 냉전 당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를 보면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의 44%를 넘

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생활비가 미국보

다 낮다는 사실을 적용한 구매력 기준 GDP로 중

국은 2014년 이후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소련은 

역동적 경제에서 한 번도 미국을 앞설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일부 시장, 특히 금융 기술

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19년은 1949년이 아니다. 북대서

양조약은 소련의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70년 전

에 체결됐지만,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 비슷한 조

약이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020년에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새로운 냉전이 더욱더 냉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

정을 통해 해빙무드를 조성하려고 노력해도 그렇

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대한 냉기의 

촉매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가 멈추고

자 해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경제학자 모리츠 슐라리크와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

사하려고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 오늘날 그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죽었다. 

제2차 냉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참고

한다면 이번 냉전은 그것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의 임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번역 신기림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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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지역사회에 달렸다

OUR 
FUTURE 
DEPENDS 
ON 
COMMUNITIES
터닝 포인트: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선진국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ritten by RAGHURAM G. 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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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불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또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등이 그

러한 사례다. 이러한 불행은 기술적 변화와 세계화

의 진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은 사회에 이익을 안

겨줬다. 하지만 그 이익은 불평등하게 분배됐다. 

런던처럼 세계적인 중심 도시에서 일하는 투자 매

니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순식간에 거래를 성사시

킬 수 있고 그만한 보수를 받는다. 

반대로 전 세계적 경쟁 심화로 인해 지역의 유일한 

제조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작은 지방 도시에 사

는 사람들은 비탄에 빠지고 있다. 낮은 실업률처럼 

건강한 국가 경제 지표는 고통에 처한 지역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역사

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어려

움에 부닥쳐 있다.

사회 불안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권한과 

민주적인 참여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OUR 
FUTURE 
DEPENDS 
O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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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에서 실업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 경

제적 기회를 놓치면 사회적 붕괴가 발생한다. 결혼

이 줄어들고, 이혼이 늘어나고, 편부모 가정이 많

아진다. 절망은 알코올 중독, 마약, 때로는 범죄로 

이어진다. 쇠퇴하는 지역사회는 이제 더는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전문대학) 같은 기관을 지원

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약화하면 실업자들은 자신

의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잃는다. 좋은 학교가 없

으면 젊은이들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형편이 되

는 사람들은 자녀를 데리고 보다 번화한 지역으로 

떠난다.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버리

면 남겨진 사람들은 더욱 곤경에 빠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

을까? 이미 무력해진 지역사회를 이전 모습으로 되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의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더 원

활한 시장 공동체를 창출하려면 중앙정부가 지역사

회로부터 규제 권한을 뺏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수십 년간 국가 간 무역이 가속

되면서 EU 같은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사업 환경

을 조화시키려고 주권적인 권한을 전용해왔다. 하

지만 국제기구나 국가의 수도는 각 지역에 대한 지

식도 부족하고 어려운 지방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 

전체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기업을 밀

어낸 도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고통받는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세제 

혜택은 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뉴욕시 지역 지도자들은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

에 아마존이 새 본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거부했다. 

평균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일자리 2만 5,000개가 

생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마존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

술을 지닌 숙련된 노동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했다. 그러면 기업은 외부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밖

에 없다. 숙련된 노동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임대

료와 재산세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오랜 시간 거

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

지역사회를 부흥시키려면 하향식 정책 이니셔티브

에 의존하기보다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대책

이 필요하다. 중앙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사회가 번

영하는 국가와 세계 경제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고

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리더십, 참여, 권한 부여, 자금 지원, 그

리고 인프라 구축이다.

지역사회의 리더십을 찾을 길을 터줘라

시카고 로어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필슨 지역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쟁 지역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다. 갱단 21개가 주요 도로에서 싸움을 벌이

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다. 필슨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일단 범죄율부터 잡아야 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에 팔을 걷고 나설 수 있었을까?

쇠퇴하는 지역사회는 지방 행정가, 교육자, 사업

가, 주민들을 한데 모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지도자들은 이미 힘

을 잃은 경우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

역을 떠났기에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필슨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

다. 1988년 한 젊은이가 가톨릭 성당 맞은편에서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 한 목사가 신자들

에게 외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쇠퇴하는 사회를 남

의 일처럼 구경만 할 것이냐고. 그러자 한 무리의 

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라울 레이문도라는 사람을 지역사회 부흥 프로젝

트를 이끌 지도자로 선택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을 다시 출신 지역사회로 끌

어들이고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인재 풀을 늘리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어려

움에 부닥친 출신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사람들

을 위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

까? 그렇게 고등교육은 재능 있는 사람이 지역사

회를 탈출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출신지로 돌아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참여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강하다

필슨의 지도자들은 범죄자들의 모의장소가 되는 

지저분한 술집들을 폐쇄하기 위해 시카고 주류 판

매 당국에 로비를 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끌

어냈다. 먼저 주민들이 범죄 사건을 목격할 경우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범

죄자들이 신고자 개인에게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

해서다. 또한 주민들이 밤에도 거리에 나와서 돌아

다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슨의 범죄자들을 몰아내자 사

업장들이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

다. 오늘날 필슨은 부유한 지역이 됐다. 주민들은 

꽤 괜찮은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은 훨씬 안전해졌고, 자녀들의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셜미디어(SNS)는 지역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많은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정

보기술을 이용해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부패와 근

무 태만을 근절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

왜 오늘날 지역 지도자들은 어떤 술집에 영업허가

Turning Points 2020

라구람 라잔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제3의 

기둥: 어떻게 시장과 국가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는가』의 

저자다. 2003~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으며, 2013~2016년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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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줄지, 어떤 사업장의 유입을 환영할지, 어떤 

세제 혜택과 규제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사회

는 필요에 따라 더 적합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들은 규제와 세제의 지

역적 차이를 더 낮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아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서로 다른 3개의 

국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1/4은 외국 태생이다. 많

은 결정은 보완성(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

진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26개 주(州)로, 또 

300개 자치구로 권력이 이동한다. 중앙정부에는 

최소한의 결정권만 위임된다. 이를테면, 스위스 연

방정부는 기술기관들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고등

학교를 책임지고, 시 당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을 관리한다. 

그렇다고 탈중앙화와 민주적 참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지역 

소수 민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불공

평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하지만 엄청난 실수

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자

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부여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자금 조달의 자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지역정부나 중앙

정부 또는 민간 자선가에게서 오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풀린다면 지역사회는 사업의 싹을 틔

울 수 있다.

지역사회가 부활하면 지역사회의 자산은 더욱 가

치가 높아진다. 그 소유권을 지역사회가 계속 유

지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1990년대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이 민간 개발을 

위해 땅을 팔고 그 수익금을 지하철 노선 구축에 썼

다. 이는 새 지하철역이 들어선 땅의 가치를 높였

고, 인근 지역으로도 그 가치가 확산했다.

사회기반시설: 다시 생각하고 새로 꾸미자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여기엔 도심의 개조, 접근 가능한 물가, 새로

운 공원이나 산책로, 향상된 디지털 연결 환경 등

이 포함된다.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단순히 바꾸기

만 하면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진다. 

2018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북부에 있는 카운

티 2곳의 중간지점에 사는 주민들은 73%가 버스정

류장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통근 거리가 

1시간 이내인 직장은 12%에 불과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지역 교통 시스템이 목적지와 상관없이 

승객들을 도시 중심부로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주거지역과 직장이 바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은 저소

득 근로자들이 더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다.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경제적 필수품 그 이상의 가치

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대두하고 있는 국가적 포

퓰리즘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가 희석될 수 있다는 

다수의 공포감을 자극해 전통으로의 회귀와 이민

자에 대한 견제를 유발한다. 대안은 존재한다. 실

현 불가능한 국가적 동질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

역사회 자체의 문화를 장려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단일 문화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

람들은 다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두가 국가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단합해서 아무도 의도적으로 배

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회생에 성공한 지역사회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수

도 있다.

답을 찾기 위해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의 수도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력을 행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의 이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번역 강민경 기자

Turning Points 2020

지역사회의 번영을촉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참여, 권한 부여 
자금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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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하버드대 교수이자 사회생물학의 아버지

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O. 윌슨은 인간이 앞으로 

100년 동안 직면하게 될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정직하고 똑

똑하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러면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적 감정, 중세적 제도, 그리고 신과 같은 기술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윌슨 교수의 이 같은 관찰이 있는 이후 신과 같은 기

술의 힘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에 우리 뇌의 충

동은 고대 구석기 시대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인프라가 우리 

두뇌의 자연적인 능력을 압도해왔다는 것이 오늘

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술기업들에 가지는 불

만 사항들 중 하나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기술기

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추적하고 있

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너무 덩치가 크다는 식

의 우려를 듣는다.

우리가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해보

자. 이 새로운 이상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

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거대 기술기업들

이 우리의 온라인 활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금

지되며, 우리가 공유하기로 동의한 정보에만 접근

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소름 끼치는 광고를 덜 볼 수도 있고, 감시

받는 듯한 피해망상을 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와 관련된 그 골치 아픈 동향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좋아요’를 폭발적으로 받는 것 같은 사회적 인정 

획득에 대한 집착은 우리 관심 범위의 경계를 계속

해서 파괴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격분과 

분노에 찬 트윗에 이끌려 민주적인 토론을 ‘그가 뭐

라더라’ 혹은 ‘그녀가 뭐라더라’ 같은 천진난만한 

말로 대체할 것이다. 온라인상의 사회적 압력과 사

이버 폭력에 취약한 10대들은 여전히 정신 건강에 

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콘텐츠 알고리즘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는 극단

주의와 음모론에 빠져들 것이다. 왜냐하면 추천 

영상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인간 편집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배양된 급진적인 콘텐츠는 계속

해서 대규모 총격 사건을 부추길 것이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SNS)는 이러한 방식으로 20

억 명의 두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 역사의 펜

을 쥐고 있다. 그것이 촉발한 힘은 사회 내의 분열을 

증가시키면서 미래의 선거와 심지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TECHNOLOGY

인간의 두뇌는 
기술의 적수가 못 된다

OUR 
BRAINS 
ARE 
NO 
MATCH 
FOR 
OUR 
TECH-
NOLOGY
터닝 포인트: 지난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FTC가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로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Written by TRISTAN HARRIS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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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탄 해리스는 인간적기술센터(CHT)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며, 팟캐스트 ‘Your Undivided Attention’의 공동 

사회자다.

그렇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는 실재하는 문제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생활 보호법이라도 우리의 구석기 시대적 정서

가 기술의 유혹에 저항할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페이스앱이라는 앱은 단순히 허영심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최근 1억 5,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름과 얼굴 이미지를 넘기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앱은 미래의 얼굴 모습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매우 정확한 인물 사진을 만들어줬다. 앱 소유자

는 (그리고 1억 5,000만 명의 이름과 얼굴을 확보

한 이는) 누구일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한 러시아 기업이었다. 단지 허영심 때문에 사

람들이 기꺼이 자기 얼굴 스캔을 넘겨주는 마당에 

선거를 해킹하거나 유권자 정보를 굳이 훔칠 필요

가 뭐가 있겠는가?

구석기 시대적 본능으로는 기술의 재능에 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

태롭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집단행동

을 취하는 우리의 능력도 손상한다.

우리의 구석기 시대의 뇌는 세계의 고통에 대해 

전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는 세계의 모든 고통과 잔

인함을 종합해서 우리의 머리를 일종의 학습된 무

력감 속으로 끌고 간다. 우리와 비슷한 감각을 가

진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채 거의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는 기술은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의 구석기 시대의 뇌는 또한 진실 추구의 목

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

의 믿음에 도전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클릭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만을 더 많이 추천해주

는 대규모 기술기업들은 본질적으로 분열적이다. 

원자를 쪼갠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기술은 사회

를 다른 이념적 우주들로 갈라놨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은 우리의 두뇌의 능력을 넘

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불일치를 

이용해서 구축된 광고사업 모델이 ‘관심경제’를 만

들어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인간성의 

‘자유로운’ 하향 평준화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가 된다. 

20억의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 갇힌 가운데 관심

경제는 우리 사회를 생존에 부적응된 곳으로 바꾸

어 놓았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뇌와 기

술 사이의 불일치를 식별할 만큼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추

세를 뒤집을 힘이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느

냐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

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옛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거의 신적 수준인 우리의  

기술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모든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

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다.

첫째, 정책 입안자들은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특별 세금인 ‘질적저하세’를 만들 수 있다. 기술기

업들은 우리의 관심 범위를 축소하고 고갈시키면

서도 그들의 사업 모델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

싼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가들

은 언론과 공교육에 돈을 들이면서, 인간적 가치

에 특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창출과 사회

에 대한 서비스에도 돈을 쓰고 있다. 

둘째, 우리를 중독시키고 자기도취적 극단주의자

로 만들어 이익을 얻는 무료 SNS 플랫폼에 가입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대신에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 기사들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에는 가입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

렇게 하면 이러한 플랫폼은 우리를 대신해 인류에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

신 미디어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들 인프라는 우리를 악의적인 바이럴 콘텐츠와 

‘딥페이크(deepfake)’, 즉 인공지능(AI)에 의해 조

작돼 진짜처럼 보이는 조작된 동영상과 같은 기술

이 만들어낸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은 우리의 두뇌

를 능가하려는 기술의 경쟁이 만들어내는 위협에 

대해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언론 매체들은 

이들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떠한 대통

령도 ‘관심경제’를 다루지 않고는 선거 공약을 효

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 

인간적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

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오한 영적인 순간이다. 우

리는 자기 인식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능력, 이성

적인 토론과 반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강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취약성,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던 우리 자

신의 부분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기술과 평화

로운 관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과 평

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번역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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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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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파괴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빅터 모리야마 | 뉴욕타임스

2019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화재로 인해 파괴돼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8월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산불이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의 화재는 거의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종종 열대우림과 인접한 농지를 

다음번 농사를 위해 개간하려는 농민들이 불을 놓는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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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 PHOTOS
사진으로 돌아본 2019년: 세계 

전 세계 10대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책 요구 시위
엘리자베스 우베 | 뉴욕타임스

3월 15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수업을 빼먹고 거리로 나갔다. 한국, 인도, 뉴질랜드, 미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된 이 시위는 소셜미디어(SNS)로 조직됐다. 베를린의 경우 

경찰은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번 시위는 16세의 

스웨덴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밖에서 연좌 농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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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폴란드 마을
카시아 스트렉 | 뉴욕타임스

272명의 주민이 사는 폴란드의 

한 마을인 미에체 오드잔스키에서는 

지난 약 10년 동안 남자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 마을이 청년 자원봉사 

소방관 경연대회에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팀을 파견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에체 오드잔스키에서는 마지막 

남자아이가 태어난 이후 12명의 

여자아이가 연달아 출생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은 이러한 현상을 

아주 드문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새 국왕 즉위 
조지 실바 | 로이터

5월 4일 태국에서는 

마하 와찌랄롱꼰 

버딘드라데바야와랑꾼 

왕세자가 사흘간 열린 

대관식에서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했다. 

부친인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대관식이 있은 지 약 

70년 만에 열린 대관식이다. 

2016년 분열이 극심한 이 

나라에서 단합된 사랑을 

받던 아둔야뎃 전 국왕이 

서거한 후 새 국왕의 즉위를 

미룬 채 2년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 

와찌랄롱꼰 왕은 20세가 

된 1972년 왕세자로 

임명됐다. 많은 태국인에게 

짜끄리 왕조의 10대 군주인 

그의 대관식은 처음 보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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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는 교회와 호텔에서 8건의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다쳤다. 첫 번째 자살 폭탄 테러는 예배 중이던 

기독교 교회에서 발생했고, 이어서 호텔 쪽에서 더 많은 폭발이 잇따랐다. 

희생자는 대부분 스리랑카인이었고, 외국인도 수십 명 있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수도 콜롬보의 넓은 지역을 폐쇄하고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용의자들을 수색했다. 

이슬람국가(IS)는 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스리랑카에서 10년 전 내전이 종식된 이후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애덤 딘 | 뉴욕타임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지은 학교
야가지 | 뉴욕타임스

7월 29일 유니세프(UNICEF)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재활용 플라스틱 벽돌공장을 

착공했다. 유니세프는 콜롬비아 

기업인 ‘콘셉토스 플라스티코스’와 

공동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전국에 있는 새 교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벽돌을 제작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현재 한 반에 

90명이 들어가 수업하는 

콩나물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니세프의 목표는 다음 몇 년 

동안 2만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 약 500개의 교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염 지역인 

아비장에 사는 여성들이 수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용한다. 

이 지역은 부실한 쓰레기 관리로 

인해 말라리아, 설사, 폐렴 등이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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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람 익 페이 | 뉴욕타임스

6월 홍콩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본토로 범죄인 송환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시위는 거의 매일 이어졌고, 때때로 도로를 

메우고 교통의 흐름을 막기도 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범죄인 송환이 

허용될 경우 중국 당국이 이 법을 이용해 

홍콩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 노인들, 

그리고 일가족이 대부분 지도자도 없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전개된 이 시위행진에 

동참했다. 이 시위는 점차 세력을 얻으며 

중국의 홍콩 지배에 반대하는 보다 폭넓은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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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이주민들을 묘사한 
‘미지의 천사상’
빈센조 핀토 | 풀 | 로이터

9월 29일 제105회 세계 이주민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聖) 베드로 광장에서 실향민들을 위한 

조형물을 공개했다. ‘미지의 천사상’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역사 전반에 걸친 이주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념물의 제막은 특히 시리아의 분쟁에 이어 

서구사회에서 이주민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주민 정책 개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개국의 굴뚝 청소부들이 매년 열리는 국제 굴뚝 청소부 축제를 위해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마조레에 모였다. 산타마리아 마조레는 오래전부터 굴뚝 청소업자들의 

요람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은 굴뚝 청소부들이 제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며 검게 그을린 손으로 성인들을 포옹하는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연례 국제 굴뚝 청소부 축제
엘리자베타 자볼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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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호주의 대형 들불
사이드 칸 | AFP(출처: 게티 이미지) 

11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뭄 취약 지역에서 대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수십 마리의 

코알라가 구조돼 화상과 탈수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토지 200만 에이커를 태우고, 수백 채의 가옥을 파괴했으며, 

최소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알라는 화재가 나면 

다른 동물들처럼 도망치는 대신,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습성을 갖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최소 70명이 숨진 
방글라데시 대화재
모함마드 폰니르 호사인 | 로이터

2월 20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발생한 폭발성 

화재로 인해 최소 70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는 압축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에서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은 문제의 이 차가 

상점가를 지나던 도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여러 상점으로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수백 명의 화재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부실한 건축 

규제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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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교회 창설
무라드 세제르 | 로이터

1월 5일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스탄불 성(聖) 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열린 리뚜르기아(예배)에서 교회의 분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교회의 자치권을 승인하는 ‘토모스’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를 

공식 탈퇴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양국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으며 러시아 정부와 종교계 지도자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8년 자치 교회 설립을 결정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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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루스 프렘슨 | 뉴욕타임스

3월 10일 케냐로 향하는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를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는 이륙 후 조난 신호를 

보냈고 볼레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몇 분 뒤 관제탑과의 

연락이 두절된 채 에티오피아 비쇼푸트 마을 인근 지상으로 추락했다. 

사고기는 최소 35개국에서 온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몇 개월 전 자바해에서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과 같은 기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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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폭우에 따른 
인도의 양파 농사 위기
아툴 로케 | 뉴욕타임스

인도에서는 가뭄에 이은  폭우로 인해 

여름 양파 작물이 피해를 보아 공급이 

줄고 전국적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폭등했다. 인도 음식에 필수로 

들어가는 양파의 소매가격은 2019년 

9월 말 kg당 최소 70루피를 기록했는데, 

이는 몇 달 전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은 

가격이다. 9월 29일 인도 정부는 양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양파 

수출을 금지했고, 거래자들에게는 

재고 한도를 부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재선 운동 중 

농장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대한 비난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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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총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괴한들이 나이로비의 한 고급 호텔과 사무실 밀집 단지에 난입해 

19시간 동안 공격을 펼쳐, 이 과정에서 21명이 사망했다. 소말리아에 본부를 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인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텔 습격은 앞서 알샤바브가 케냐에서 일으킨 일련의 테러에 이은 것이다. 병사들이 100명 이상 

숨진 소말리아 내 케냐군 기지 공격 이후 정확히 3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알샤바브의 케냐 호텔 공격
바즈 라트너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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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승리한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노엘 웨스트 | 뉴욕타임스

2월 24일 사회자 없이 진행된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역대 가장 다양한 수상자가 탄생했다. 

연기 부문에서는 4명의 수상자 중 

3명이 유색인종이었다. 레지나 킹은 

『이프 빌 스트리트 토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마허샬라 알리는 『그린북』으로 

남우조연상을, 라미 말렉은 

『보헤미안 랩소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블랙 팬서』의 루스 E. 카터와 

한나 비츨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의상상과 

미술상을 각각 받았다. 

스파이크 리는 『블랙클랜스맨』으로 

각색상을 받았다. 작품상은 『그린북』에 

돌아갔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6월 30일 뉴욕시는 세계 최대의 성 소수자(LGBTQ) 모임 중 하나인 연례 월드프라이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도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바인 스톤월 여관에서 월드프라이드 50주년을 기념했다. 

1969년 스톤월에서는 경찰의 현장 급습 사건이 발생해 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촉발했다. 수천 명이 한 달간의 축제와 성찰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성 소수자(LGBTQ) 모임

칼라 케슬러 | 뉴욕타임스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
코 사사키 | 뉴욕타임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태풍 하기비스가 

강풍과 도쿄 지역과 일본 북동부를 강타해 

가옥들이 침수되고 최소 84명이 사망했다. 

일부 지역의 강우량은 890mm 이상에 

달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주민은 대피해야 했다. 시속 161km의 

강풍으로 인해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또한 약 2만 7,000명의 구조대원이 배치돼 

홍수 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구조 작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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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를 축출하러 거리로 나선 
푸에르토리코 시민들
빅터 J. 블루 | 뉴욕타임스

7월 13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리카르도 A. 

로세요 주지사와 그 각료들 사이에 

주고받은 수백 쪽에 달하는 정신 나간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은 즉각 거리로 

뛰쳐나와 로세요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했고, 

이 섬의 광범위한 정치적 부패와 취약한 

경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7월 22일 수십만 명이 산후안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로세요 주지사는 7월 24일 사임했고, 

푸에르토리코 사상 두 번째 여성 주지사인 

완다 바스케스는 8월 7일 취임 선서를 했다. 

 번역 김정한 기자

5월 17일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국회의사당 

밖에 모인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 소식에 환호했다. 아시아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선도하는 대만에서는 매년 동성애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퍼레이드가 열려 수천 명의 

참가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동성애자 권리 개선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은 수십 년 동안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타이론 시유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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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민경석 기자

6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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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한일 갈등
이승배 기자(상) | 민경석 기자(하)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목록) 국가 배제 관련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방문 거부’를 의미하는 ‘노재팬(No Japan)’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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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유승관 기자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다.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살처분이 유일한 대책이다. 

1월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2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2돌을 맞은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다. 
제32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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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는 내리고
허경 기자

9월 10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버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주행하고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황기선 기자

7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테크니컬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 축구 U-20 
월드컵 아쉬운 준우승
박정호 기자

6월 11일 우리나라 U-20 

대표팀이 폴란드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16일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아깝게 

패했지만, 값진 준우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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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이재명 기자

11월 18일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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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구윤성 기자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이틀째 강변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전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 선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26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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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 ‘미탁’에 
집 잃은 제주말들

오현지 기자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몰고 온 

돌풍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신천목장의 

마사가 무너졌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4월 5일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마을에서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일대를 휩쓸고 간 화마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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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
성동훈 기자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 법안 제출을 위해 

공사용 망치를 들고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엇갈린 여론
박세연 기자

9월 4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가족 펀드 운용과 

자녀 대학입시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10월 14일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소위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진영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5월 25일 제72회 칸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7일 봉준호 감독과 주연배우 송강호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트로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영화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박세연 기자(좌) | 이재명 기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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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영면 
허경 기자

2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에서 노란 나비 사이로 

김 할머니의 영정이 보인다. 김 할머니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는 인권운동을 펼치다 1월 28일 별세했다.

긴장이 흐르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
이광호 기자

8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악수한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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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아베 한일관계 개선 공감대
유승관 기자

10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났다. 두 사람은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지속적 대화 필요성 공감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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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피트니스연맹(WFF) 유니버스 코리아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키니 모델 프로 부문 참가 선수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5월 11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제8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도 열려 참가한 소방관들이 멋진 근육을 뽐냈다. 

인체는 아름다워라
오대일 기자(상) | 이광호 기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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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알선 혐의도 받았다. 앞서 3월에는 

가수 정준영(왼쪽)이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는 

불법 도박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

끊이지 않는 연예계 비리
박정호 기자(상) | 민경석 기자(하)

BTS 러브유어셀프 
월드 투어 
마지막 공연
유승관 기자

10월 29일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서울 파이널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월드 투어 마지막 날 관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47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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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의 국경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OUTDATED
BORDERS 
ARE 
STRANGLING 
LIBERAL 
DEMOCRACY
터닝 포인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함께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모두 
농업, 식품 생산, 제조업 등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Written by CARLES PUIGDEMONT

카를레 푸이데몬트는 2016~2017년 카탈루냐 제130대 수반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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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은 극에 달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멕시코

와의 국경에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건

설하려 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인도와 파키스

탄의 수십 년간 해묵은 갈등도 다시 불붙었다. 또

한 브렉시트 위협도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갈등들이 폭발하고 격화하고 있지만, 중요

한 것은 분쟁이 있는 많은 국경이 처음부터 공정

하거나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

들은 포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식민지주의, 조약, 혹은 왕실 간의 

결혼에 따른 산물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인 하비에르 살라이 마틴 미

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2018년 한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에게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인 법과 선거를 통해 

직접 통치하지만, 국경은 식민지 시대의 조약이나 

오랜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 그들

은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경을 줄여야 한다

는 뜻은 아니다. 국경을 줄이면 스페인과 프랑스

를 합쳐 파리를 수도로 삼을 수도 있고, 프랑스와 

독일을 합쳐 베를린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지 않

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재정과 인적 자원

들이 수도에 집중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더욱 중앙

집권화하고 빈곤과 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브렉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서유럽국가 중 가장 중앙집권화한 국가 중 한 곳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서도 수도인 마드리드에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면

서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노령화한 많은 지방에서

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은 2017년 정치, 역사, 경제 등의 이

유로 스페인에서 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

Turning Points 2020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유주의에 반하는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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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 지역

의 어떠한 독립 시도도 거부했고, 스페인 헌법재

판소도 주민투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스

페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주민투표에 참여하려

는 이들을 강경 진압했다. 이후 사회 지도자들과 

일부 카탈루냐 정부 관계자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2년 동안 수감됐고, 4명은 망명했다. 수감자 중 

9명은 2019년 10월 선동죄로 징역 9~13년형을 선

고받았다. 

나는 스페인 정치인들이 국가의 통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EU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국가 통

합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페인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터키와 중국 등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 정치인을 처

형한 것이 스페인의 선례를 따른 것뿐이라며 정당

화했다. 중국도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경

찰의 탄압이 카탈루냐 지방에서 스페인 경찰들의 

강제 진압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경 분쟁이나 독립 

시도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전 세계 영토 문제를 

격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소

수 민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카탈루냐 지역의 2017년 주민투표는 우리 현대 사

회에서 국경의 중요성과 작은 지방 및 자치지역

의 주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통제하려

는 욕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민주주의와 분권화

를 위해 우리의 국경을 유지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정한 국경으로 인해 소외됐던 

이들도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인구가 770만 명인 덴마크와 같은 작은 국가는 더 

큰 이웃 국가에 병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효과적

인 통치를 할 수 있다. 인구 750만 명의 카탈루냐

도 EU하에서 독립국 지위를 갖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보다 평화 유지와 교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의존할 내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웃 국가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조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것

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민주적인 10개국 중 

적어도 절반은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이다. 이들 

국가는 인권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로, 영토 통제

보다는 국민의 삶 향상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카탈루냐 지역과 같은 곳이 안전하면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1980년과 1995

년 퀘벡주의 독립 주민투표를 허가했다. 영국도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주민투표 시행을 승인

했다. 이들 사례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 세계 국가들이 영토 분쟁 해결 방안

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자료다. 

국경 분쟁을 겪는 주민들은 세계의 국경을 재정의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

택할 수 있다면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

해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

의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번역 이창규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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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행동을 촉발한 
스웨덴 출신 어린 기후활동가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그 어떠한 사진보다 

울림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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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항상 자연 세계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카

메라를 들기 전부터 나는 그 무엇보다 대자연의 

학생이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여름이면 현장 학

습을 통해 야생 생태계를 공부했다. 

케냐의 유제 동물(소나 말처럼 발굽이 있는 동물)

과 알래스카의 바다표범에 관해 공부하면서 자연

에 대한 오랜 매력을 키워왔다. 영화를 추구하면

서 환경과학 분야를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행

성 지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내 작업의 모든 측

면에서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영화감독으로서 정확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상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전달하는 시각 자료를 찾을 때면 종종 냉소의 대

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무

시무시한 환경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죽

어가는 우리의 세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시각 자

료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 처음 환경 시

위를 벌이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보자마

자 알게 됐다. 15세 소녀인 툰베리는 학교를 나서 

스웨덴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여기에는 희

망, 헌신,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행동을 촉

구할 수 있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나는 반드시 봐

야 했다.

시각 언어의 사용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보편

적이고 일정하게 나타난다.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

모티콘으로까지 발전했지만, 의도 자체는 그대로

다.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한다. 어떤 이미지들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것들

은 더 깊고, 더 밝으며, 무언가를 연결한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멈추거나 바꿀 수도 있다.

때때로 이미지는 일종의 역사적 속기가 된다. 이

것이 1963년 11월을 아브라함 자프루더의 8mm 

필름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다. 

이 필름의 악명 높은 ‘프레임 313호’의 흐릿한 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

DARREN ARONOFSKY:
GRETA THUNBERG IS 

THE ICON 
THE PLANET 

DESPERATELY NEEDS

터닝 포인트: 
기후활동가인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미국 여행을 위해 
친환경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 2019년 8월 28일 
뉴욕에 도착했다.

Written by DARREN ARONOFSKY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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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진심을 말하는 
툰베리의 시위는 

간단하다는 점에서 완전했고, 
꾸미지 않았다는 점에서 

빛이 난다.

틸 컷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순간이 소

름 끼치는 핏빛 얼룩이 진 초록색과 함께 담겨 있

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의 모든 트라우마가 네이팜탄 공격을 

받은 직후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연기 앞에서 괴로

워하며 울부짖는 벌거벗은 맨발의 어린 베트남 소

녀를 찍은 1972년 6월 사진에 요약돼 담겨 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또한,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쌍둥

이 빌딩의 표면에 비친 한 남성의 사진이 2001년 9

월 11일의 공포를 상징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다.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그 강력한 이미

지들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는 무언가를 보여주

는 경향이 있다. 그 생생하고 거친 이미지들은 희

뿌연 안개를 얇게 저며내 우리 고유의 역사를 무

시할 수 없게 만든다.

나는 미래 세대가 툰베리의 사진들을 보게 될 것

을 확신한다. 그녀는 사진에서 노란색 우비를 입

고, 차분하지만 반항적인 모습으로 대답하기를 거

부한다. 사진은 문화적 변동기의 초기 모습을 보

여준다. 툰베리가 기후 위기의 아이콘이 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니, 이미 아이콘이 됐

는지도 모른다.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의 첫 번째 시위

에서 스웨덴 의회 밖에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웠

다. 그녀는 한 손에 팸플릿을 쥔 채로 우리의 수동

적인 모습이 미칠 결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촉

구했다. 많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녀

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명료함에 매료됐다.

나는 툰베리의 시위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외로운 

운동에서 세계적인 청년 운동으로 변모하고 그녀

의 메시지가 형태를 갖추고 설득력을 얻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에 대한 변명이 되는 작은 것들을 모두 거부

했다. 특히 2019년 8월에는 미국 여행을 앞두고 탄

소 중립 경주용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 방식에 도전했다.

툰베리는 우리 대부분이 현실을 회피하고 자신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불운하게 살아가게 될 

이 행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

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을 선택했고, 그

렇게 함으로써 청년 운동의 얼굴과 미래가 됐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난 9월 

말 일주일 동안 거리로 나와 글로벌 기후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녀의 요구에 동참했을 때, 그 모습

은 장관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강렬한 젊은 운동가의 모습을 앞

으로 계속 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런 모습은 

이미 여러 번 보였다. 툰베리가 9월 23일 유엔 기

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한 사진, 그

다음 주 몬트리올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이끈 

사진, 10월에 스탠딩 록에서 원주민 활동가들과 

악수를 하는 사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툰베리 자

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시각 언어가 의사소통과 상호 연결

의 궁극적인 도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다큐멘터리들과 무

수한 사진을 봤다. 녹는 빙하, 기름에 젖은 아기 

물개, 해변으로 밀려온 고래들까지 말이다. 하지

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툰베리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론이 아닌 대화를 

끌어냈다. 기후변화를 인간적이고 형태를 갖춘 긴

급한 문제로 만들었다. 그녀의 시위는 간단하다는 

점에서 완전했고, 꾸미지 않았다는 점에서 빛이 

난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한, 처음으로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생각

이 든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면 툰베리와 지구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녀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범죄와도 같

을 것이다. 그녀 뒤에서 행동하지 않고 단지 지지

만 보내는 것은 낭비나 다름없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보고서가 많다. 그것들을 읽지 

않는 것은 고의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

에게 투표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나는 많은 사

람이 그 과제의 거대함에 마비되거나 문제를 직접 

보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편안하거나 분명할지는 의문이다. 문제를 개

선하지 않는다면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인물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직 도를 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다. 우리는 약자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함께 싸우

는 바로 그 인간의 본능에 여전히 의지할 수 있다. 

꺼질 것 같지만, 희망은 아직 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유

일한 방법은 불가피한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문제

를 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다지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절망적인 시간도 

아닐 것이다.  번역 이원준 기자

Turning Points 2020

대런 애러노프스키는 영화 『블랙 스완』과 『더 레슬러』의 

감독으로, 프로토조아 픽처스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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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뉴욕타임스(NYT)가 개최한 ‘뉴 워크 

서밋(The New Work Summit)’에 참여한 경제

계 리더들이 기술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서 혁

신의 속도를 높일 때 동반하는 기회와 위험을 평가

하는 이 콘퍼런스에서 ‘기술업계가 AI에 대한 신뢰

를 심어주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

엇일까?’에 대한 리더들의 대답이다. 

 

* * *

애슈턴 B. 카터 _ Ashton B. Carter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국제문제연구소(BCSIA) 소장, 

제25대 미국 국방부 장관

2013년 미국 국방부에서 차관으로 있을 당시 나

는 군대에서 사용 중이던 자동화 무기에 대한 정

책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지침을 전쟁터까

지 적용했는데, 거기에는 AI의 도움을 받아 살상

용 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에는 인간이 반드시 관

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용등급, 징역형 부과, 사생활 등과 같은 사안에서 

AI를 상업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윤리의 나침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감에는 투명성이 요구된다. 평생 기술 개발에 

종사해온 나는 책임감을 위한 투명성은 반드시 

AI 알고리즘의 기술 설계에서 필수 요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나 엘 칼리오우비 _Rana el Kaliouby
어펙티바 공동 창업자 겸 CEO

오늘날 AI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 물론 AI

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는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기술과 상호작용을 할 

특별 대담: 
인공지능(AI) 어젠다에 대한 경제계 리더들의 혜안

CHARTING A COURSE: 
BUSINESS 

LEADERS SET 
THE A.I. AGENDA

전 세계의 전도유망한 경제계 리더 18인이 
직업의 신뢰성, 재교육, 미래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다채로운 계획을 밝힌다.
THE NEW YORK TIMES

애슈턴 B. 카터 Ashton B. 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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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의 감정의 모든 뉘앙스와 풍부함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라져버린다. 이는 신뢰와 소통을 구축

할 때 큰 장벽이 된다. 인간과 AI 사이에는 물론 타

인과의 사이에서도 말이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

는 것들을 앗아가는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까? AI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와 진정으

로 연관돼 있어야 한다. AI가 사회에서 새로운 역

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우리와 

AI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관계가 더 깊어

지고 더 개인적인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는 쌍방향이다. AI 역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동료가 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기술을 윤리적으로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AI가 인간의 핵심적 특징인 감정

과 표현을 이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니카 라스주크 _Danika Laszuk
베타웍스 캠프 제너럴 매니저

기술업계는 스스로 만든 기술 윤리를 한층 더 진

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AI와 5G 

기술의 성장은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체 

산업들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웹 기술은 더 민주적이고 더 안전한 인터

넷을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책임도 더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최근 합성배지

와 증강현실(AR) 도구의 부상은 흥미진진하면서

도 한발 물러서 관조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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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로 창조된 인스타그램의 모델인 릴 미켈라, 포트

나이트의 소비 세계, 알렉사처럼 인간이 아닌 도구

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일반화를 통해 

합성현실(SR)이 탄생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경험은 지능형 기계(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되고, 증강되고, 도전받는다.

트리스탄 해리스 _Tristan Harris
인간적기술센터(CHT) 공동 설립자 겸 사무총장

AI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사업 모델을 이해 당사자의 생태계에 맞춰 

조정하고, 위험과 위해 가능성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술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을 믿는 테크노 유토피안(Techno-Utopian)

들은 흔히 자애로운 AI가 실험실에서 신비롭게 불

쑥 튀어나와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상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들은 문제를 만든 회사의 비

즈니스 모델이 부정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어떻게 

위축되는지는 무시한다. 만약 페이스북이 지난 1

년 동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

는 잘못 조정된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야기된 피해

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도브 세이드먼 _Dov Seidman
LRN 창업자 겸 CEO

기업이 벌이는 사업은 이제 단순하지 않다. 기업의 

사업은 이제 사회다. 세계는 융합됐고, 우리는 중

립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이 무엇을 가능

하게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소프트웨어보

다 한 차원 높은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우

리의 가장 심오한 공유 가치가 이끄는 리더십을 통

해 윤리의식을 장착하는 ‘모럴웨어(moralware)’를 

확장하고 기술이 공언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일, 삶의 풍요로움을 강

화하는 일,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일,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일 등이 그러한 공언

에 포함된다. 이는 ‘사용자’와 ‘클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에 걸맞고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을 말이다.

딥 니샤르 _ Deep Nishar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선임 경영 파트너

AI 시스템은 인류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한다. 즉, 우리 인간이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줘야 한다. AI 시스템

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친환경 물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의사의 진료 결정을 돕고, 공장 생

산라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약물의 발견에

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의 전망은 두려움이 아

니라 낙관론이 돼야 마땅하다.

사라 멘커 _Sara Menker
그로 인텔리전스 창업자 겸 CEO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감이 있어야만 구축된다. 기

술업계는 한데 모여 지식재산권(IP)과 모델들이 학

습하고, 진화하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존

중하면서 동시에 투명성도 허용하는 틀을 만들어

야 한다. 투명성은 책임감을 갖추는 첫걸음이며, 책

임감은 특히 건강, 음식,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요

하다. AI가 변혁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메리디스 휘태커 _ Meredith Whittaker
AI 나우 인스티튜트 공동 창설자 겸 공동 사무총장

보이지 않고 검증도 안 되는 것을 신뢰하기는 어렵

다. AI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기

업의 기밀 사항 뒤에 숨어 있다.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가려진 백-엔드 프

로세스(사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되

는 과정)로 통합돼 있다. 고용자 결정, 보석금 수령

자 결정, 학교 배정 결정 등 AI 시스템은 사회적으

로 중요한 결정을 점점 더 많이 떠안게 된다. AI를 

포용하고 AI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대중에

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AI 기업들의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공개

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외

부 감사 및 시험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여기에 지

역사회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이 

사용할 경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

람들이 발언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러한 신뢰의 초석을 구축하려면 기술 커뮤니티의 

도브 세이드먼 Dov Seidman

딥 니샤르 Deep Nis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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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에

는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다. 규제의 필요성은 거의 

확실해질 것이다. 현재의 ‘출범·반복·이익’이라는 

산업 규범에 대한 주요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지

기 때문이다. 

아데나 프리드먼 _Adena Friedman
나스닥 대표 겸 CEO

속담에도 있듯이, 신뢰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

시장에서 겪은 경험은 투명성이 신뢰의 열쇠 중 하

나임을 입증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AI를 새로

운 역량을 나타내는 데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사

용된 입력 자료, 내부적 논리, 기계식 학습 도구의 

최종 산출물을 고객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유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신뢰

를 얻으려는 목적은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

정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이해

할 수 없는 새로운 마법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투

명성이 제공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이 인간

과 기계를 함께 활용하여 고객을 위한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된

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브리짓 반 크랠링겐 _Bridget van Kralingen
IBM 선임 부사장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 

기업, 교육자 간의 혁신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IBM은 채용 패러다임을 

바꿔 4년제 대학이 아닌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배

출되는 ‘새로운 기술자’를 수용하고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모든 직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실직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기업과 전문가에게 변화를 위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리드 호프먼 _Reid Hoffman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겸 대표 회장, 그레이록 파트너스 파트너

AI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AI의 결과물

이 인류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

AI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라 멘커 Sara Menker 아데나 프리드먼 Adena Friedman

메리디스 휘태커 Meredith Whittaker(왼쪽) | 트리스탄 해리스 Tristan Harri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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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험성은 억제하기 때문이다. AI의 안전성에

는 알고리즘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이 포함될 

것이다. AI의 안전성에는 기계 학습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구성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해하

는 기술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AI의 안전성이 확보

되면 기계 작동의 매개변수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

다. 업계는 AI의 안전성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세

상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데이비드 림프_David Limp
아마존 다바이시스 앤 서비시스 선임 부사장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회의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는 일은 흔한 일이다. AI가 딱 그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는 낙관론자다.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 

복지, 평등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믿을 수 없을 정

도로 좋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AI를 적용

해서 고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AI

를 실용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추상적이거나 불길한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

고 긍정적인 힘으로 보게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

다. 업계는 함께 모여 이러한 알고리즘이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사생활을 고려해서 구축되며, 

고객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

한 표준과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존 도노반 _John Donovan
AT&T 커뮤니케이션스 CEO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갖춰야 한

다. 기술이 AT&T의 많은 업무를 재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 문제

를 다루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업

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의 27만 명의 직원에게 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구축했다. 

우리 직원들은 2016년 이후 약 500만 건의 기술 

변환 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2018년 우리는 회사 

내부의 후보자들로 기술단과 운영단의 관리직 중 

68%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AT&T 외부에서도 이

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우리의 성공을 공유하고, 공공 부문 및 민간 부

존 도노반 John Donovan 리드 호프먼 Reid Hoffman

로런스 H. 서머스 Lawrence H. Summers 신디 미 Cindy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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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모두 협력하며, 미래의 직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시장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조언은 무엇일까?  

세바스찬 스런 _Sebastian Thrun
키티 호크 CEO

우리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기술은 기술업계가 

개발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찾

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다. 규제 당국, 

비정부기구(NGO), 노조,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수록,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더 좋

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AI나 여타 유형의 자동

화 기계들 때문에 직장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을 재

교육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제레미 킹 _Jeremy King
월마트 경영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내 대답은 간단하다. 지나치게 빨리 매니저(관리자)

가 되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경험

을 먼저 숙성시키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경력 초기에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위로 뛰어드는 

기술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

이 보유한 기술을 깊이 파고들 수 없었고, 어떤 경

우에는 심지어 관련 직무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

했다. 오늘날 훌륭한 리더란 기술을 갖춘 유능한 

리더를 말한다. 이러한 리더가 되려면 시간과 경험

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18살이고 오늘 고등학교

를 졸업한다면, 당신은 취업이 될 만한 사람이 되

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디 미 _Cindy Mi
VIPkid 창업자 겸 CEO

나는 오늘날의 학생들이 세계적인 사고방식과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양하기 바란다. 전 세계 사람

들과 연결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술을 통해 우리 

세계가 작아지고 있는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과 문

화에서 배울 기회가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을 이해해

야 한다. VIPKid에서는 아동들이 맞춤 학습과 이

러한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는 배려심을 풍부하게 

갖춘 교사들과 만날 때 세계 시민이 될 것이라고 믿

는다. 그러면 그들이 각자 속한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에반 스피겔  _Evan Spiegel
스냅 공동 창업자 겸 CEO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

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

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

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로런스 H. 서머스 _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 명예총장 겸 찰스 W. 엘리엇 유니버시티 교수, 

제27대 하버드대 총장 및 제71대 미국 재무부 장관 역임

21세기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조작하고, 이해하

고, 분석하고, 수집하고, 다듬는 능력이 개인과 조

직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

다. 고교생들에게 삼각법만 가르치고 통계는 가르

치지 않는 것이나 물리학은 가르치면서 사회과학

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딩도 중요

하지만, 코딩을 하는 이유인 정보 처리를 이해하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번역 김정한 기자

AI를 실용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추상적이거나 
불길한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보게 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에반 스피겔 Evan Spiegel

세바스찬 스런 Sebastian Th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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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성생활의 미래

THE 
FUTURE 

OF 
SEX 

LIVES 
IN

 ALL 
OF US

터닝 포인트: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섹스 로봇 하모니가 
2019년 시판됐다. 

Written by SAYAKA MU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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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종 섹스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한

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게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향수가 

강하게 느껴지는 세상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일본어로는 삐죽삐죽한 가

타카나 문자로 적히고, 종종 이성 간의 성교를 나

타내는) ‘섹스(sex)’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까지는 

나의 세계에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나

는 나 자신의 몸에 놀랐다. 

3살 때 내 몸속을 더듬어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

떤 곳을 더듬어보니 내 안의 물이 탄산으로 변해서 

거품이 일더니 갑자기 내 몸 전체에서 증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깊은 영향

을 미쳤다. 나는 이 이상하고도 멋진 발견을 ‘에피

(eppi)’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귀엽고도 신비한 느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무라타 사야카는 소설가로 일본 최고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편의점 인간』의 저자다. 이 기사는 지니 

태플리 다케모리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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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 들도록 꾸며낸 단어였다. 왠지 그 느낌에 어

울려 보이는 짜릿한 울림이 있는 단어였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만화 잡지에는 

독자의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글을 실어주는 칼럼

이 있었다. 나는 내 ‘에피’에 대한 글을 써야 할지 고

민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아직은 어른들에

게 내 몸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몸

에서만 시험해봤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 속에 존재

할지도 모르는)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몸속의 물이 탄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LIFE

가장 격렬한 꿈에서라도 누구도 겪지 못할 일일 것

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라면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이 놀라운 발

견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피부가 안팎으로 똑같고 한계도 없다고 

믿었다. 내 몸 안의 무한한 세계는 우주의 끝처럼 

신비스러웠다. 나는 모두가 함께 뛰어다니며 우리 

몸속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을 꿈꾸었다.

10살쯤 되었을 때, 나의 꿈은 무너졌다. 나는 우연

히 한 성인 잡지에서 독자들의 성적 경험을 실은 

칼럼을 읽었다. 같은 반 여학생이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한 어느 남학생의 글이었다. 이 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단 ‘에피’는 이미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

다. 또한 그 남학생이 묘사한 여중생은 믿을 수 없

을 정도로 감동적인 일을 한 것으로 존중받지 못했

다. 반대로 지저분하고 음탕한 전시 작품으로 취급

받았다. 나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여겨

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퍼졌다.

그 후 나는 세상으로부터 그 단어와 성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다. 내 안의 형체 없

는 보물을 찾는 모험은 끝장이 났다. 나는 내 피부

의 안팎이 똑같다고 믿는 것을 그만뒀다. 섹스의 

본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결정됐다고 느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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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건 섹스건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는 보

이지 않는 커다란 명령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품었던 나의 또 하나의 열성적인 꿈 역

시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나는 이야기 속에 사는 

허구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는 과학이 그 꿈을 실현할 것

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사람들이 만화영화 

속 남자 주인공들과 섹스를 하는 어떤 소녀에 대한 

포르노 영상을 조롱했던 것이 기억난다. 모두 그 

소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

라고 말했다. 단지 비참한 자위행위이며, 소름 끼

치고, 민망하고, 웃긴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명령은 계속 들렸다. 망상을 멈추고 살아 있는 사

람과 제대로 섹스하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순진한 

처녀처럼 행동하라!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음란한 

면을 보여주는 착한 여자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출산하라!

나의 사고 과정은 멈췄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쓰

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상한 도전을 계속했

다. 그들은 대지(大地)와 섹스를 했다. 또는 결코 

함께 섹스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 혹

은 궁극적으로는 섹스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그곳

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야카, 넌 어려. 그래서 이따위 글을 쓰는 거야. 

일단 네가 진정한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게 확실해. 넌 아직 어리고 아

무것도 몰라.” 두 일본 여자가 화를 내며 내게 말

했다. 모두 50대 후반이었다.

“끔찍하네. 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만약 

섹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

고 그래?” 이는 한 남자가 한 말이다.

“네가 이런 글을 쓰는 건 세상에 불만이 있어서야.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혹

시 어릴 때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묻기도 했다.

나는 그때 이해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면에서 두

려워한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기를 고집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 왔

던 보이지 않는 명령 뒤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처럼 생각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섹스’라는 말은 마치 때를 기다

렸다는 듯 감옥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것은 내게 뭔가를 상기시키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

기 시작했다. ‘에피’의 경우처럼 그것은 내 것이었

고 나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내 어릴 적 꿈이 이상한 방식으로 실현됐다

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때 꿈꿨던 신비로운 세

계에 이미 서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곳에 가 있었

지만, 가짜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에 정신

이 팔렸었다.

100년, 아니 1,000년 안에 사람들은 짝짓기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섹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세계

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몸을 탐구할지도 모

른다.

인간은 이상한 생명체이며, 우리는 미래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한다. 내게는 그것

이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속의 

다른 세계를 넘어 피부 속 한계 없이 퍼지는 기이

한 기적을 계속 재발견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

는다.  번역 박혜연 기자

성(性)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을 
거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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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의 악습을 타파하라

KICKING THE INDUSTRIAL 
AGE’S WORST HABITS
터닝 포인트: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인간이 전 세계 생태계에 끼치는 해악 때문이다.
Written by ANDREW MCA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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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과 그 뒤를 이은 동력기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제 고맙게도 컴퓨터와 그 파생 제

품들은 그 변화를 되돌리고 있다.

내가 ‘고맙게도’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증기 동력으로 시작되고 내연기관, 전기, 여

타 기술로 지속한 산업화 시대가 지구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

기 위해 우리는 해마다 지구로부터 더 많은 화석 

연료를 가져갔다. 또한 더 많은 금속과 광물을 파

내고, 더 많은 나무를 베고, 더 많은 경작지를 없

앴으며, 더 많은 물과 비료를 사용하고, 이 밖에도  

온갖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구를 이용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번영이 확대됐지만, 천연자원의 소비도 마찬가

지였다.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에 많은 사람은 지

구가 이 모든 팽창을 견뎌낼 수 없다는 점을 명백

하게 깨달았다. 결국 지구의 유한한 수용력은 억

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간의 욕

구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았다.

유일하고도 분명한 해결책은 이러한 욕구를 억제

하는 것이었다. (영구적이고 계속 심화하는 불황

을 승인한다는 의미인) ‘탈성장’ 철학을 자발적으

로 수용하거나 계획경제와 배급제도를 통해서 말

이다.

그렇다면 1970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까? 가스 배급 등 몇 가지 일시적인 규제를 제외하

면 대부분의 국가는 천연자원 소비 억제를 강요하

거나 지구를 위한 재화 생산 감축을 기업에 요구

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

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탈성장도 자발적

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1970년 이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세가 둔화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감

소하기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

제 성장과 인구 증가는 꽤 꾸준하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1970년에 비

해 3.5배 이상 성장했고, 같은 기간 인구 역시 약 

60% 증가했다.

그렇다면 천연자원 소비량도 틀림없이 기하급수

적인 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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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가 계속 성

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요 자원의 총사

용량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그 규모가 놀라운 수준이다. 미

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은 

2000년에 비해 철강 소비량이 15% 줄었다. 구리는 

40%, 금도 44%나 줄었다. 목재의 총사용량은 고

점 대비 1/3이 감소했고, 종이 역시 20% 줄었다.

농업과 같은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는 동

일한 사실을 확인 수 있다. 미국 작물의 총생산량

은 1992년 이후 2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비료

의 전체 사용량은 약 20%, 관개용 물 사용량 역시 

13% 줄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성장이 지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전보다 약 20% 성장했지

만, 2018년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에 비

해 0.26% 늘어난 데 그쳤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성취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을 자원 

소비로부터 분리했을까? 해답은 디지털 혁명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철도에서의 자재 사용량이 감소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철도업계에서는 통

계상 화물을 수송하는 유개 화차의 5%만 약정된 

날 운행이 가능했다. 이는 나머지 95%가 쉬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개 화차의 차주가 자기 차

량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

천 킬로미터의 선로와 수백 개의 화물 조차장에서 

유개 화차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철도회사들은 유개 화차를 감시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운용했다. 이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철도회사의 유개 열차가 철도 본

부로 복귀하는 것이 보이면 이를 전화나 전보로 

알렸다. 이 같은 방법이 비록 노동집약적이긴 했

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치에는 맞는 것이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인력은 미국 전역의 

차량을 추적하는 디지털 도구들로 대체됐다. 오늘

날 철도회사들은 먼 곳에 가 있는 자사의 자산인 

유개 열차의 위치를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여타 부유한 국가에서도 대규

모의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는 여전히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기 때문에 물질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곧 ‘탈물

질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

리가 지구를 더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

주의와 기술 진보, 이 두 가지의 힘뿐인가? 절대

로 그렇지 않다.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

듯이 환경오염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다. 

부정적 외부 효과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그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과 시장은 많은 것들을 훌륭

하게 잘 해내지만, 자발적으로 환경오염과 여타 

외부 요소들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환경오염이 야기한 심각한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

식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는 대응력 있는 정부라는 별도의 한 쌍의 

힘이 필요하다. 가령 20세기 초 나그네비둘기가 

멸종한 후 여러 다른 종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미국의 자연보호 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973년 자본주의와 

기술로부터 취약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

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주의, 기술 진보, 대중의 의식, 문제에 즉각 

반응하는 정부 이 4가지를 나는 ‘낙관론의 네 기

수’라고 부른다. 이들 4개의 기수가 모두 함께 움

직일 때 우리 행성에 미치는 해로움을 증가시키

지 않고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들 4

개의 기수 덕분에 우리는 경제 성장에 동반해 지

구를 황폐화하는 산업화 시대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그 파생제품들을 통해 작동

하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2차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나머지 3개의 기수도 필요하지만, 

오로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적은 것

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점점 줄어드는 천연자

원의 세계를 더 잘 항해할 수 있다.  번역 한상희 기자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앤드루 맥아피는 디지털 경제 전문가이며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수석 연구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더 적게, 더 많이(More From Less: The Surprising Story of 

How We Learned to Prosper Using Fewer Resources - 

and What Happens Next)』를 출간했다.

Turning Points 2020

기계 시대는 우리의 행성 
지구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이를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그 파생제품들을 통해 
작동하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2차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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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 후안 도밍고 페론 장군의 우아한 부인으

로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페론 치하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양

극화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의식을 장악했다. 

2007~2015년 키르치네르 여사의 대통령 재임 기

간에도 이와 유사한 분열이 벌어졌다. 이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대화

를 지배하고 있다.

에비타 때문에 키르치네르라는 한 여성에게로 그

렇게 오랫동안 권력이 집중돼 있었던 것이거나 그

녀가 아르헨티나의 현재와 얽혀들게 된 것은 아니

2019년 10월 27일 승리가 선언되자, 부에노스아이

레스의 ‘아베니다 9 드 훌리오(7월 9일 대로)’에 위

치한 10층 높이의 거대한 에바 두아르테 드 페론의 

기념 초상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났다. 이러한 광

경은 2015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

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처음이었다.

‘페론주의자의 기적’이 일어났다. 페론주의를 표방

하는 당이 야당으로 활동하던 4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다시 키르치네르 여사를 정치적 여왕으로 추대했

다. 그녀와 연관된 부정부패 사건이 11건이 쌓였음

에도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오랜 정적이자 친구이

기도 했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부통령

이었다.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아요」라는 오래된 

뮤지컬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에바 페론을 모델로 

한 것으로 팬들에게 알려진 노래다. 브로드웨이 히

트 뮤지컬 주인공인 에비타의 삶 이후 눈물, 드라

마, 아르헨티나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약 30년 전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GLOBAL POLITICSTurning Points 2020

아르헨티나에 떠오른 새로운 에비타

A NEW EVITA 
RISES IN

ARGENTINA
터닝 포인트: 

2019년 10월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이 
페론주의자 정당의 재집권을 선택했다.

Written by POLA OLOIXA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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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점은 분명하고, 키르치네르 여사는 주저

하지 않고 그것을 보여줬다. 두 여성 다 남편과 함

께 지위가 오르기 전에 야심 차고 활기찬 퍼스트

레이디로 출발했다. 대통령이었던 네스토르 키르

치네르를 남편으로 둔 키르치네르 여사에게 정치

는 그녀를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모두가 형

성한, 강렬한 개인적 여정이었다.

에비타 페론을 권좌에 오르게 한 도구는 그녀가  

자기 이미지의 중심에 두었던 배우자로서의 헌신

이었다. 에비타는 자서전 『라 라존 데 미 비다(‘내 

생의 임무’라는 뜻)』에서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페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비타는 여성에게는 결혼이 신성한 것이며 남편

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여성의 

화신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권력

을 잡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키르치네르 여사

의 우월적 태도에 가득 차 있다. 선거 운동 기간 그

녀는 이혼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전 주지사 마

리아 유제니아 비달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비교하

면서 멸시했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올해 출간된 회고록 『신세라멘

테(‘진심으로’의 뜻)』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

령과 그의 부인(둘 다 이혼하고 재혼했음)은 자신

들이 만든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고 썼다. 그녀는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마크리 대통령 부부와 비교했는데, 

키르치네르 부부는 2010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

최근 키르치네르 여사는 자신의 견해를 페미니즘

과 관련된 문제로 넓혔다. 거의 10년 동안의 대통

령 재임 기간 그녀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했다. 언

론에서 이른바 여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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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묻자 그녀는 “나는 페론주의자이지 페미니

스트가 아니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했다.

2015년 풀뿌리 여성인권운동 ‘니우나 메노스(‘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뜻의 아르헨티나 페미니

스트 운동)’가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의 증가에 항

의해 대규모 가두시위를 시작할 때, 키르치네르 

여사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니우

나 메노스를 야당의 한 세력으로 봤다고 썼다. 그 

후 2018년 니우나 메노스와 미투 운동은 둘 다 글

로벌 차원의 대중의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는 듯했

다. 마크리 대통령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

한 전국적인 논쟁을 열었다. 이번에는 야당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매료된 듯 보이는 키르치네르 여사

가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아르헨티나의 권력의 역학관

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이른 죽음으로 신화까지 더해진 에비타가 탄압받

는 사람들의 옹호자로 존경받는다면, 키르치네르 

여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회복력 있는 미망인, 

즉 키르치네르의 죽음과 부패 혐의, 증가하는 반

역자들의 목록에도 살아남았다는 매력을 공들여 

만들어낸다. 사실 대통령 당선인인 페르난데스는 

2008년 키르치네르 여사의 내각 책임자였지만 자

리를 떠났으며, 카르치네르 여사 없이 새로운 페

론주의를 조직할 때에는 그녀의 적이 돼 있었다.

한동안 페르난데스는 키르치네르 여사의 다른 정

적들과 함께 정치 집회와 TV 쇼에서 그녀와 그녀

의 세력을 비하해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라 세뇨라(‘숙녀’라는 뜻으로 키르치네르 

여사를 뜻함)가 쥐고 있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

다. 그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의 저소득층 밀

집 지역을 지지의 중심에 두고 유권자의 35%를 장

악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길 수 없다면 키르치네

르 여사 쪽에 가담해야 했다. 결국 페르난데스는 

키르치네르 여사의 반지에 입을 맞추러 왔다.

에비타처럼 연극의 대가인 키르치네르 여사는 작

가로서 자신을 재창조했다. 그것은 그녀가 역사

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최근 

‘신세라멘테’ 북투어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그녀가 책에 서명하고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키르치네르 여사의 세계는 악의 힘과 선의 수호자

들 사이의 싸움으로 형성된다. 그녀가 보기에 자

신은 과도한 법률과 법정에서의 박해에 대항하는 

싸움에 갇혀 있다. 부패 수사와 싸우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에비타와는 다른 신화적 지위를 

지닌 전사이자 인민의 옹호자로 그리고 있다. 그

것은 키르치네르 여사를 위해서, 그녀를 계속 권

좌에 있도록 설계된 갈등이다.

키르치네르 여사는 권좌로 복귀하면서 많은 장애

물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긴

급한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는 남편을 페론주의 순교자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점에서 키르치네르 여사는 에

비타가 아니라 후안 페론의 선례를 따랐다. 

고인이 된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키르치

네르 여사가 (정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거의 

종교적인 인물로 바뀌었다. 페론 장군이 한때 자신

의 아내를 우상으로 변모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다. 

“잘 가, 네스토르. 이제 내가 통치할게”가 키르치

네르 여사의 인사법이다. 이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번역 권영미 기자

Turning Points 2020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의 페미니즘은 
다른 여성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

폴라 올로익사락은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야만적 이론들 

(Savage Theories)』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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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름다움의 개념을 파악하고

자 애쓰며 그것을 정의해보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 스스

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가진 존재가 됐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단지 아름다움을 생각

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날개를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된

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

슨은 라파엘의 『그리스도의 변모(The Transfiguration)』

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잔잔하고 온유한 아름다움이 

그림 전체를 빛내고 곧바로 심장으로 향한다”고 썼다. 미

국의 팝 가수 리조는 자신의 곡 『마이 스킨』에서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더 크다”고 노래한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간절히 바란다. 비난하고, 

축하하고, 의문을 가지고, 부러워한다. 왜일까?

우리는 예술가, 과학자, 작가, 사상가들에게 이 간단한 질

문에 관한 답을 요구했다. 정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

움이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

음은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다.

예술가, 과학자, 작가, 사상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를 깊이 생각해본다. 

아름다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THE BIG QUESTION: 

WHY IS 
BEAUTY 
IMPORTANT 
TO US?

THE BIG QUESTION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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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밀라 자밀 Jameela Jamil

배우, 아이웨이(I Weigh; 몸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운동 주창자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가 계층 구조를 만들어 사람

들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지난 세기에 걸쳐 특정한 개인과 기업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

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불가능한 이상을 미화하는 것은 식품산업과 미용

산업의 근간이다. 또한 그 때문에 사회의 기준을 충

족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끊임없

이 움직이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

다도 인종적 특징은 우리가 원해서 갖춰진 것이 아

니다. 이제는 모두 눈이 째져 보이게 하려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눈꼬리를 치켜 올리고 다닌다. 피부 표

백 치료가 있는가 하면 살을 태우는 태닝 크림도 존

재한다. 

이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미의 개념이란 전 세계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영구적인 집착이다.

 

이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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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미테마이어(왼쪽)·폴 니클렌
Cristina Mittermeier(left) & Paul Nicklen
환경보호 사진작가, 

해양자원 보호 단체 시레거시(SeaLegacy) 창립자

현대의 마케팅 수법들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이 

신체적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 수년 동안 환

경 보존 사진작가로 지구를 횡단하면서 얻은 지혜

의 혜택에 힘입어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

는지와 더 큰 관련성이 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보내고,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우리의 행동을 모형화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

들이 상호 간에, 그리고 우리 지구를 통해 더 나은 

일을 할 영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름다움은 최신 화장법이나 패션 트렌드와 무관

하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지구를 

보호하는 행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생물의 종, 풍경, 원천적 지식이 눈앞

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이 고향의 연약한 아름다움

을 세상에 일깨운다. 

우리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

명체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자원을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다.

잭 포즌 Zac Posen

패션 디자이너

나는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아름다움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보낸다. 내 평생의 일은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나는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이를테면, 나는 정원 가꾸기

를 좋아한다. 나를 경외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꽃의 

모양과 색깔을 좋아한다. 내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 가운 모양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에워싸기 위해 선택

한 물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나와 같은 열정을 가

진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에 다소 익숙하다. 이 

때문에 자연에 있거나, 시를 통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방식이든 아름다움에 관여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움과의 상호 작용이 단독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같은 감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비범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다른 세계

로 가는 비자를 한꺼번에 갖게 되는 것과 같다. 흥미로

운 점은 아름다움은 단점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을 뿐이다.

 

아름다움은 우리 주변의 
비범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아름다움은 
최신 화장법이나 
패션 트렌드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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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블랙번 Elizabeth Blackburn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

과학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우

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든다.

아름다움은 때때로 자연의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 발

견될 수 있다. 앵무조개 껍데기의 패턴, 활짝 핀 유칼

립투스 나무의 색상과 섬세한 모양, 매우 신비롭고 광

대한 시각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망원경으로 보이

는 소용돌이치는 은하계의 모습 등이 이에 속한다. 

분자, 세포, 유기체, 생태계의 세계 등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역학의 복잡성은 때때로 우리의 상

상력과 경이로움에 말을 건다.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단순한 사상

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혹은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

성이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 보였던 것 안에서 

패턴을 드러내는 과학적 탐구 과정에도 아름다움

이 존재한다. 심지어 단지 4개의 DNA 뉴클레오타

이드(nucleo tide)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무수한 생

명체의 기초가 되는 공유된 유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패턴이 돼 있다는 사실에도 아름다움과 우아

함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름다움은 때때로 
자연의 가장 단순한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때가 
가장 살아 있는 때다. 

콘스탄스 우  Constance Wu

영화배우, TV 연기자

“섹스의 목적은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잘

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죠.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한 이성애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의 동성애 혐오증을 옹호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나는 잠시 말

문이 막혔다.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럼 오럴 섹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그러자 그가 재빨리 입을 닫았다.

생존이나 생산성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종 생산물’이 생의 목적인 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생물학적 함수로 전락시키려는 주장이 자주 들린다. 에너지나 상

상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동물들 대부

분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벌새가 꿀을 홀짝이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인지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예술, 음악, 시를 즐긴다. 새 모이통을 

만든다. 꽃을 심는다.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용하게 

돼 있지 않다면 그런 독특한 능력을 보유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인생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인 쿼크(quark: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본 입자)라는 단어조차도 원래 ‘아름다움(beauty)’과 

‘진실(truth)’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어떤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

리는 생물학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살아 있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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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이

고, 복잡하며, 고도로 개인적인 이상이다. 그것

은 평생 길잡이인 빛이 된다. 우리는 아름답다

고 생각하는 것을 갈망한다. 그 갈망은 쉽게 욕

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우리를 행동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 아름다움 속에는 열

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따라서 우

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충동이 된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생활에서는 종종 아름

다움을 육체적인 표현으로 다룬다. 하지만 아름

다움은 감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깊은 정신적 힘

도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아름다움은 무한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무엇

이 우리에게 가장 이치에 맞는지를 통해 그것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든다.

아주 많은 아름다움의 사례가 찬양과 존경을 

받으며, 인종·성·성적 취향·신조에 관계없이 

더 포괄적이고 더 다양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설

정된 시대에 사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

다. 개성은 아름답다. 선택은 아름답다. 자유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삶을 더 좋고, 더 

잘하고,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만드는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는 뮤즈(muse: 영감을 주는 요소)

다. 그 정의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단순히 더 많은 아름다

움일 것이다.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열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충동이 된다.

라자로 에르난데스(왼쪽)·잭 매콜로
Lazaro Hernandez(left) & Jack McCollough
명품업체 프로엔자슐러(Proenza Schouler) 공동 창업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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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여름날 해변에서 일몰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

리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사방으로 번진 오렌지빛 

색조가 수평선 위로 펼쳐질 때면 서서, 응시하고, 

침묵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태양은 어떤 색을 사용

할까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는 화가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과 연노란색으로 번갈아 물들이다가 마침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찬란한 흰

색을 발산할 것이다. 별안간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

분이 한껏 들뜨면서 작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우

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감정이 

충만한 세계로 이끌려간다.

소위 마법에 걸린 상태란,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의 

차이이며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차이다. 모든 

아름다움과 예술은 조화로움을 만들어 우리를 순

식간에 시간이 멈춰지는 그곳, 우리가 세상과 하나

가 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최고의 삶은 이런 것

을 제공해야 한다.

아름다움이라는 주문이 걸리면 우리는 원하는 것

이 더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풍부함이라는 대단히 

드문 상태를 경험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굳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 정확히 말해서 사랑이다. 사랑이

란 결국 우리가 아는 가장 친밀한 감정이다. 누군가

와 혹은 어떤 것과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는 감정은 

단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 

없다면 아예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다.

우리는 일몰, 해변, 테니스, 예술 작품, 토스카나, 

로키산맥, 프랑스 남부 등과 같은 장소와 사랑에 빠

진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에 빠진다. 

단지 인품이나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더 

나은 자아와 항상 알고 있지만 소홀해지는 사람들

과 우리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되고 싶어 하는 사

람들과 함께 말이다.

 

사랑이란 결국 우리가 아는 
가장 친밀한 감정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마음과 영혼을 바꾼다.

안드레 애치먼 André Aciman

 소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파인드 미』의 작가

르쉬마 사자니 Reshma Saujani

여성 코딩 비영리 교육기관 ‘걸스 후 코드(Girls Who Code)’ 창업자 겸 CEO, 

『완벽하려 하지 말고 용감해져라(Brave, Not Perfect)』 집필 

아름다움은 우리를 경로에서 멈춰 세울 수 있다. 우리에

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 아름다움은 완전한 혼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완

전한 명확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최고의 아름다움

은 마음과 영혼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들의 용기는 매우 아름답다. 이 모

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들은 

총기규제, 성폭력, 기후변화에 대한 열정적인 연설로 우

리를 눈물짓게 했다. 현재 상황에 도전했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나이는 많지만 반드시 더 현명하

지는 않은 세대들의 마음과 영혼에 변화를 줬다.

그레타 툰베리와 이스라 히시 같은 소녀들은 환경을 위

해 싸우고 있다. 걸스 후 코드 출신인 다이애나 크리스 

나바로 같은 젊은 여성들은 기술계에서의 직장 내 괴롭

힘에 대항하고 있다.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

인 로렌 호그와 흑인 인권운동가인 블랙 라이브즈 매터

를 이끄는 탄디웨 압둘라 같은 소녀들은 총기 폭력에 반

대한다. 

이들은 어리지만 현명한 소녀들이다. 이들은 관심이 있

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 군중의 카메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용기는 재정립된 용기다. 바로 그

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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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 누

가 주장하지 않겠는가? 해맞이, 눈 덮인 산, 폭

포, 야생화 등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

은 것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자격이 

있다.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달래주는 이 

장면들의 이미지는 모든 문명에서 가장 많이 재

현된 것 중 하나다.

물론 우리 인간들만 꽃에 끌리는 생물은 아니다. 

벌과 나비 역시 꽃들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벌과 나비에게 꽃이 필요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

해서다.

아름다움의 범주에서 반대쪽 끝에 있는 것은 파

충류였다. 파충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고질라, 검은 산호초의 괴물, 스타트렉의 

고른(Gorn) 등 공상과학 소설(SF)에서 파충류는 

수십 년 전부터 추악한 괴물들의 모델이 됐다.  

어떤 것에는 본능적으로 끌리고 또 다른 어떤 것

에는 혐오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땅을 달리는 우리의 포유류 조

상들이 파충류인 공룡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면 금세 잡아먹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봉업

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이 무해한 나비

가 침을 장착한 벌보다 더 아름답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혹은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

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평가에서 신체적인 위

해의 위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

험한 우주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아름

다움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한 감각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

름다움이란 것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가 궁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은 기껏해야 5개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오감을 모두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더욱더 감동적이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
Neil deGrasse Tyson
미국 천체물리학자, 미국 자연사박물관 관장, 

헤이든 천문대 프레드릭 P. 로즈 관장, 『천체물리학자의 

편지(Letters From an Astrophysicist)』 집필

아름다움은 감정을 전달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힘은 물론 집합성까지 갖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다. 그것은 우리의 각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오감을 모두 초월하는 아름다움은 더욱

더 감동적이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요리사로 일하면서 요리

를 통해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동안 아름다움을 

경험해왔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재료나 물체나 

생각이 아니라 부분의 합이라는 것을 레시피는 

보여줬다. 각각의 요리는 모양새, 맛, 온도, 냄새, 

일관성, 그리고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

만 그 모든 개별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가 진

정한 요리의 승리다.

2015년 우리 팀과 함께 밀라노에서 무료 급식

소인 ‘레페토리오 앰브로시아노(Refettorio 

Ambrosiano)’를 개점했을 때, 노숙자들에게 영

양을 공급하기 위한 임무에서 우리를 안내한 지

침은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는 예술가, 건축가, 디

자이너, 요리사들과 함께 따뜻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모든 사람에게 환대와 존엄성의 

제스처가 제공될 장소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한데 모았을 때 목격한 것은 공동체

를 건설하는 아름다움의 심오한 능력이었다. 환

영의 공간에서, 우리의 손님들은 자신이 되고 싶

은 사람을 상상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이 공간에서 아름다움

은 변신의 힘을 발휘했다.

‘영혼의 음식’을 의미하는 비영리 레스토랑인 레

페토리오 앰브로시아노를 방문할 때 가장 큰 인

상을 주는 것은 식탁도 의자도 벽에 매달린 그림

도 아니다. 낯선 두 사람이 빵을 찢는 즉흥성이 

아름다움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미소다. 그 순간의 

감정과 삶을 축복하며 방안을 채우는 힘이다.

마시모 보투라 Massimo Bottura

요리사, 비영리 식품 단체 ‘푸드 포 소울(Food for Soul)’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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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

잉태를 축복하는 노래와 함께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맨 처음 만나는 아름다움.

그다음 아름다움은 어머니의 목소리.

생명이 탄생하는 어머니의 주머니에선,

진동하는 피부 아래로 물결이 인다.

그다음 아름다운 건 아버지의 자상한 손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결을 느낀다.

그다음 아름다움은 어두운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흔들 목마를 비추고 소망을 듣는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운 게 정말 많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푸르디푸른 초록색보다 더 진한 초록색도

새벽녘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바람의 맛도,

아기의 입속에서 말없이 흐르는 옹알이도.

아기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도 받아먹는다.

다음의 아름다움은 

무사의 성지 아래 다급하게 심겨 있다.

그다음 아름다운 것은 아기 어머니가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한 쪽 찐 머리다.

그리고 불같은 그리움이 내면으로 파고들어 

아기가 여인이 됐을 때

몸에서 피어난 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마라.

그 이야기로 인해 아름다운 것에서 멀어지더라도,

삶의 시험에서 아름다움이 종종 

마음과 정신에서 멀어지더라도,

아름다움을 잊으면, 모든 것이 잔혹해지나니.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주변과 내부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우리가 행운목, 달, 그리고 

일출이 될 것을 깨닫는다.

이야기를 뒤로한 채 죽음도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심지어 뼈까지도 아름다워진다고,

시간은 말한다.  번역 김정한 기자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운 게 정말 많구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조이 하조 Joy Harjo

미국 시인, 아메리카 인디언 최초의 계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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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지배적인 스포츠에서 여자한테 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냥 가장 

뛰어난 선수가 이겼다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도 작년 브리티시 GT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첫 

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물음을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 승리 이후 나타났던 엄청

난 반응은 그 같은 성취가 드문 일이라는 점을 분

명히 드러냈다.

몇몇 다른 경험들도 나한테 비슷한 영향을 줬다. 

나는 여태까지 2번 이상 ‘이 주의 드라이버’ 상을 받

았다. 이것이 축하할 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타이틀은 관습적 아마추어 용어인 

‘이 주의 젠틀맨 드라이버’의 최근 업데이트 버전이

라는 인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했다. 

브리티시 GT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받은 블랑

팡(Blancpain) 시계 또한 남성 중심의 유구한 역

사를 담고 있다. 어쨌든, 레이싱 경기용 시계를 말

할 때면 폴 뉴먼과 그의 ‘롤렉스 데이토나(Rolex 

Daytona)’ 말고 다른 무엇이 떠오르겠는가?

나는 여태까지 나 자신이 남성 드라이버와 크게 다

르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레이싱과 전 세

계의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 성 평등을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은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

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할지 말지의 문제는 언제

나 표면 바로 아래에서만 부글거렸다. 최근의 추

세는 스포츠에서의 평등권 요구를 광범위한 사회

적 평등권 운동과 결합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나의 브리티시 GT 우승은 일반적인 것을 넘는 예

외였다. 사회 전체에서 성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

지지 않는 한 스포츠 세계에서 이는 변하지 않을 

일이다.

남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또 다른 영역인 농장

에서 자라면서 나는 항상 남녀가 평등하다는 점

과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어린 여자아

이가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큰 트랙터로 건초 꾸러

미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묘한 표정을 

짓고 어리둥절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것이 

성가시지는 않았다.

심지어 어린 시절 막내 남동생과 놀 때도 우리의 

장난감은 성별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나는 남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빌렸고, 남동생도 

내 것을 빌렸다. 또한, 대체로 우리는 함께 잘 어

울려 놀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상황은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 가져가는 토대가 된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성별이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배웠다. 만일 우리가 스포츠에서의 

평등 이전에 사회 전체에서의 평등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는 나중에 표준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여자 운동선수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포상하라

             DON’T SEGREGATE 
FEMALE ATHLETES. 
       CELEBRATE THEM.

터닝 포인트: 미국 여자 축구팀은 
올해 여름 여자 월드컵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거뒀다. 
또한, 이 승리로 인해 여성 스포츠에서 
남녀동등 임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Written by FLICK HAIGH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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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내가 모터 스포츠를 시작

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런 선입견을 품

지 않았던 이유다. 나는 그냥 모든 사람과 같은 이

유, 즉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또 한 명의 드

라이버였다. 나는 나를 크게 환영해주는 케이터햄

(Caterham) 레이싱 클럽에 합류했고, 이 팀은 나

를 최고 수준으로 존중해줬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서 이토록 개방적

이지는 않다. 포뮬러 원(Formula One) 그룹의 버

니 에클레스톤 전 최고경영자(CEO)는 포뮬러 원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견

해를 거리낌 없이 표현해왔다. 

다른 많은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

성 드라이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남성

한테 신체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편협하고, 성 차별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모터 스포츠는 힘이나 신체 사이즈가 아니라 체력

을 요구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할 이유가 전

혀 없다.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여성 리그를 따로 만들어 소위 말하는 ‘공평한 경

쟁의 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드

라이버와 더 많은 팬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신체 

특성상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여자아이나 여성들

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부족하게 하고 그들을 

북돋기 위한 인식도 부족하게 하는 더 큰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레이싱과 관련된 관계들을 피라미드로 간주해보

자. 엘리트 드라이버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아

이들과 열광적인 팬들이 맨 아랫부분을 구성할 것

Turning Points 2020

플릭 하이는 영국 카레이서로 브리티시 GT 챔피언십 프리미어 

클래스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다.

여성들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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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 영국의 16세 미만 인구 중에서 경주

용 자동차 운전면허인 카팅(karting)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의 92.8%는 남성이다. 

대중적이며 겉보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계인 

스포츠에서도 여성 참가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이 포뮬러 원에 진출할 확률이 희박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운이나 돈과 같이 필요

한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운 좋게도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 ‘트랙의 날’에 초대받은 적이 있

다.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나는 레이싱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하지만 20대 초, 내가 정말로 이 스포

츠에 입문했을 무렵 나는 내 주변의 다른 드라이

버들에 비해 매우 미숙한 상태였다.

학부모와 학교는 다른 스포츠, 음악, 춤을 위한 프

로그램에 후원하는 것처럼 카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레이싱 관리 기관과 단체들은 카팅을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

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정상에 있는 사람

들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는 

레이싱을 만들 엄청난 힘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아이들한테 스포

츠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 2018년 한 13세 소녀는 BBC와의 인터

뷰에서 자신이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

한테 레즈비언으로 불렸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

한테는 ‘남성 스포츠’로 간주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한테 성별을 이유로 동등한 기회를 빼앗아

서는 안 된다. 대신 무엇이건 간에 아이들이 흥미

를 키우고 그들이 발견한 것에서 영감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영국

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율이 34.6%에서 약 37%

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챔피언십 우승 후 나는 

경기가 있는 주말이면 전보다 더 많은 부모와 그

들의 딸들이 내 사인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녀들은 더 많이 잠재적인 롤 모델을 알아야 더 

많이 롤 모델처럼 되고 싶다는 포부를 품게 될 것

이다. 여성이 아직 모터 스포츠에서 최고 수준으

로 레이싱을 펼치지 않고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트로피를 받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기록을 

깨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우리의 업적과 야망을 

반영해 전진해야 한다. 이는 단지 레이싱에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스포츠 단체들은 현

시대를 이해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여성 운동

선수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싸우고 있고, 우리

는 여기에 머물고 있다.  번역 김서연 기자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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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쿤스 조각품 경매가 세계 신기록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가 1986년에 제작한 스테

인리스강(鋼) 조각 『래빗(Rabbit)』이 지난 5월에 

열린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911만 달러(약 

106억 3,228만 원)에 판매되며 경매가 세계 신기

록을 세웠다. 살아 있는 예술가의 경매 작품 중 최

고가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부친이며 

미술품 딜러인 로버트 E. 므누신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고객을 위해 이 조각품을 구매했다.

새로운 땅콩 알레르기 치료제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동의 땅콩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최초의 약의 승인을 권고했다. 2017

년 현재 미국에는 약 120만 명의 땅콩 알레르기 

아동 환자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생명을 위협

BIG TREND

Written by TRICIA TISAK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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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최초로 일어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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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이 새로운 치료제 ‘팔포지아(Palforzia)’

는 4~17세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땅콩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을 줄여 줄 전망이다.

애스턴 마틴 최초의 전기 자동차

세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제임스 본

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비밀 요원이 영화 속에서 몰

고 다니는 스포츠카를 제작하는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 애스턴 마틴이 지난 4월 상하이 오토쇼에

서 처음으로 전기차인 ‘라피드 E’를 공개했다. 32만 

6,000달러(약 3억 3,000만 원)인 이 차는 4초 만에 

속도를 시속 0에서 100km로 끌어올릴 수 있다. 최

고 속도는 시속 250km로 모든 자동차를 추적하기

에 충분하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금지법

샌프란시스코는 경찰과 여타 정부 기관들이 안면인

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기술의 남용 가

능성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

면인식 기술은 사법당국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

며, 소규모 범죄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

하는 데 이용돼왔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앞장서서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포착된 최초의 알비노 판다 

중국 쓰촨성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알비노 판다 한 

마리가 목격됐다.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최

초다. 중국 북서부에서 갈색과 흰색이 섞인 판다가 

관찰된 적은 있지만, 완전하게 흰색인 판다의 목격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LVMH 최초의 유색인 여성 대표 리한나 

리한나의 펜티(Fenty) 브랜드가 세계 최대의 럭셔

리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와 함께 

손잡고 패션업계에 합류했다. 이를 통해 이 예술가

는 많은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다. 그녀는 LVMH 

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브랜드 설립자이며 최초

의 여성 유색인 대표다. 펜티는 또한 LVMH의 후

원을 받게 될 소셜미디어(SNS)에서 명성을 얻은 

최초의 브랜드다.

멕시코 문화부 장관의 명품 브랜드 문화 도용 비난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멕시코 문화부 장관이 뉴

욕에 본사를 둔 명품 브랜드 캐롤라이나 헤레라의 

문화 도용 행위를 비난했다. 이는 캐롤라이나 헤

레라가 올해 초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수

와 독특한 무늬를 담은 리조트 2020 컬렉션을 공

개한 데 따른 것이다. 패션업계에서는 문화 도용과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가 직접 이 같은 싸움판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 공개

반세기 이상 과학자들을 요리조리 따돌려왔던 블

랙홀의 이미지를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공개했다. 4

개 대륙에 설치된 8개의 라디오 관측소가 참여한 

국제적인 노력 끝에 2017년 4월 10일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거대한 은하인 ‘메시에 87’에 

위치한 블랙홀이 관측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4월 

공개된 이 블랙홀의 이미지 조각을 종합적으로 맞

추는 데는 2년간의 컴퓨터 분석이 필요했다.

중국의 달 뒷면 착륙 성공

중국의 무인우주선 ‘창어 4호’가 1월 초 아직 수수

께끼 상태로 남아 있는 달의 뒷면 지형을 탐사하는 

임무를 띠고 달에 착륙했다. 이번 착륙으로 중국은 

두 번째 달 착륙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인도

가 실시한 또 다른 달 착륙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착륙선이 달 표면 2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통제 

본부와 우주선 사이의 통신이 두절됐다.

프랑스 최초의 여성 이맘 주관 이슬람교 기도회 

여성 이맘(이슬람교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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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스트라토론치(Stratolaunch)’가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에서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

명이 9월 남녀 혼성 집단 앞에서 기도를 주관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예배를 주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약 10년 전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여성

들은 더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교를 구축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북을 가리키는 그리니치의 나침반들 

36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진북과 나침반 북쪽이 나란히 정렬됐다. 지구에는 

지리적 북쪽과 자성의 북쪽 등 두 개의 북극이 있

다. 대부분의 경우 나침반은 진정한 북쪽을 가리

키지 않는다. 나침반은 그 대신 지구의 자기장 극

을 가리키는데, 이 극은 자성을 지닌 지구 내부의 

액상 핵 때문에 움직인다.

사상 최초의 미국산 쌀 중국 수출

중국의 한 민간 수입업자가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선 밸리 라이스(Sun Valley Rice)’

에서 약 40톤의 쌀을 처음으로 구매했다. 중국은 

2018~2019년에 거의 1억 5,000만 톤의 쌀을 생산

했으며, 세계 최대의 쌀 재배국이자 소비국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돼지 

2019년 포유류 생물학계에서 발표된 한 연구논문

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돼지종인 비사얀 워티 

피그가 도구를 사용했다고 기록됐다. 파리의 동물

원에서 한 암컷 돼지가 우리 안에서 막대기를 이

용해 울타리를 파고 있는 장면을 한 환경보호 생

태학자가 목격했다.

사상 첫 비행에 나선 세계 최대의 항공기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스트라토론치(Stra 

tolaunch)’가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

막에서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 227톤의 무게에 2

개의 기체를 지난 이 항공기는 비행 중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 첫 비행

에서는 로켓을 싣지 않고 비행했다. 스트라토론치

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인 

고(故) 폴 앨런이 설립한 회사다.

드론이 전달한 인간의 장기

특수 제작된 드론이 사상 최초로 기증받은 신장

을 전달했다 이 신장은 나중에 메릴랜드대 의학센

터에서 성공적으로 이식수술에 사용됐다. 드론은 

복잡한 관측 장비, 예비 배터리, 낙하산 등을 갖추

고 4.5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드론은 이식 

장기를 전달하는 데 이상적인 전달 시스템일 수 있

다. 하지만 사용이 일반화하기 전에 혼잡한 비행 

공간이나 연방정부의 규제와 맞서야 하는 등 극복

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에이즈 감염 쥐에서 HIV 제거 성공  

미국 연구원들이 사상 최초로 에이즈에 걸린 쥐에

서 인체 면역결핍 병원체(HIV)를 제거하는 데 성공

했다. 에이즈 치료법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준다. 이 

치료에는 레이저(LASER)라고 알려진 요법에서 항

레트로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후 쥐의 DNA에서 남아 있는 HIV를 제거하기 위

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용한다. 그 결

과 실험 대상 쥐 중 1/3의 HIV가 제거됐다.

밀크 초콜릿 아이콘 허쉬의 변신

세계적인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간판격인 초콜릿 바의 모양을 바꾼다. 

로고도 일정 기간 인기 있는 이모티콘으로 교체한

다. 허쉬는 1900년에 처음으로 초콜릿 판매를 시

작했다.

왕족 최초의 인스타그램 사용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3월에 처음으로 인스

타그램에 편지 이미지를 올려 공유했다. 이 편지는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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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여왕의 남편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조

부인 앨버트 공(Prince Albert)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1843년 런던의 과학박물관 전시물의 일

부였다. 

아프리카에서 출시된 최초의 말라리아 백신 

세계 최초로 안전성이 입증된 말라리아 백신이 4

월 말라위에 도입됐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3개국 

중 처음으로 이 획기적인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

다. 10건 중 4건에서 말라리아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난 ‘RTS,S 백신’의 개발은 1987년에 처음 이

루어졌지만, 대대적으로 배치되는 데는 30년 이상 

걸리고 7억 달러가 소요됐다.

일본과 캐나다에서  발굴된 새로운 공룡 화석 

2019년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두 종의 새로운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일본 홋카이도대학에 따르면, 연

구원들은 일본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오리 주

둥이를 지닌 새로운 종류의 초식공룡을 발견했다. 

캐나다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익룡이 발견됐다. 그 

학명은 ‘북쪽의 아이스 드래건’이라는 의미이며, 작

은 비행기 크기의 날개판도 발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 개방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종교적인 목적의 방문에 관심

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이 

보수적인 왕국에서 최초로 발급된 비자다. 이는 사

우디가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Turning Points 2020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대화와 사우디의 인권 

실태에 회의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은 사

우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검은 망토인 ‘아바야(abaya)’를 착용하

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스스로 삼가서 이 옷차림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인 NASA 우주 유영을 행한 두 여성 우주인

우주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와 제시카 메이어가 10

월 미국항공우주국(NASA)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로만 이루어진 우주 유영을 무사히 마쳤다. 이들은 

국제 우주정거장 밖에 있는 전력 컨트롤러를 복구

했다. 1978년까지는 여성들의 NASA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돼 있었다.  번역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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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일어났다. 

갑자기 나는 혼자만의 조용한 구석을 찾아 주저앉

아 울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한번은 내가 일하던 영화 촬영장에서였다. 우리는 

노래 부르는 장면을 찍고 있었고, 배우들은 에너

지가 충만했다. 모두 신나고 들떠 있는 분위기였

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상

GLOBAL HEALTH

퍼스펙티브: 인도 여배우 디피카 파두콘, 
왜 우울증 투병 사실을 공개했나?

PERSPECTIVE: 
INDIA’S DEEPIKA PADUKONE
       ON WHY SHE TOOK 
HER BATTLE WITH 
DEPRESSION PUBLIC
 2014년 발리우드 스타 디피카 파두콘에게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 
현재 그녀는 인도 내에서 우울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Written by DEEPIKA PADUKONE

Turning Points 2020

실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내 트레일러로 달

려가 욕실 문을 걸어 잠그고 틀어박혀 울기 시작

했다.

발리우드(인도 영화계)에서 배우로 경력을 쌓는 

동안, 나는 화려한 파티걸, 아름다운 여왕, 슬픔에 

잠긴 과부 등 다양한 등장인물을 연기했다. 하지

만 정작 나를 변화시킨 것은 실생활에서 내가 떠

맡아야 할 역할, 즉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

다. 내 상태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복의 길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2014년부터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

다. 그날은 2월 중순이었고, 나는 기나긴 하루 일

을 마치고 거의 기절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나

는 속이 텅 빈 느낌과 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잠

에서 깨어났다.

겉으로만 본다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여야 마땅했다.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4편에서 주연을 맡았고, 내 가족은 큰 힘이 됐으

며, 나중에 결혼할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 나에게

는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

만 나는 우울했다.

나는 항상 지치고 슬펐다.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

기 위해 행복한 노래를 들려주면 내 기분은 더 나

빠질 뿐이었다. 매일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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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됐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마침내 

‘살고 사랑하고 웃자(Live Love Laugh)’ 재단을 

설립했다. 

인도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하지만, 이를 

말하는 것은 대체로 금기시돼 있다. 2017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국에서 약 5,700만 명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 정부가 실시한 

2016년 조사에서는 흔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의 85%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으면서도 정

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하고 13억 인구가 있는 이 

나라에서 이는 극도로 우려되는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살고 사랑하고 웃자’ 재단은 인도

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오해를 줄이고 정신건강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는 공공 의료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 지원 프로그

램을 시작하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의사들과 제

휴를 맺고, 시골 지역을 전담하는 정신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아갈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

것이 우리가 재단 이름을 ‘살고 사랑하고 웃자’라

고 지은 이유다. 우울증에는 의학적 치료만큼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단체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도록 가

르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신이 약하고, 인간적

이며, 예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

로 우리는 실재한다는 것이다. 회복은 균형 감각

을 찾는 데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서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게 

솔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무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돌본다. 

우울증 재발을 염려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

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우울증을 대면하며 마음

과 몸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만든다. 하지만 내가 

다시 우울증을 겪는다면, 그것과 맞설 정도로 강

해져 있을 것이다.  번역 박혜연 기자

으로 느껴졌다. 그저 잠만 자고 싶었다. 잠들어 있

을 때는 현실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다.

몇 달 동안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괴로워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3억 명 이상이나 된다. 

그때 부모님께서 뭄바이로 나를 찾아오셨다. 부모

님이 머무시는 동안 나는 애써 괜찮은 얼굴을 했

다. 하지만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기 전 짐을 꾸리

자 나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왜 그러니?”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 했다. 어머니는 내

게 혹시 일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물으셨다. 내가 

남자친구와 사이가 괜찮은지도 물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다. 어머

니는 잠시 혼자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게 말씀하셨

다. “디피카, 내 생각에 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

한 것 같구나.” 

정신과 의사는 임상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렸다.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우울증이 당신의 병입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내가 무슨 증상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진단

을 받는 순간부터 나의 회복이 시작됐다. 

나 자신을 위해 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내 상태

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는 억지

로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다. 의사는 내게 약

을 처방했다. 수면, 건강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등 일부 생활습관을 바

꾸는 것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가 누구

인지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 

회복하면서 나는 내 경험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 어머니

를 제외하면, 왜 아무도 그 징후를 알아보지 못했

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기

를 꺼렸을까? 이러한 물음들 때문에 나는 내 상태

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하

는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읽고 혼자가 아니

라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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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카 파두콘은 발리우드 배우이며 ‘살고 사랑하고 웃자’ 

재단의 설립자다.

우리 팀과 나는 인도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

을 만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힌두스탄 타

임스와의 인터뷰와 국영 TV 출연을 통해서 나의 

우울증을 알리기로 했다. 그때가 2015년이었다.

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일로 영화 배역

이나 제품 광고를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저 솔

직하게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물론 약간

의 불안감은 있었다. 몇몇 사람은 이것이 홍보성 

연기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 병에 대해 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내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

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자체가 가장 중

요한 문제였다.

다행히도 나는 많은 응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행사장, 영화관, 스파 등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은 자신이 겪는 정신건강 고통을 나와 나누고자 

했다. 마치 옷장 뒤에 숨겨뒀던 우리만 아는 비밀

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수록 아직 이것으로 끝나

우리는 자신이  약하고, 인간적이며, 예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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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의 아티스트가 돌아본 2019년

THE YEAR 2019, 
AS SEEN BY FIVE ARTISTS

2018년 여름, 나는 미국의 기후 변화와 현재 상황과 관

련된 불안감의 무게에 압도됐다. 그 순간 내가 두려워

했던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심했다. 내

가 느끼는 두려움 중 일부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

게 되자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그 결과물들이 내 통제

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2019년 2월부터 여성들이 공포 목록을 낭독하면

서 모유를 짜내는 멀티캐스트 비디오 프로젝트인 『모

유 빚(Milk Dept)』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LA와 홍콩에 사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모았다. 프로젝

트가 계속되면서 나는 멕시코와의 미국 국경 근처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고 싶어진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아이들이 모유 때문에 어머니

에게 영원히 빚을 진다는 중국 불교에서의 사상을 나

타낸다. 모유는 신체가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호르몬

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생성된다. 옥시토신은 사랑

에 빠졌을 때도 만들어진다. 『모유 빚』은 우리를 우리

의 역사와 지구에 결속시키는 매개체다. 상환이 불가

능한 빚이다.

옆의 사진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에서 촬영된 『모유 

빚』 퍼포먼스의 일부에서 발췌한 3개의 비디오 화면이

다. 이날 100만 명에 가까운 홍콩 시민들은 평화적 행

진을 통해 범죄인 중국 송환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범

죄인 인도법’에 항의했다. 이 퍼포먼스는 공연자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대중연설로 전달하고, 다시 그들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의식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이 기후변화, 정부 정책, 자원 부족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포용

적이고 동정적이며, 우리 세계에서 의미를 만드는 방

법을 찾는 일은 필수적이다.

패티 챙

모유 빚 | 2019년 작

패티 챙은 예술가로 공연, 영상물 제작, 집필, 설치 활동 

등을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고 있다.나는 이 도시에서 좀비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언어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내 자신도 몰라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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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 포인트: 예술가 다섯 명에게 질문했다. 
자신의 작품 중 2019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고를 수 있는가? 
그 작품은 2019년을 어떤 식으로 상징하고 묘사하는가? 
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나의 지도교수였던 그레그 보르도위츠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의 정치는 무엇인가?”라고 묻곤 했다. 그의 의

도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관계

와 권력 구조를 협상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 작품 활동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아 그 사

람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몇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포

함한다. 이들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를 관찰하고 

나와 잡담을 나누는데, 내 해당 작품의 창조를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때때로 내 노트북으로 영

화를 보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나는 모델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

래서 아마도 그림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닮았을 것이다. 대

부분의 경우 모델들과 만나는 것은 재미있지만, 어려운 

정치적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있다. 우리 각자가 취약해

지는 순간이다.

지난겨울, 나는 런던 지하철의 ‘아트 온 더 언더그라운드

(Art on the Underground)’로부터 브릭스턴역에서 작

품을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그곳

에서 빅토리아선의 직원 15명을 그렸다. 그중에는 청소

직원, 열차 승무원, 역 관리직원 등이 있었다. 이 모델들

은 모두 나에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했다. 강력한 주장도 있었고, 가벼

운 의견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동정

심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얼굴

을 붉히거나 눈썹을 찡그린다면, 그들의 바디랭귀지에서 

이 같은 취약성을 감지하고 브렉시트가 그들에게 드리

운 전조가 무엇인지 직관할 수 있다.

우리가 잡담을 나누고 내가 모델의 피부색에 맞춰 물감

을 섞고 있는 동안, 나와 모델들은 마치 서로 간의 관계

를 조절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일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림은 이 

더디고 누적된 시간 기록부를 통해 기록된 일종의 충성 

서약문이 된다.

개방성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치

는 보통 구조적인 기관의 거시적 수준에서 논의되는데,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의 정치적 

현실을 겪었다. 하지만 정치는 또한 우리가 타인의 관점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서 일어난다. 즉, 미묘

하게, 참을성 있게, 일대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적

인 순간에 말이다.

알리자 니센바움

런던 지하철: 브릭스턴역과 
빅토리아선의 직원들

2019년 작

알리자 니센바움은 관찰화의 집중적 

관심을 이용해 거주와 취업 허가증이 없는 

남미계 이민자들과 여타 독특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초상화를 그린다.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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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 나는 『화재(미국) 2』라는 제목의 대형 작품을 제

작했다. 벽면에 손으로 직접 그려서 연기 자욱한 곳에서 솟

아난 모양새로 연출한 미국의 지도 모양에 맞춰 고체인 숯 

재료를 배열한 이 작품은 한 나라가 타오르고, 몰락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번 작품에는 멕시코가 지도에 다시 포함돼 있다. 그 크기

가 매우 거대해서 구원자 같기도 하고 유령 같기도 한 존재

가 미국 전역에서 어렴풋이 보이다가 우주로 서서히 사라

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재구성했다.

이 새까맣게 그을린 이미지를 보면 관람객들은 미국의 사

회사를 심사숙고하고 의구심도 갖게 된다. 오직 여기서만 

우리는 ‘미국(America)’이라는 용어를 단수 형태로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 서반구의 나머지 지역 전체에서는 이 용어

가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인 ‘the Americas’로 사용된다.  

19세기 미국은 멕시코를 침공해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게 된 조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미국은 남미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쿠데타를 지지해왔다. 이를 통해 우익 단체들을 

군부로 만들고, 선거와 내전과 혁명에 개입하고, 전쟁과 학

살과 폭력에 불을 붙여 씻을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위태로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망명

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다. 1930년대에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180만 명의 멕시코 주민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 60%는 합법

적인 시민들이었다. 미국 역사 속의 이 같은 이야기는 많은 

미국 시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예외적인 기억상실증 때문에 2019년 8월의 엘파소 대학

살, 현재 진행 중인 이주민 가족 사냥과 감금 및 격리 등 이 

나라의 증오스러운 반이민 및 반남미 정서가 교묘하게 형

성되고 가능해졌다. 나는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명의 후안 곤살레스의 

책에 바탕을 둔) 『미국 라티노의 역사(Harvest of Empire)』

를 보라고 촉구한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의 남미에 대한 개입과 오늘날의 이민 시

스템의 부당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집단적

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

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스는 시각 예술가이며 

맥아더 펠로(MacArthur Fellow) 상 

수상자다. 그녀의 작품은 식민주의, 

역사, 폭력, 권력과 경관 사이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들이다. 그녀의 직업 

경험을 회고하는 『테레시타 페르난데스: 

엘리멘탈(Teresita Fernández: 
Elemental)』은 2020년 2월 9일까지 

페레즈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스

화재 | 2019년 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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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의 수많은 전시회가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했다. 

나는 그중 몇몇 전시회에 참여해 이 인류의 업적을 부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하면 달 착륙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

응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 당시 우리가 가졌던 다음과 같은 질문

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실

재인가?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 인간이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뉴욕은 나의 꿈과 욕망의 장소였다. 나는 여덟 

살 때까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랐다. 올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옥상에서 뉴욕의 상징적 스카이라인으로 틀을 맞춰 설치한 『파라

피보트』를 보는 것은 내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광경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박물관 옥상

의 전망 좋은 위치에서 볼 때, 주변의 고층 건물들은 연극 무대의 

배경처럼 기능한다. 마치 탑 꼭대기에서 각각의 돌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며 ‘파라피보트’의 ‘세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다. 이는 환상적이고 다소 불안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 건물들과 그것이 대변하는 막대한 자금이 세계 경제를 불안하

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50년 전의 달 착륙과 

마찬가지로 나는 서구세계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대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번역 김정한 기자

나는 할렘에 있을 때면 유령들 사이를 걸어 다닌다. 어릴 적부

터 유령들과 알고 지냈다. 거기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곳은 언제나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

만 할렘은 점차 고유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혹은 최소한 내

가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있던 그 모습과도 닮지 않았다.

물론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할렘처럼 잘 알려진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의 공동체가 변화를 통해 가시적이고 중요한 역사

의 조각들을 점차 잃기 시작한다면, 변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을까? 그러한 변화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할렘 거주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1970년대 내가 처음 할렘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그곳

의 대형 교회들은 신도가 번성했다. 좌석은 만원이었고, 긍정

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도 풍성했다. 이제 관광

객들의 등쌀에 시달리는 이 교회들은 텅 비어 있다. 신도들이 

줄었거나 교회 유지 비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목사와 교구들은 부동산개발업체에 교회를 매각하고 있다. 부

동산개발업체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별도의 입구를 마련한 아파트 건물 안에 

교회를 두고 신도들을 수용하기도 한다.

2019년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10년이 펼쳐지면서 이 할렘의 운명

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세계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과 만연한 

부동산 개발로 인해 혜택과 위협을 동시에 받는 미국의 또 다른 

할렘들, 흑인들의 도시와 유색인종들의 도시는 어찌 될 것인가? 

이 같은 커뮤니티들이 고유의 영원한 유산으로 이어오던 다양

한 사회적·문화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의 도시 지역은 단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 

도구로 기능하면서 감각을 마비시키고 상업적으로 추진되는 

동질성에 굴복할까?

알리샤 크바데는 1979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댈러스 

컨템포러리’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MIT 리스트 비주얼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인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알리샤 크바데

파라피보트  |  2019년 작

다우드 베이는 현재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진작가이며 맥아더 

상을 받았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들은 현재 흑인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그의 작품의 

회고전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개막된다. 애틀랜타와 

뉴욕에서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우드 베이

여행자들, 아비시니안 침례교회  |  2019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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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 
여성 셰프의 위치는?

OUR 
PLACE 

AT 
THE 

TABLE
터닝 포인트: 2019년 미쉐린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을 받은 
프랑스 레스토랑 가운데 

여성 셰프가 운영하는 곳은 11개였다. 
미쉐린 가이드 역사상 
프랑스 여성 셰프들이 

가장 많은 별을 받은 해였다.

Written by DOMINIQUE CRENN

098-099 Our Place at the Table-ok.indd   98 19. 12. 23.   �� 9:49



99 Turning Points 2020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나는 스무 살이 채 안 됐을 때 문득 깨달았다. 성

공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모국인 프랑스를 떠나

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내가 프랑스를 떠나온 이유에 

호기심을 표했다. 이유는 2가지였다. 먼저 내 모국 

프랑스는 야심을 품은 셰프들의 오랜 목적지이자 

미식계의 중심지다. 내가 미국으로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 프랑스풍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연 것도 사람들이 내가 왜 굳이 모국을 떠났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하지만 내가 고국을 떠난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이

유가 있다. 한 여성으로서 프랑스에 머물렀다면 나

는 미국에서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여성들은 당시 고급 레스토랑을 열거나 주방장을 

맡는 일이 없었다. 미식에 대한 진지한 야망을 품

은 여성들은 있었지만, 프랑스는 미국처럼 그들에

게 마음껏 꿈꾸게 해주지 않았다.

나는 미국에서 여성들이 셰프로서 성공하고 있는

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열심

히 일하면 꿈을 이룰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믿었

다. 사실 나는 프랑스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직업적인 목표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셰

프가 되기 위해 배우고자 했다. 스스로 주방을 운

영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한계

와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프랑스를 

떠났다.

30년 전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은 유별나지도 않았고 

드물지도 않았다. 나는 특별히 프랑스가 과거에 얽

매여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 

산업을 과거의 유물이라고 여긴 것도 아니다. 경험

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다. 이 같은 현실은 

더 넓은 세계의 식탁이 여성을 원하고 있는지 확신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여성 셰프들이 요리 무대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창의성과 재능으로 세

계적인 찬사를 받는다. 나는 20대 여성 동료들이 

내가 과거 부딪혔던 한계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성공

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접근성 문제가 아니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남성 동료들에게 힘들다

고 하면 약함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러지 않았다.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와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지지를 양

분으로 삼았고, 도전은 더 나아질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고 믿었다. 요리 세계에서 내 길을 개척하며 

나는 내 역할 모델도 찾았다.

지금 나는 다른 이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 나는 세계 정상급 요리사들과 함께 일

할 기회를 얻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과 어

깨를 나란히 했다. 그리고 현재 요리에 재능이 있

는 많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내 레스토랑

에서 배우면서 일하고 있다. 내게는 차세대 요리 거

장을 지켜볼 특권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나를 

역할 모델로 삼을 것이다.

나는 다른 업계에도 손을 뻗어 사람들이 자기 꿈

을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젊은 여성들에

게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하는 또래 여성들의 모습

을 보여주며 동기를 유발해주기도 한다.

오늘날 나를 가장 절박하게 만드는 도전은 바로 건

강이다. 2019년 초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이 공개된 이후, 나는 이 질병이 가져온 신체적·감

정적·심리적 피해에 관해 이야기했다. 질병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도 말했다.

암은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지만,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기도 했

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내 경력을 되돌아볼 때, 

숨을 고르고 지난날을 반성하는 능력은 내게 신기

하게만 다가왔다. 그렇게 나는 의지를 다시 불태우

고 새로 열정을 가질 대상을 찾았다. 바로 나의 생

존이다. 물론 여전히 나는 슬픔과 혼란의 순간들을 

접한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겐 눈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힘이 있다.

그리고 내게는 멘토들이 있다. 그들은 내 주방에서 

일한다. 매일 그들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격

려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가 완전히 회복해서 주방으로 돌아와 차세대 여성 

셰프들을 계속 지지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다.  번역 강민경 기자

도미니크 크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셰프다. 

레스토랑 ‘아틀리에 크렌’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 3개를 받은 첫 여성 셰프가 됐다.

다. 가족 부양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늘 

어렵고, 성추행 사건은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여자

가 요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일은 버텨낼 수 없다는 편견도 존재한다.

1990년 내가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요리계에 입성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요리계에 있어야 할 이

유를 증명해야 했다. 나는 순수혈통은 아니었지

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웠다. 듣고 보면서 실력

을 키웠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

술을 빠르게 익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

다. 그래서 나는 둘 다 했다.

나는 주로 남자들과 함께 일했다. 그래서 힘든 시

기나 육체적인 피로가 밀려올 때 얘기를 털어놓을 

여성 셰프들이 드디어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리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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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는 데도 말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은 

금융, 에너지, 혹은 광산업계에서 안정적인 월급

쟁이가 되는 신중한 일을 한다. 창업가 정신은 몽

상가나 떠벌이는 말이다. 전통적인 직업을 유지하

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창의적이기는 하나 허접스

러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는 문제를 기회로 여기는 

굶주린 몽상가인 이러한 창업가가 만들어낼 것이

라고 믿는다. 2017년 만났던 젊은이들의 눈을 통

내가 아프리카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2017년이

었다. 경제 성장을 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

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무역개발 콘퍼런스

의 특별 자문위원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홍

보 자격으로 케냐와 르완다를 찾았다. 

아프리카에 대해 꽤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

엇을 접할지 감이 좀 잡힌다고 생각했다. 내가 편

하게 느끼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익

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느끼는 감정이 생길 것이라

고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여행을 할 때마다 젊은이와 창업가를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아프리카인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꿈을 들으면서 알리바

바를 시작했던 2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창업가가 미국에서처럼 

칭송받는 직업이 아닌 것이 대부분임을 알게 됐

다.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창업가가 점점 긍정적인 

GLOBAL BUSINESS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이곳의 창업가들이 대륙의 미래를 
새로 쓸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Written by JACK MA

Turning Points 2020

다음 디지털 혁명을 이끌 아프리카 창업가들 

AFRICAN ENTREPRENEURS 
WILL DRIVE 
THE NEXT 

DIGIT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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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는 아프리카 영웅들의 미래를 봤다. 그리고 

그들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

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프리카는 급격하게 변할 태세다.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겪고 있다. 우리가 목격한 혁명 가운데 가

장 변혁적이고 포괄적인 기술 혁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출

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모바일 기술과 인

터넷으로 모든 사람의 손안에서 수많은 제품과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생겼다. 디지털 혁명은 대

단하고 폭넓은 경제적 번영을 아프리카에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

능하게 만들 기업을 탄생시킬 디지털 창업가들이 

필요하다. 

비관론자들은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가리키며 디

지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확고한 인프라는 새로운 세상

에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극복할 

유산이 너무 많아지기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1999

년 중국에서는 인프라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

시 중국 인구는 막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낮았

으며 소매, 물류, 금융업의 인프라는 낙후했다. 하

지만 겨우 20년 만에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880만 명에서 8억 5,000만 명으로 급증했다. 1인

당 국민소득은 800달러에서 9,000달러로 늘었고 

전자상거래 매출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알리바

바 생태계만 해도 중국에서 책임진 고용이 4,000

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 시골 지역의 전자상

거래 매출은 970억 달러를 넘겨 거의 7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나는 아프리카가 심지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

다.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프라 부족은 이점

이 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성공을 위한 다른 

요소들도 있다. 13억 인구의 40%가 16세 이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10개국 가운

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가 번영하려면 이른바 4가지 ‘E’를 도

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E는 창업가

(entrepreneurs)다. 기존의 아프리카 기업 경영

자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줘야 한다. 

창업가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한

다. 억만장자나 거대한 기업공개(IPO)를 찬양하

라는 말이 아니다. 포괄적인 성장을 이끌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중요하다

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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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은 대단하고 
폭넓은 경제적 번영을 
아프리카에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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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근 우리 재단은 아프리카 인터넷 창업가 

상을 매년 주기로 했다. 올해 첫 시상을 위해 우리

는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창업가 탐색에 나섰다. 

1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신청했고 그 가운

데 10위까지의 후보자가 방송에 나와 심사위원들

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홍보할 기회를 

얻었다. 또한, 상금과 더불어 멘토링과 트레이닝 

기회도 생겼다. 3명의 우승자인 기와 투보순, 크

리스텔레 퀴제라, 오마르 사크르 박사는 세계 최

고의 전도유망한 혁신가들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환상적인 창업가들을 

보상하고 지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를 원했다는 점이 더 중요

하다. 

다음 두 가지 E는 전자(e)정부와 전자(e)교육으

로, 창업가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

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프리카가 디지털 경제 성

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술적으로 능숙

한 정부가 필요하다. 또한, 아프리카 창업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훈련과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도 내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알리바바 비즈

니스 스쿨은 유엔 무역개발 콘퍼런스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트레이닝 프로그램 ‘e창업자 펠로십’

을 만들어 젊은 아프리카 창업가들에게 번창하는 

e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한다. 정

부 관리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변하는 기술 환경을 

잘 헤쳐나가도록 돕는 유사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도 시작했다. 

또한, 알리바바 비즈니스 스쿨은 2018년 르완다 

정부와 공조해 교육자들이 다음 세대의 르완다 창

업가들을 교육할 준비를 위한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들을 실

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E는 전자(e) 인프라로서 다른 모든 E를 뒷

받침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

가 필요하다.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물류, 결제라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세워질 수 

있다. 

2년 전 첫 아프리카 방문 이후 기회만 되면 이 장

엄한 대륙을 더 탐험하고 더 많은 창업가를 만나

러 뛰어다녔다. 아프리카 대륙 전 국가를 방문하

는 것이 나의 목표다. 갈 때마다 아프리카의 창업

가들이 이 대륙의 미래를 새로 쓸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며 돌아온다. 

아프리카 창업가들을 도울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 초기 내

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수단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가르친 것처럼 어떤 창업

가도 혼자 갈 수는 없다. 정부, 교육자, 벤처 자본

가, 산업협회, 창업 육성가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우리가 모두 창업가들을 지원하려고 함께 일한다

면 아프리카는 혁신과 성장의 허브, 나아가 글로

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번역 신기림 기자

Turning Points 2020

잭 마(마윈)는 알리바바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회장이며  

잭 마 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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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치 무투는 뉴욕과 나이로비를 오가며 활동 중이며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화가다. 그녀의 최신 작품은 

‘2019 휘트니 비엔날레’에 등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일련의 조각품들이 공개됐다.

죽음은 궁극적인 목적지다. 요가에서의 ‘샤바사

나(Shavasana) 자세’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팔을 몸에서 약간 벌린 채 바닥에 등을 대

고 누워 있는 모습이다.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시

신들을 포함해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시체를 많이 

그렸다. 

이 시체들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힘의 이익을 초

월해 우리 사회의 주변부와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키는 깊은 고통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수년간 여성의 신체를 그려 우리가 전 세계

에서 자주 직면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위기

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보여줬다.

『샤바사나 2』는 폭력적인 죽음의 연약함, 예측 불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

치는 방식 등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 작품은 2018

년 7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발

생한 흑인 여성 니아 윌슨의 피살 사건에 관한 기

사를 읽은 직후 착상된 것이다. 

2019년에는 잔인성이 더욱 심해졌다. 성전환자 

살해나 생물학적 성에 불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 21건의 피살 기록을 읽었다. 피살된 사

람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색인종이었다. 

나는 그러한 뻔뻔한 폭력이 우리의 집단적 인간성

과 동정심의 심각하고 끔찍한 상실감을 나타내는 

징조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러

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전해지거나 공

공의 애도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모

두 자신도 동일한 무늬의 매트 같은 샤바사나 아

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번역 김정한 기자

월드 아웃룩: 
우리 모두를 해치는 성차별에서 비롯된 폭력

WORLD OUTLOOK: 
GENDER-BASED VIOLENCE 

HARMS US ALL
한 유명 작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예측불허의 폭력적인 죽음을 직면할 때 

발생하는 집단적 인간주의의 실종을 꼬집는다.
Written by WANGECHI MUTU

나의 시체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와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키는 깊은 

고통을 지적하는 것이다. 

103 ART Turning Points 2020

100-102, 103 African Entrepreneurs, World Outlook-ok.indd   103 19. 12. 23.   �� 9:51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104POLITICSTurning Points 2020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

제21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 정치지형 향배의 분수령

글  정치부 최종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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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

두고 각 정당의 총선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총선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변

화를 줄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

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했던 더불어민

주당이 그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보수 진영의 대

반격이 성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

한 평가적 성격이 짙다. 총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

의 국정 동력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

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한 탓에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된다.

여야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 

이번 총선은 출범 4년 차인 문재인 정권의 집권 후

반기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

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

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개혁 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조

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당 내부에서도 총선 패배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등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각종 민생·개혁 과

제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이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현안을 힘 있게 풀어가려면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유

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야권은 국민들의 ‘정권 심판’ 정서를 자극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행정과 지방 권력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입법부마저 민주당이 휩쓸면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제21대 국회 시작

부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이 2년 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

고 있는 만큼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안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은 3연패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최악의 경우 당의 존립이 불

2016년 4·13 총선 당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유세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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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상황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여권이 주장하는 ‘국

정안정론’과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할지가 관건이다. 대체로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 ‘정권 심판’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야권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정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 캐스팅보트 충청, 호남 민심도 관심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가장 많은 

의석이 몰린 수도권이다. 수도권 민심은 여론의 동

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역대 선거마다 5% 안팎

의 득표율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박빙의 승부처가 

많다. 특히 수도권의 표심은 영·호남과는 달리 특

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선거 때마

다 제기되는 각종 이슈에 따라 요동친다.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간 선거에서 수도권의 표심은 전체 선거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수도권 선거 결

과에 따라 제1당이 결정되는 만큼 여야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에 여야 모두 수도권을 

최대 승부처로 삼고 승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

으로 예상된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충청권의 결과도 관심거리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

에서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역할을 해왔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가 각종 선거에서 충청

권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에 충청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아울러 호남 민심의 선택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호남을 싹쓸이했다. 국민의

당의 대약진은 기존 거대 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다

당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졌고, 민주평화당 역시 찢어지는 등 호남 정치

권도 극심한 변화를 겪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21

대 총선에서는 호남 민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

다. 당장 제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완패한 민주

당의 선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제20대 총

선에서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으나 

지금은 각자도생에 나선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PK(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자유한국당의 초강세 지역인 TK(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과 홍의

락 의원(대구 북을)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어느 진영의 공천이 유권자들에게 더 감동을 줄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면 총선 분위기가 한층 더 후끈 달아오를 것으

로 예상된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이 되면 여

의도에서는 공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본선에 

나설 후보자는 한정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특히 영·호남은 본격적인 선거전보다 공천을 따내

는 것이 더 어렵다. 특정 정당이 초강세여서 ‘정당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짙다.

유권자들이 여권이 주장하는 
‘국정안정론’과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할지가 관건이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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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금메달 

획득보다 국내 선발전 통과가 더 어렵다는 양궁 국

가대표 선발전과도 비교된다.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 수도권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본선에 앞서 치르는 예선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많은 상처를 내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작 본선에서는 힘들어지

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간 각종 선거에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항상 있

었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천권을 쥔 쪽에

서 잠재적 정적을 쳐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공

천 학살’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 치른 제18대 총선

에서는 ‘친박(親朴)계 공천 배제’로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단행됐다. 당시 친박계 수장이던 박근혜 의

원은 공천 결과를 놓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고 비판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낙천자

들을 끌어모아 ‘친박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결국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을 합쳐 26명이 생환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치른 제19대 총선에서는 상

황이 역전됐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하에

서 진행된 공천 과정에서 기존 ‘친이(親李)계’ 의원

들은 겨울의 칼바람을 기다리는 가을 잎 신세였다. 

제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바람’을 타고 당선됐던 초

선 의원들은 거의 전멸했다. 상당수의 친이계 중진 

의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

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 치른 제20대 총

선에서도 ‘진박감별사’ 논란이 당을 강타한 가운데 

유승민계와 비박계가 공천 칼바람을 맞았다. 이 과

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비박

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투입된 진박 후보들의 공천

장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옥새 파동’까지 벌

인 끝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여권도 마찬가지였다.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

당의 공천을 두고 나온 이야기는 ‘친노(親盧)의 귀

환’이었다. 제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

대 열풍을 타고 쉽게 금배지를 따낸 열린우리당 의

원들이 제18대 총선에서는 대거 고배를 마셨다. 하

지만 제19대 총선에서는 한명숙·문재인 의원을 중

심축으로 한 친노계가 약진했다. 박지원으로 대표

되는 호남 중심의 옛 민주계와 손학규계는 힘을 쓰

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각 당의 

공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부터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분위기를 정

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

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공천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공천이 본격화하면 유

권자들도 그 과정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이라며 “여든 야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 작업

을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를 대하는 유

권자들의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상

황에서 실세 눈치 보기나 계파 꽂아 넣기 등 비정

상적 공천이 있으면 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뒤따

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용지를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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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경제 진단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거시경제 전문가의 2020년 한국 경제 SWOT 분석

글 경제부 이훈철·한재준·서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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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경제는 뉴노멀 시대를 맞는다. 저성장, 저

물가, 저금리가 이미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를 잡았다. 이 같은 3저 현상 속에서 세계 경제가 장기

적인 불황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

고 있다.

우리 경제도 2년 연속 2%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과 함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급

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우리 경제와 사

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구조개혁이 늦어지면

서 생산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딛고 일어선 위기관리 능력도 뛰

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수출 의

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및 위기와 기회

를 거시경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살펴봤다.

강점(S):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2019년 우리 경제가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부진 때문이다. 우리 수출의 21%(2018년 기준)를 차지

하는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도 급감했다. 이

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반

도체가 살아난다면 다시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모형총괄인 조덕상 박사는 “우

리나라는 반도체나 OLED와 같은 최첨단 제조업과 음

악, 영화, 게임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며 “향후 관련 산업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뉴노멀 시대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내년 반도체 업황이 상반

기에 업턴(up-turn)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성장에 따라 2020

년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호황이 시작된 2017

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측했

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2020년 반도체

시장은 4.8~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지닌 위기관리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우

리 경제는 빠른 기간 안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국가 중 가장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2.3%로 예측했다. 미국의 2.0~2.1%와 일본의 

0.5~0.6%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강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위기가 닥치면 극복하는 능력

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에서 IMF 외환 위기 때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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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났다”면서도 “다만 한 번에 오는 충격에는 잘 

대응하는데 서서히 무너지는 추세에는 대응이 서

툴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점(W): 빨라지는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약점으로는 구조적인 변화

와 규제가 꼽혔다. 글로벌 무역 둔화와 세계 경제 

부진이 아닌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박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다”며 “낮은 수준의 서

비스업 생산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분 효율성 

저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규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

적했다. 그는 “사실 규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쌓아

가기만 할 뿐 풀어주는 게 없다. 먹거리를 찾아보

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창조경제를, 지금 정부는 혁

신성장을 내세웠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지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고 말

했다.

안 교수는 이어서 “벤처펀드를 조성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벤

처로 돈이 안 몰리는 게 아니다. 벤처가 수익을 내

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산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회(O):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회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뉴노멀 시대가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서는 생산성 개선과 미래의 먹거리 발굴이 필수라

는 지적이다. 

조 박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낮은 생산성을 

개선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

업 생산성 개선이 자원 배분 효율성의 증대, 일자

리 창출, 잠재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태스

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에 의

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

져올 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최대 위협이 될 것이

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 교수는 “4차산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기회이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향후 50년간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며 “뉴

노멀이 결국 저물가·저성장·저금리라면 기존 산업

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산업들은 실제로 미

래 성장 가치만 있을 뿐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승자독식이다”며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1등

을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고 2~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기술을 확

보하고 다음의 기술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협(T): 잠재 성장률 하락 가속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대 초반의 낮은 성

장률이 예상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잠재 성

장률의 하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2020

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5~2.6%다. 기존 

2016~2020년의 2.8~2.9% 잠재 성장률 전망치보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뉴노멀 시대가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모형총괄 조덕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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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2~0.4%포인트(p) 낮아졌다.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우리 경

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빠르게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잠재 성장률 하

락의 가속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조 

박사는 “급속한 경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

의 재배분 효율성이 계속 하락할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

여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내수 규모가 글로벌 기업을 키울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내수시장이 얼

마나 되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을 키울만한 내

수가 안 되다 보니 포털사이트나 웹플랫폼 비즈니스도 크지 못

했다”며 “구글의 서치엔진이나 페이스북도 우리나라의 싸이월

드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수시장에 큰 기업이 수익을 내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새로운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

지만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교수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해서 나가야 하

는데, 그러기에는 자본이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애초에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스

타트업이 속속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Q&A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Q: 2020년 한국 경제의 전망은? 

A: 2019년은 2% 성장이 쉽지 않

았다. 아무리 잘 나와도 2.0%일 

것이다. 2020년에는 민간소비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고 설비투자

는 좋아질 것이다. 2019년이 굉

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로 인해서 나아질 것이다. 건설

투자는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

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

한 건설투자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막아야 할 문제고 관건은 수출이다. 수출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되느냐가 문제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다. 2019년을 1.9~2.0%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다만 2.3%까지는 아니고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Q: 2% 초반대 저성장의 원인은? 

A: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성장이 멈춘다는 건 먹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떨어진 것

인데, 과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여태 우려먹

고 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가 IT를 하나 더 얹었고, 이 2개를 가지고 우리

가 먹고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한 후발주자인 중국이나 인도에 넘겨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빨리 새로운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지만, 그러

지 못했다. 이점은 민간이나 정부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더는 전 세계에 내놓을 산업이 없어져서 성장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의 요소시장에 

노동이나 자본까지 포함해서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했다. 게다가 인

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성장을 되돌

리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한국개발연구원(KDI) 모형총괄 조덕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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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누가 
만드나?
일부 정치검사 행태 문제의 핵심은 
정치 권력의 검찰 인사
 글  사회부 법조팀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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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형사적 사안은 물론 정치적 사안, 더 나아

가 이제는 정책적 사안까지 검찰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나 판단을 두고 대한민국은 둘로 나

뉘며 수많은 ‘분열의 광장’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처럼 국정운영에 있어 검찰의 영

향력이 절대적인 적은 없다”는 자조와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그야말로 검찰이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셈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검

찰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확대돼왔다. 각 정권이 들

어선 직후 공직 부문과 이전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등

에 대한 사정 작업을 담당하며 당시 정권의 국정운영

에 기여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를 

계기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

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대중 정부 때의 북풍 조작 사건과 세풍사건 수사, 노

무현 정부 때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이명박 정부 때의 

박연차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박근혜 정부 때의 전두

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관련한 압수수색 및 4대강 

사업비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 등이 이와 궤를 같이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은 당시 정권

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찰 내 요직에 기용되거나 일부

는 정치권에 발탁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검

찰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인사

들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

에 기용돼 ‘우병우 사단’이라는 조어까지 탄생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사정 작업은 안타까운 일로 이어

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 중 스스로 목숨

을 끊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

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가장 안

타까운 일로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는 반대 진영에서는 권력의 편에 선 검찰

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비난해왔다. 

역대 정부는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초

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잇따라 기용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강력

히 밀어붙였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

려놓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보인 행태

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지만, 검찰 구성원 전체를 ‘정치

검찰’로 치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통화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의 행태와 이를 이용하는 정치 권력이 문제인데 

2,000여 명의 검사를 모두 ‘정치검사’나 ‘정치검찰’로 매

도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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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는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검사 인

사제도’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는 의견이 많다. 대

검찰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지방에서 형사사건 처리를 성실히 하고 주변에 

재배당 한 번 안 하고 항고를 적게 받으면서도 고

소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검사가 훌륭한 검사인데 

지금의 인사 시스템에선 그런 검사는 아무도 눈여

겨보지 않는다”며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정

치권이나 정치검사의 얘기를 들어줘서 눈에 들든

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해야 요직

을 맡는 등 출세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면 검

사 인사에서 엄청난 순위 변동이 온다. 그 자체가 

검사 인사가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는 강력한 방증”이라면서 “어느 정부에서든 정치

검찰의 과오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와 

반대됐던 검사들을 바꾸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정

치검사들을 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

정을 검사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성공하려면 어

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다. 검사로서 자리에 연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당장 언론에서도 지방으로 

발령 나면 좌천됐다고 하는 판국에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

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장 윗옷을 벗어 흔든 퍼포먼스는 이 같은 문제

를 정확히 지적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문 전 총장은 당시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일어나 양복 윗옷을 벗었다. 그는 

“옷을 벗은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손에 쥔 양복 윗옷을 흔들

었다. 이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

고 반문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

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

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총장의 의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해서는 검찰의 흔들림보다는 이를 실제로 흔들려 

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

검사는 “문 전 총장의 퍼포먼스에는 많은 검사의 

울분이 담겨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립적 

검찰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한국의 반도체 산업

다. 검찰 출신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아무리 분산해도 대통령이 전국 검사의 인사권을 

갖는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 문제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

페인에는 최고사법평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구가 

있다. 국가검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검사의 인사, 감찰, 징계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대

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검사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

실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사구

조 자체가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게 해놓은 

것”이라며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인

사를 한다면 누가 정치검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정치검찰 논란과 관련해 정치의 사법화와 정책의 

사법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마저 검

찰에 떠넘기면서 검찰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

는 상황을 만들어 ‘정치검찰’로 낙인찍는다. 

최근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은 충돌

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상대 당 의원

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힌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리를 

잃어버린 채 검찰에 정치의 영역을 스스로 내어놓

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치적 성향을 갖춘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정치권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고

소·고발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

든지 의견이 다른 한쪽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

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가 대안을 내고 경쟁

해야 하는데 진영 논리에 따른 극단적 대결로 가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년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위(왼쪽)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각각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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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 고

소·고발로 이어진다. 여기에 각 정당의 위성 단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

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검찰

로선 현행법 위반이니 해당 사안을 안 다룰 수 없

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다루든 반대 진영으로부

터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

리에 충실하면서 정치의 역할을 하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결 정치 구도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뒷

받침을 한다면 정치권 내에서의 고소·고발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안전사고가 터지면 ‘엄벌에 처

하겠다’ 혹은 ‘구속수사 하겠다’고 하고, 정치권에 

문제가 있으면 ‘공직선거법을 강화해서 엄하게 처

리하겠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 문제도 검찰에 

다 떠넘긴 것이다”면서 “자동차에 기관총이랑 대

포 등을 다 달아주고 기름까지 넣어주면서 힘이 

세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고소·고발하는 자

들이 원하는 것은 다 ‘내 반대파를 검찰이 죽여달

라’는 것인데, 검찰이 그것을 안 하면 다 ‘정치검찰’

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

다’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것처럼 정

책의 사법화 문제도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서초

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정책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정책은 상당

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 검찰이 현행법 위반 여부만을 가려 개입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

한, 자칫 검찰의 판단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

람들로부터 검찰이 괜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높

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에 검찰이 ‘타다 기

소’ 과정을 통해 정책의 사법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검찰

도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좀 더 정무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검찰 스

스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리를 망각하고 
검찰에 정치의 영역을 스스로 내주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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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제21대 총선

민심의 바람,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권의 수성이냐, 야권의 반격이냐?
글  전국부 송용환·강남주·권혜민·송근섭·심영석·이재춘·조민주·박기범·김동규·박진규·고동명  기자

       정치부 박기호·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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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가늠자’에서 여야 총출동 태세

서울은 제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다.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에다 의석수만 49곳(제20대 총선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은 민심의 

가늠자로 선거의 흐름을 좌우한다. 최근 선거를 보

면 승패는 대부분 서울에서 판가름이 났다.

서울은 어느 곳보다 정국의 흐름에 민감하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3대 요소인 구도, 인물, 정책보다

는 이른바 ‘바람’이 영향을 미쳤고 쏠림 현상도 종종 

발생했다. 자칫, 서울 선거에서 삐끗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제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

로, 제18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공약이 

선거판을 휩쓸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탄돌이’가, 18대 

총선에선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입성한 ‘타운돌

이’가 탄생했다.

최근 성적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제19대와 제20대 총선 모두 승리했다. 

결국, 서울의 제21대 총선은 민주당의 수성 대 야

권의 거센 반격의 구도가 될 것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가용 가능한 모든 당력을 서울에 총동

원할 기세다. 본 선거에 앞서 내부 경쟁도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잡음이 

밖으로 새어 나올 정도다. 기존 터줏대감인 현역 의

원들의 표밭에 청와대나 자치단체장 출신 인사들

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보수진영 역시 정

계개편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가 심화할 수도 있다.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린

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를 비롯해 거물급 인

사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서울 광진을, 우상호 의원

과 이성헌 전 의원이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거뒀던 

서대문갑 등에 이목이 쏠린다.

각 당의 서울시당 위원장들은 필승 의지를 불태우

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개혁입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민들이 민주

당에 일관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노회찬의 뒤를 

이어 서울에서 정의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자를 꼭 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당 위

원장이 공석이다. (박기호·김성은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서청원 무소속 국회의원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출처: 페이스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석’ 걸린 지역의 화두는?

전국 최다인 60개 지역구(제20대 총선 기준)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경기 지역은 각 정당의 성패를 가

르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제21대 총선은 정당별 성

적표와는 별개로 경기 지역 유권자들이 눈여겨볼 

주요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일례로 중진 의원들의 

입각에 따른 불출마,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의 

9선 달성 여부, 제20대에 이어 도 출신 국회의장 배

출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나면서 역대 최장

수 국무총리 기록을 경신한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부각하면서 후임 인사로 민주당 김진표

(수원무, 4선) 원혜영(부천오정, 5선) 의원이 적임

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풍부한 행정 경험 등으로 인해 총리 후보로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고심 중인 원 의원은 글로벌 식품기

업 ‘풀무원’ 창업자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

았다. 침착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강한 추진력을 바

탕으로 국무총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친박계의 맏형으로서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화성갑, 8선)의 현역 최다선 달성 여부

도 관심이다. 서 의원의 경우 한국당 차원에서 이

정현 의원(전남순천)과 함께 복당을 검토 중인데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

고 있다.

경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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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장직 수행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문희상

(의정부갑) 의장에 이어 또다시 경기 지역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이목을 

끈다. 당내 최다선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동안

갑, 6선)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 “내년 총선에서 당

선되면 국회의장에 꼭 도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

힌 바 있다.

한편,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석,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19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당 심상정 대

표가 고양갑에서 당선됐다.  (송용환 기자)

‘민주 7석 vs 한국 6석’ 균형 깨질까?

2020년 4월 15일 치를 제21대 총선에서도 인천 지

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꽃 튀

는 ‘빅2 대결’이 예상된다. 관전 포인트는 현재 민주

당 7석, 한국당 6석의 팽팽한 균형이 깨질지다. 양

당 모두 현 의석에서 상대로부터 2~3석을 더 가져

오는 ‘+α’가 목표 의석수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시민들

의 숙원사업을 해결,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이

다. 여당 소속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시

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굵직한 사

업들의 난제를 푸는 한편 4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액의 국비도 확보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공

적을 내세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

를 설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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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남동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중앙

과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당은 집권 여당이다”며 

“집권 여당답게 민생과 개혁, 특히 인천 발전 과제

들을 책임 있게 챙겨나간다면 유권자들이 현재보

다 많은 의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반(反)민

주당’ 세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의 핵

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

제정책과 안보·외교·대북정책 등을 ‘실패한 정책’

으로 보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당이 확실한 대안 세

력으로 입지를 굳히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이 늘 주장해왔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를 표방하는 공약을 앞세워 표를 끌어온다는 계획

이다.

안상수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실패한 문 정권

의 정책에 변화를 줘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바뀌

면 우리 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천 

의석도 총 의석의 2/3를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7~20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은 총 3명의 후보가 

한국당을 탈당해 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해 

사실상 모든 의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가졌

다. 제17대에는 민주당 9석, 한국당 3석이었고, 제

18대에는 역전돼 한국당이 10석을, 민주당은 2석

에 그쳤다. 제19대 들어서 민주당 6석, 한국당 6석

으로 균형을 이뤘다. 1석이 증가해 총 13석이 된 제

20대는 민주당이 7석을 차지, 근소한 우위를 점하

고 있다. (강남주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

인천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꽃 튀는 
‘빅2 대결’이 예상된다. 

관전 포인트는 현재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의 

팽팽한 균형이 깨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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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역에 당력을 모을 전망이다. (권혜민 기자)

‘민심 풍향계 지역의 선택은?

충청권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간주돼 

왔다.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고 

매번 전국의 민심을 축소해놓은 듯한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충북·

세종 등 충청권 정치지형 변화 여부로 민심의 흐름

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당

마다 충청권 고지 탈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충북 선거판의 핵심 키워드는 

‘교체’다. 시대·인물교체 등 정당마다 추구하는 방

향은 다르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충북의 정치지형

을 바꾸겠다는 목표는 같다. 제20대 국회에서 충

북의 8개 국회의원 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

국당이 4개씩 양분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단순히 

나이만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이

뤄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역할을 맡겨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총선

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 일색인 지방정

부의 난맥상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청주권의 경우 상당구를 제외하고 ‘민주당 일색’인 

나머지 3곳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POLITICSTurning Points 2020

‘힘 있는 정치인’ 원하는 표심 반영될까?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강원도는 전체 8석 중 6석

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힘 있는 여당론을 앞

세워 한국당이 선점하고 있는 강원 지역의 정치지

형을 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때마다 강원 유권자들의 표심은 ‘홀대론’ 속 

‘힘 있는 인물’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21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지역 정서는 여전히 유효

하다. 지난 4년간의 제20대 국회에서도 강원도의 

주요 현안들이 정치적 힘을 받지 못했던 탓이다.

한국당 의원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접경 지역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및 통폐합 문제

를 놓고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

지만 이를 떠받쳐줄 정치적 힘이 부족하다.

속초·고성·양양은 동서고속화철도, 설악산 오색케

이블카 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굵직한 국책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요원하다. 강릉과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 발전의 새 동력이 될 후속 사업이 요구되

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중

앙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21대 총선은 이 같은 지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힘 있는 후보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기울어질 가능

성이 크다. 한국당의 경우 권성동 의원(강릉)과 염

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강원랜

드 교육생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것도 변

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원 홀대론은 

유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최소한 20대 의석수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바람을 타고 최소 6석 

확보를 노린다. 허영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남북

평화와 지역균형발전 방향은 강원도가 한 단계 높

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집권 여당의 강원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완수하

려면 도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바른미래당은 춘천, 횡성·태백·영월·평

창·정선, 강릉을 중심으로, 정의당은 지역위원회

가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고성·양양,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은 춘천, 원주 등 영

권성동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조성모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강원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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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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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Points 2020

김수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충북 선거판의 핵심 키워드는 
‘교체’다. 시대·인물교체 등 
정당마다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충북의 정치지형을 바꾸겠다는 
목표는 같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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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진보의 아성인 서·유성지역을 얼마

나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은 “경제·안보 등 총체적 

무능정권 심판을 내세울 것”이라며 전석 석권을 목

표로 내걸었다.

미래당은 양극단의 정치 탈피를 유권자들에게 호

소할 것으로 보이며, 정의당은 진보를 무기로 다수

의 후보가 출마하기보다는 당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지역은 모두 11석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는 제

20대 총선에 이어 재격돌하는 지역구가 많을 것으

로 보인다. 어기구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문 

대통령 방문 시 혁신도시 지정에 긍정 신호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여론도 좋

아 압승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외교·안보·경

제 등 현 정권 실정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

이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면 승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천안 등에서 4명의 후보가 출격해 지역 

기반 마련을 노리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이렇

다 할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최대 쟁점이 돼 그 

실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현 정

권에 대한 중간평가,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등

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 패스트트랙 

처리과 정당별 합당·연대 등 정국 추이에 따라 선

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심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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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수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현재 충북

의 정치 상황은 ‘옛것은 지나갔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구태, 낡은 관

습 등이 없어지고 시대가 변했는데 이를 담을 새로

운 정치인의 출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대교체

론을 들고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북은 여성, 

진보, 청년이 국회에 진출한 사례를 찾기 힘든 ‘3무

(無)의 상태”라며 “정의당은 여성과 청년, 개혁진보

를 기본 기조로 해서 이에 맞는 참신한 후보를 내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

이 된 세종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

을 필두로 지방선거 압승 여세를 이어가기 위한 강

력한 전략을 짜고 있다.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당은 정부

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며 재

정위기 실정을 파고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김중

로 세종시당 위원장 출마가 확실하다.

하지만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이끄는 정의당도 제21대 총선을 혁신과 

기득권 대결의 장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독점정

치를 막겠다는 각오다. (송근섭 기자)

최대 쟁점은 ‘혁신도시 지정’ 여부

대전·충남은 18개 국회의원 의석을 현재 더불어민

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대 8로 나눠 차지하고 있

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여

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7석이 걸린 대전은 구도심은 보수, 신도심은 진보 

진영이 득세하는 양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총선에

서는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리 5선 혹은 

4선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교체 파고를 넘어 금배

지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과제 완성

과 혁신도시 지정을 끌어낼 정당임을 세밀히 알려 

4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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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동구을)에서 버

틸지, 수도권으로 옮겨갈지도 관심이다. 유 의원 지

역구에선 벌써 10여 명의 출마 예상자 이름이 오르

내린다. 대구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성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의 ‘빅 

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에서 보수 대결집에 

나서려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고향인 경남 창

녕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TK에서 보수를 

이끌 ‘큰 정치인’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보수의 안방’인 경북에서는 ‘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파다해 사실 본선보다 예선(공

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조국 사태 이후 오른쪽 왼쪽

‘5석 이상’ vs ‘싹쓸이’

오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TK(대구·

경북) 25개 지역구(20대 총선 기준 대구 12개 경

북 13개) 중 ‘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

다. 현재 민주당의 TK 지역구는 2석이다. 반면, 자

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과 불안한 안

보·외교,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내세워 ‘싹쓸이’를 노리고 있다. 

TK 선거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조국 사태 이후 거

세지고 있는 보수 통합이다. 한국당, 유승민계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대한애국당 등으로 쪼개진 보수 세력의 통합 여부

김태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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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경북

TK 선거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조국 사태 이후 거세지고 있는 

보수 통합이다. 한국당, 유승민계의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대한애국당으로 쪼개진 

보수 세력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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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가던 중도층이 점차 보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자 너도나도 한국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현역 교체 비율을 높여온 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앞세워 대대적인 물

갈이에 나설 태세여서 현역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

로 보인다. 민주당 쪽에서는 눈에 띄는 새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 인사는 “현역 중진 물갈이론이 대세인 상

황에서 한국당의 세가 가장 강한 TK가 전략공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진보 쪽에서

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을 앞세운다면 험

지 중의 험지인 TK에서 민주당이 세를 더 불릴 가

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춘 기자)

민주당-한국당 양강체제 첫 한판 승부

제21대 총선에서 울산은 DJ-노무현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진보 세력과 1991년 3당 합당 이후 선거를 사

실상 독식해 온 보수 세력이 일대일 한판 승부를 겨

루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2016년 제20대 총선까

지 울산은 현 자유한국당이 뿌리를 잇는 보수 진영

의 승리는 늘 상수였고 구(舊) 민노당 계열의 진보 진

영이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DJ-노무현의 정치 노선을 잇

는 현 민주당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보수 진영을 

맞상대할 정치 세력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지

만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주당은 2018년 6월 지

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은 물론 5개 구·

군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석권하고 같은 날 치러진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는 

선거 사상 초유의 성과를 냈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온전히 울산 민주당 선

거 역량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른바 ‘문재인 바람’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이라는 외부 변수의 힘

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

승하는 정치적 성과를 바탕으로 급속히 세를 불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양강 체제를 구

축, 울산 정치의 맹주 자유한국당과 물러설 수 없

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 유일의 집권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이상헌 민

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인 의제와 정

책 개발과 인재 등용으로 최소 4~5석을 얻을 수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강석구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종훈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

울산

울산은 DJ-노무현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진보 세력과 
1991년 3당 합당 이후 선거를 
사실상 독식해 온 보수 세력이 
일대일 한판 승부를 겨루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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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주의 극복이 완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지역 18개의 국회의원 의석은 자유한국당 11

석, 민주당 6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은 16석 가운데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정

의당 1석이다. 부산·경남에서는 아직 한국당이 압

도적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총선은 

지역주의에 균열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보다 앞선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부산에서는 민

주통합당 문재인(사상)·조경태(사하을), 경남에서

는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무소속 김한표 등 

비(非)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2명

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20대 총선에서의 약

진은 비약적이라고 할 만하다.

제20대 총선의 흐름은 대통령선거로 이어졌다. 문재

인 대통령 후보는 부산에서 38.71%를 획득하며 비

보수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37.73%로 1위를, 

문재인 후보가 36.73%로 2위를 차지했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중간에 사퇴하고 출마한 것을 고려하

면 사실상 문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8년에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오

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각각 당선

되며 또 한 번 전통적 보수 텃밭인 부산 경남의 정

치지형을 바꿔놓았다. 부산의 지방 권력 교체는 처

음이며, 경남은 5대 김두관 도지사(무소속)가 있었

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처음이었다.

이 같은 민심 변화 속에 한국당과 민주당은 다가오

는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위원장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기치 못한 충

격의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유의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국 사태 이후 정권에 마음이 

떠난 일부의 중도층 민심을 잘 살펴 총선 국면까지 

끌고 가 표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정갑윤 한국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인재 발굴을 통

해 조직을 계속 확대하고, 중도층의 민심을 얻는 전

략을 개발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당과 더불어 2강 체제를 구축했던 구 

민노당을 잇는 민중당은 제21대 총선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맞대결로 재편되면서 군소정당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나머지 군소정당들도 총선 참여 

외에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종훈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제21대 총선은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친일적폐와 분단적폐 세력을 청산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효상 정의당 울산시

당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배

출하겠다”고 밝혔고, 강석구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총선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주 기자)

‘보수텃밭 회귀’ vs ‘지역주의 극복’

부산·경남은 제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

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 보수 텃밭이 회복될지, 아니

부산·경남

강석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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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총선을 대비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

다. 정치지형이 바뀐 만큼 인재 영입에도 자신감을 

보인다.

한국당은 인적쇄신에 관심이 높다. 영남권 중진이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부산은 11명 중 7명

이, 경남은 12명 중 3명이 3선 이상이다. 이들은 ‘쇄

신’에 공감하지만 정작 자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혁신이 ‘필수’로 떠오른 만큼 

이들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박기범 기자)

민주당의 명예회복 가능할까?

지역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명예회복’이

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아성을 쌓아왔던 민주당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총 10석 가운데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당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7석을 

뺏겼고, 전주 한복판에서도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서 10석 전체 석

권을 노리며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전북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가능성

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높다. 다른 당 현역 의원들

의 기반이 만만치 않아서다. 평화당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버티고 있으며, 3

선의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초선인 김광수(전주

갑)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대안신당에서도 3선인 유성엽(정읍·고창) 의원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역구를 튼튼히 다졌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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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의원(군산)은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운 상대다. 무

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민주당 후

보와 붙어도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외에서는 임정엽 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완

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당선을 노리고 있

다. 전북 지역 전 선거구에서 만만한 상대가 없다

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셈이다.

민주당은 김성주 전 의원(전주병)과 한병도 전 청와

대 정무수석(익산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선거구

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8명의 후보가 일단 경선

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타당 후

보들은 착실히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입

장에 서 있다.

임정엽 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평화당의 지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

부산·경남은 제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 보수 
텃밭이 회복될지, 아니면 

지역주의 극복이 완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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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위원장

주승용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POLITICSTurning Points 2020

도가 낮지만,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아

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기

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체 10석 석권

을 자신한다”며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로 보면 불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흩어진 야당 제3지대 결합 여부가 분수령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하지만 불과 4년 전과 비교

하면 광주·전남 정치지형은 상전벽해로 불릴 만하

다.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

를 내세운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의석 18석 가운데 

16석을 획득했다. 국민의당이 광주 8석 전체를 싹

쓸이했고, 전남에서는 10석 가운데 담양·함평·영

광·장성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순천의 새

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제외한 8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민의당은 쪼개지고, 재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광

주·전남 18석은 다양하게 분포됐다. 우선 국민의당

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각각 갈라서면서 

주승용(여수을)·박주선(광주 동남을)·김동철(광주 

광산갑)·권은희(광주 광산을)·송기석 의원(광주 서

구갑)은 바른미래당으로,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은 무소속으로 남았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민

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했으나, 이 가운데 평화당 박

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의원은 선거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선거구는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

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신안)이 입성해 민주당 의석은 3석으로 늘었

다. 이후 민주평화당의 분당은 지역의 정치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2018년 8월 박지원(목포)·천정배(광주 서구을)·장

병완(광주 동남갑)·최경환(광주 북구을)·윤영일

(해남·완도·진도)·정인화(광양)·이용주(여수갑) 

의원이 평화당을 탈당,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다.하지만 황주홍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평화당에 잔류했고, 김

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무소속으로 돌아섰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정현 의

원(순천)은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남아 있

다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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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인물 사진은 가나다 순이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구자헌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양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김현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결과적으로 광주·전남은 대안정치연대 7석, 민주당 

4석, 평화당 1석, 바른미래당 4석, 무소속 2석으로 

복잡한 구성이다. 결국 제21대 총선은 민주당이 조

국 장관 파동으로 흔들린 지지세를 얼마나 빨리 만

회하느냐와 흩어진 야당들이 제3지대에서 결합할 

수 있느냐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진규 기자)

민주당 5연속 싹쓸이 도전 속 변수는?

3개 선거구(제주시 갑·을, 서귀포)로 치러지는 제

주 지역 총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16년 

제20대까지 4번 연속 3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

의 5승이냐, 야당의 탈환이냐가 관심사다. 정당보

다는 ‘ 당(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을 일컫는 제주

어)’이라는 말이 있는 제주에서 몇 년 사이 급증한 

이주민 표심도 변수로 꼽힌다.

선거 쟁점으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결과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특별자치도 완성,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 쓰레기 문제 처리

해법 등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소속을 유지 중

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거취에도 지역 정

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현국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3석 석권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공정한 사회, 나

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주에서도 힘을 보태

겠다”며 “당내 경선이 치열하겠지만, 경선 이후에도 

단합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헌 전 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3개 선거구 

중 하나 이상은 바뀔 것”이라며 “민주당 독식이 건

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참

신한 인물을 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

재인 정권 실정과 민주당의 무책임 등을 심판하는 

계기”라며 “중앙당 구도 정리와 연계해 총선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

장은 “제주 진보정당에서 처음으로 총선 후보를 냈

다는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

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을 심판하고 시민 권력을 토

대로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중앙당 차원

에서 다른 야당과 제3세력이 어우러진 중도개혁 

통합에 집중하고 외연을 확장해 그에 걸맞은 후보

를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고동명 기자)  

제주

3개 선거구(제주시 갑·을, 
서귀포)로 치러지는 

제주 지역 총선은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16년 

제20대까지 4번 연속 3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의 

5승이냐, 야당의 탈환이냐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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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금융서비스

AI가 
바꾸어 가는 
금융 환경

금융 생태계의 변곡점이 다가온다
글  금융증권부 장도민·양새롬·박주평 기자

#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자산관리 가상비서인 

‘에리카(Erica)’를 도입했다. 에리카는 계좌 잔액을 

분석해 과소비를 경고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대출 

및 카드 대금 납부일을 추천하기도 한다. 에리카의 

등장으로 BoA는 과거 1%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

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첸나이에 있는 시티유니온뱅크

(City Union Bank)도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락

시미(Lakshmi)’를 설치했다. 락시미는 고객이 요

청하면 잔고와 대출 금리 등을 알려준다.

# 중국 차이나 머천트 뱅크(China Merchants 

Bank)는 콜센터 인원 9,500명을 AI로 대체했다. 

AI에 기반을 둔 챗봇이 하루 195만 건을 상담하고 

약 98%의 정확도를 보인다.

# 일본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비시도쿄UFJ은

행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AI 기반 로봇 ‘나오’를 

영업점에 배치했다. 나오는 고객의 표정, 행동, 목

적, 패턴 등을 분석한 뒤 20여 개국 언어로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AI가 금융 환경을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챗봇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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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빠른 속도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금융사들이 경쟁사보다 

한발이라도 앞서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앞다퉈 나

선 배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제공인

재무분석사협회(CFA Institute)가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년 뒤에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서비스 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37%로 1위를 차

지했다. 

이어 블록체인 30%, P2P대출 13%, 크라우드펀딩 

11%, 기타 2% 순이었다. 이러한 예측이 국내외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AI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

쟁력이 국내외 금융시장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강철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AI랩장은 현재 

“챗봇 등에 국한된 AI 활용 범위는 자금관리, 인력 

채용과 배분, 마케팅 등 은행의 모든 업무에 적용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수익률

이 높은 상품을 정교하게 추천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AI, 금융 미래 경쟁력 좌우…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데이터 축적을 통해 AI 기반 금융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게 진화시키느냐가 금융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주요 금융사 대

부분이 이미 내놓은 AI 챗봇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축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국내 은행이 내년에 선보일 챗봇은 ‘어떻게 하면 

예금 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출 상

품이 적합한지, 수수료 절감 방안은 무엇인지’ 등 

맞춤형 질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 백화점에서 직원의 추천을 받아 필요한 옷을 

고르듯이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편하게 금융 상

품을 쇼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는 아예 국내 최초로 AI투자운용사 ‘신한AI’를 설

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보고서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금융 규제의 

약화 등으로 자산운용의 인공지능화는 더욱 가속

할 것”이라며 “미국 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5년 뒤에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서비스 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 규모는 2017년 5,000억 달러에 불과했

지만, 2020년에는 2조 2,000억 달러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AI는 주요 활

용 수단으로 등장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7월부

터 베트남 영업점에 AI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했

다. 베트남 국가 신용정보센터(CIC)의 신용정보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통신 이용 및 연체 내용을 합

쳐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

해 현지 대기업 임직원 위주로 취급하던 신용대출

을 일반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AI에 기반

을 바탕으로 비대면 중금리 대출 및 휴대폰과 자동

차 할부금융 영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금융사들의 발걸

음도 빨라지고 있다. 신한금융의 16번째 자회사

가 된 신한AI의 출범은 신한금융과 IBM이 기술

제휴를 맺고 글로벌 빅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 ‘네

오(NEO)’를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오

는 IBM의 ‘왓슨’ 등 최신 AI 신기술을 채택했다. 특

히 신한금융이 지난 30여 년간 모아온 글로벌 금

융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AI 연구기업인 캐나다 ‘엘리먼트AI’와도 손을 잡았

다. 이들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주식 거래·송금·조회 목소리로 한 번에…

AI가 바꾼 금융생활

AI가 금융산업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일상 

속 금융거래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AI 스피커에 오늘 날씨를 물어보

는 것처럼 “오늘 A 증권사 주식시장 분석 알려줘” 

혹은 “B에게 5만 원 이체해줘”라고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열린다. 이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우리은

행과 네이버가 협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의 상용화가 시작

됐다. 중동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에미리츠 NBD

의 고객은 침대에 누운 채 “알렉사, 내 계좌 잔액이 

얼마지? 카드 한도는 얼마야?”라고 물어보기만 하

면 된다. 에미리츠 NBD가 최근 아마존의 AI 플랫

폼 ‘알렉사’와 연동한 음성뱅킹을 시작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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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YG엔터테인먼트 제공)

아마존은 지난 2014년 AI 스피커에 알렉사를 탑재

한 이후 2016년 미국의 대형 금융사 ‘캐피탈 원’의 

음성뱅킹을 시작으로 모건스탠리, US뱅크, JP모

건 등으로 제휴 금융사를 늘렸다.

아마존의 AI 스피커 ‘에코’를 이용하지 않아도 앱

만 내려받으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앱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내려받아 연동한 뒤 “알렉사, JP모건의 애플 목표 

주가가 얼마지?”, “알렉사, 샘에게 10달러 보내”, 

“알렉사, 오늘 모건스탠리 시장 분석 좀 알려줘”라

고 말하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사물

인터넷(IoT)의 발전으로 모든 기기에 알렉사가 탑

재된다면 은행 지점이 더는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사 직원들의 ‘업무’에서 ‘고객 

서비스’로 AI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이 

2019년 말 선보인 AI ‘몰리’는 업무를 지원한다. 

은행원의 업무 패턴을 분석한 뒤 잦은 업무와 관

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준다. 실시간 금리와 환율 정보는 물론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찾아오면 고객의 상황에 

맞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산출해준다.

또한, 대다수의 국내 은행이 지난 2018년부터 신

입직원을 채용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AI는 일차적으로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표

절 등을 확인하고 채용공고 기준 미달 이력 등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I 채

용 시대가 열리면서 채용비리 등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매년 밤새워가며 

해왔던 지원자 서류심사에서도 해방될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AI의 진화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과 우리은행은 AI 기반 토지개발 솔루션 ‘랜드북’

과 연계를 추진 중이다. 랜드북은 학습한 건축법

규를 바탕으로 각 필지에 최적화된 건축 형태를 

찾고 수익률을 추정한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작은 필지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AI의 도움만으로 부동산 투

자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데

이터를 먼저 축적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정훈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팀장은 “현재 금융권

의 AI는 고객의 행동 패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

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며 

“예측 모델의 성과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2~3년 

내로 AI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AI 금융이 그리는 미래… 초개인·초지능·초연결 

AI가 보편화한 시대에 금융사들의 성패는 어떻게 

갈리게 될까? 신한금융지주의 디지털 전략을 총

괄하는 조영서 본부장은 결국 금융사의 경쟁력은 

빅데이터의 확보와 가공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

다. 조 본부장은 “AI가 보급되면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며 “금융사들은 빅데이

터를 모으기 위해 다른 업무 권역 등과 제휴를 더 

활발히 하겠지만, 결국 데이터 경쟁력을 갖춘 곳

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양극화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조 본부장은 AI 금융 시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초연결, 초지능화, 초개인화를 키워드로 제시했

다. 그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많은 

기기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며 “이런 가운데 클라

우드와 5G 통신 등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학습

해 고도화된 AI가 어디에서든 나만을 위한 개인

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아니다(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라는 빌 게이츠의 말

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조 본부장은 이런 미래가 가져올 그림자도 언급했

다. 그는 “금융사가 개인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역

선택이 없어질 수 있다”며 “지금보다 리스크가 더 

면밀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주

거·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계층은 금융에서 완전

히 소외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전망

이 현실화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계층을 포용할 수

는 없을 것이기에 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뒷받침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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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수 던진 교육 당국

갈수록 떨어지는 기초학력의 대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 부진 극복의 묘안 될까?
 글 사회정책부 김재현 기자

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중3·고2 대상)’에 따르면, 

중3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로 집계됐다. 고2는 국어 3.4%, 

수학 10.4%, 영어 6.2%가 각각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중3·고2가 치른 과목 중 

고2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자의 비율이 올라갔다. 교과과정의 20%도 이해하

지 못하는 학생(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무려 10명 중 1명이 기

초학력 미달 학생이다.

교육 당국이 2020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갈수록 늘

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 핵심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총대를 멨다. 교육부의 의지

도 강하다. 다만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일부 반

발 진영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심각한 기초학력 부진…총대 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9월 ‘2020 서울 학생 기

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

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조기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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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맞춤형 학습지원 등 

여건 조성도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소 방안의 핵심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말 그대로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

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에 따른 처방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초3·중1로 잡았다. 초3이나 중1 때 교과 학습난이

도가 올라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3과 중1은 성장의 결정

적 시기”라며 “이때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 발견하

고 한 명의 학생도 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

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가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를 푸

는 일제고사는 아니다. 각 학교가 ‘표준화한 기초학

력진단검사 도구’를 골라 3월 중 시행하면 된다. 

이런 도구는 △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서울기초

학력지원 시스템상 기초학력 진단 도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개발 도구 등이 있다. 학교가 자체 

개발한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도 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초3의 경우 읽기·쓰기·

셈하기 능력을 평가한다. 중3은 읽기·쓰기·셈하

기 능력에다 교과학습능력(국어·영어·수학)도 추

가로 진단한다. 출제 방식은 선다형 또는 단답형이

며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출제한다.

문제는 어렵지 않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

검사는 1등을 판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

지”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1차 진단’이다. 1차 진단 결과 

학습 부진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다면 ‘2차 진단’에 

돌입한다. 지역별 학습도움센터와 함께 비언어성 

지능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심층 진단한

다. 2차 진단 결과에서 심각한 학습 부진 요인이 

확인되면 3차 진단이 이어진다. 이때는 전문가가 

개입한다. 전문치료와 개별 맞춤형 학습을 병행한

다. 이 외에 추가 대책도 내놨다. ‘중학생 기본학

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학생 기본학력은 ‘우리말 기본 문장을 이해하

고, 영어로 된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며,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학교에 교사·상담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중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한다

는 계획이다.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집중학년제’를 운영한

다. 학습 부진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누적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

교의 약 30%인 168개교에 도서구입비·교구비를 

지원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초등학교(공립) 

2학년 교실에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의지 내비친 교육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교육

부가 먼저 내비쳤다. 2019년 3월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

1~고1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전에는 기초학력 진

단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고 대상도 초3~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소 방안의 
핵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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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었다.

기초학력 진단 시행은 의무화하지만 진단 도구까

지 획일화하지는 않는다. 각 학교가 시중 진단 도

구 가운데 여건에 맞게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대

개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

한 진단 도구를 사용할 전망이다. 진단 과목은 국

어·수학 등 주요 과목이다.

진단 결과는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만 판단

한다. 이후 해당 결과는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판단되

면 맞춤형 보충학습 지도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는 이를 보조할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도 만든다. 교대·사범대에

서 학습 부진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기초학력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연수 프

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학부모 거부감·진보 교육계 반발 극복 ‘과제’

다만 이런 대책에 대한 현장의 수용 여부에는 의

문부호가 찍힌다.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하더라도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 자체가 어

려울 수 있다. 학부모의 거부감 때문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판명되면 보충학습 등 추

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습 부진아라

는 ‘낙인’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

면 이를 실현할 수 없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학생

의 보충 지도를 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보충 지도를 의무

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

다. 아무리 국가라도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학

습권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자체에 대한 진보 교육계의 반

발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집행부

가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공간을 점거

하고 밤샘 항의를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들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

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부정적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 진보 교육단체들

의 협의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초학력진

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표준화한 검사 도구를 

통해 사실상 학생들을 선별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줄 세우기와 낙인 효과 등 교육적 부작

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학교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약속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강북·강남의 비교

는 물론 학급별 순위까지 매겨지는 지역별·학교

별·개인별 낙인 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

고 지적했다. 

이들의 협조까지 없으면 교육 당국의 기초학력 보

장 방안은 동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초

학력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조가 돼가고 있다”면서 “기초학력진단검

사 시행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지적 성장’이라는 공교육 과제에 생긴 공백 지점

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초학력보장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인 점도 관건이다. 교

육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

려면 법 통과는 필수다. 

또 지나치게 진단에만 대책이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학력 증진 방법도 좀 더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나왔지만, 현장 안

착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적

극적 개입이 없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가 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134-137 �� �����-ok.indd   137 19. 12. 23.   �� 10:02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138INDUSTRYTurning Points 2020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의 변화

혁신성장 
기회는 
데이터 안에 있다
미래 산업의 원유 데이터 활용 능력이 열쇠다
 글  ICT과학부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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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 ‘자원

빈국’이었다. 하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는 ‘자원부국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바

로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 능

력에 따라서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은 더 

큰 시장을 얻고, 데이터 생산과 활용이 잘 되는 국

가의 경제는 더 발전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발생

하는 데이터양은 2016년 16제타바이트(ZB)에

서 2025년 163ZB로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ZB는 1조 1,000억 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는 

단위로 MP3 곡을 281조 5,000억 개 저장할 수 있

는 용량이다.

데이터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정제하고 필

요한 곳에 유통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제품으로 

탄생한다. 데이터가 ‘부(富)’를 낳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

력이 좌우된다. 

이미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

프트(MS) 등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잘 다

루는 기업들이 세계 시가총액 상위를 완벽히 장악

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

출하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로 꼽힌다.특히 데이터는 4차 산

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만나 기존 산업

의 경쟁력을 키우고 다양한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행히 한

국은 세계 최초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실

현할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하며 데

이터와 AI를 통한 산업혁신의 밑바탕을 빠르게 다

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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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YG엔터테인먼트 제공)

다만, 한국은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

용이 글로벌 흐름에 다소 뒤처져 있다. 국제경영

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은 빅데이터 활

용 수준에 있어 63개국 중 31위로 간신히 중간에 

걸친 형편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국내 12

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

업계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고 

대한민국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

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정부는 빅데이

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데이터바우처, 마이데이

터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안

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발판 삼아 최근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네

이버 등 200여 개 기업에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웨더아이’의 최홍석 이사는 “이전 20년

보다 최근 2년 동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더아이는 기상청이 기상 사업자들에게 제공하

는 8종의 유료 데이터와 해외에서 수집한 기상 데

이터, 자체 생산한 예보 데이터 등을 각 업종에 맞

춤형으로 가공해 기업들에 제공한다.

최 이사는 “최근에는 데이터로 뭔가를 해봐야겠

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별다른 마케팅이나 영업

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제 발

로 찾아온다”며 “주먹구구로 데이터를 요구하던 

이전과 달리 연구를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전문

성도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기상 데이터를 가져다 ‘반려동물 산책 

지수’나 ‘서핑 가능 지수’, ‘별자리 관측 지수’ 등의 

특화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기상 정

보를 고도별로 정리해 드론의 운항 경로에 활용하

거나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에 기상 요소를 넣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

최 이사는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날씨와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

라며 “기초적인 날씨 마케팅이 시작되던 시기보

다 데이터 수준이 높고 기업들도 훨씬 잘 준비된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성공 사례들이 나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는 기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모델이나 창

업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스타트업 ‘알러지알려

줘’의 이현주 대표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식품 

알레르기 문제를 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서

비스로 풀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시장이 

커져야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 환경을 누

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알러지알려줘’는 

가공식품에 각 식품 알레르기별로 피해야 할 성분

이 들었는지 필터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이다. 계란, 우유, 밀 등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을 쓰지 않는 식당이나 빵집 등을 소개하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알러지알려줘 사업을 시작하며 이 대표가 가장 고

민한 점은 데이터 확보였다. 창업 멘토링을 받을 

때만 해도 “직접 입력하는 노력으로 극복하겠다”

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제품

마다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방법 등이 미묘하게 다

르고 계속 레시피가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

트가 필요했다.

전 직원이 입력에 매달려도 하루 수십 개 추가에 

불과한 데이터 규모에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이 대

표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영양 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DB)화 한 대상홀딩스를 만나 1만 5,000건

의 데이터를 확보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

두 모여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다면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러지알려줘에 데이터를 제공한 대상홀딩스는 

4년 전 데이터 신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식품의 제

조·유통사, 원재료, 영양 정보, 알레르기 유발성

분, 포장 재질 등 제품에 표기하는 모든 정보를 디

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데이터

를 활용한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의 사업이었다.

이승용 대상홀딩스 DB센터장은 “데이터 관련 신

사업을 찾던 중 식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맛집이나 레시피 정보 등을 제외하면 

의외로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히 가공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영양 정보가 

포장지에는 적혀 있지만, 온라인에서 확인하거나 

이를 해석해주는 서비스 등이 없어 직접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홀딩스는 2018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손

잡고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

는 ‘유통상품 지식뱅크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

대했다. 현재 가공식품 약 7만 건을 비롯해 총 12

만 건의 공산품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다.

이 센터장은 “흔히 알 수 있는 익숙한 데이터도 수

천, 수만 건이 모이면 전혀 다른 가치를 창출한다”

며 “AI나 다른 데이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표준 데

이터로서 가치가 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

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제하

최홍석 웨더아이 이사

이현주 알러지알려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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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디테일’한 노하우를 쌓은 것이 그동안 데이

터 사업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

해 아직 ‘데이터를 돈 주고 쓴다’는 인식이 낮은 국

내 산업계에서도 충분히 팔 수 있는 데이터를 생

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직 국내에선 각 업종의 최상위 기업만 데

이터를 사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정부 지

원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민기영 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유통되면 마치 공기처

럼 데이터에 언제든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기업들

만 데이터에 관심을 뒀다면 데이터경제 선언 이후 

기존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

스 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

웠던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구매와 활용을 지원하

는 ‘데이터바우처’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

화한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경제의 ‘마중물’을 붓

는 핵심 사업들을 수행했다.

민 원장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수요

와 공급자들을 발굴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데이터를 내놓기 조심스러워

했던 기업들이 데이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다음 과제로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

축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생

태계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공급·중개·수요’를 

연결하는 ‘시장’이 탄탄하게 구축돼야 비로소 경제

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데

이터에 목말라하고 있다.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만으로는 AI 학습 등에 필요한 수요

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를 서로 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8년 데이터산업 현

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3,253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

내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라는 점을 두고 보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

운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 생태계 구축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정부 주도로 2015년 전 세계 

최초로 국가급 빅데이터 거래소인 ‘구이양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가 융합된 ‘상하이 데이터 거

래소’를 설립했다. 일본도 2018년 10월 민간 데이

터 거래소를 가동했으며, 미국은 200조 원에 달하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브로커’ 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빅데

이터 플랫폼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통합 거래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거래 기반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계별 통합 거

래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가격, 법·제도 등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원칙 등

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진 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반실장은 “이번 

연구에선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 및 품

질확보 등 본격적인 운영 및 연계방안 설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데이터 거래 관리·지원을 위한 ‘한국형 데이터 거

래소’의 설립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

라고 말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이승용 대상홀딩스 DB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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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 지능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려는 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

끌어갈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이 AI를 구현할 차세대 반도체인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글로

벌 전자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AI에 대

한 기대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지금의 

반도체와 정보기술 시스템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NPU는 AI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딥 러닝

(Deep Learning)’ 구현에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딥 러닝은 AI의 주요 연구 분야인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것이 특징이다. 

딥 러닝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중앙처리장치

(CPU)가 수천에서 수만 개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

해서는 병렬 컴퓨팅 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CPU는 연산을 입력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직렬 컴퓨팅 구조여서 딥 러닝에는 적합

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딥 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한 NPU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지의 영역 뇌를 정복하라…딥 러닝 구현 나선 인류

AI의 본질 규명과 밀접한 인간의 뇌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까

지의 연구로는 인간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뉴

런이라 불리는 작은 세포 단위가 연속적으로 연결

된 구조다. 

뉴런은 시냅스라는 연결 세포를 통해 연결된 뉴런으

로부터 다수의 전기 자극을 입력받아 이를 저장하거

나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 다음 뉴런으로 넘겨준다. 

1,000억 개 이상의 뉴런과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

는 이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해 정보를 기억하거

나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을 판단한다.

이 같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딥 러닝 알고리즘에서

는 수만 개 이상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병렬 컴퓨팅 능력이 AI 성능을 좌우할 핵

심 요소다. 오늘날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Von 

Neumann Architecture)라는 컴퓨터 구조 설계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는 정확한 정보와 논

리 체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는 데 적합하다.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등 AI를 탑재하는 정보기

술(IT) 시스템 대부분은 이 같은 폰 노이만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부가 프로세

서를 활용해 딥 러닝을 수행한다. CPU가 전체 시

스템의 동작과 제어를 담당하고, AI 프로세서는 딥 

러닝 기능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기종 

시스템(HSA)’인데, 이러한 방법은 성능 강화를 위

해서는 비례적으로 더 많은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

한 구글의 ‘알파고’에는 무려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 920테라바이트(TB)의 D램(RAM) 

등이 사용됐다. 인간보다 연산능력이 빠르다는 

CPU가 1,200개가 넘게 모였어도 알파고는 이세

돌 9단과의 대국에서 꽤 오랜 시간 다음 수를 연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이처럼 딥 러닝 

수행을 위한 최적화한 반도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한 배경이 있다. 

AI 시대 뉴로모픽 완성의 토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NPU를 선점하라
인간의 뇌 닮은 소재 개발에 나선 전자업계

 글 산업1부 류정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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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부터 단말기까지 전체 컴퓨팅 생태계의 이

해에 바탕을 두고 반도체 구조 설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세공정 파운드리 기술이 활용됐고, 

메모리와 연산기 로직 회로와의 효과적인 결합, 

패키징, 소프트웨어 역량의 융합 등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상용화는 6년 후인 2018년 NPU를 탑재

한 모바일 AP(Application Processor)인 ‘엑시

노스 9(9820)’를 선보이면서 이뤄냈다. 엑시노스

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출시한 갤럭시 S10에 탑

재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용 플래그십 SoC 제품

부터 순차적으로 NPU 탑재를 확대 적용할 계획

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첨단 운전자 보

조 시스템(ADAS) 등 NPU를 탑재한 차량용 SoC 

제품 개발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빅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딥 러닝 전용 NPU를 개발해 AI 연산을 강

화하는 등 삼성전자는 NPU 기술을 발전시켜 사

람 두뇌 수준의 정보처리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뉴로모픽 프로세서 기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2020년 얼굴인식과 화자인식에 최적화된 

NPU를 개발하고 2025년 전에는 NPU를 토대로 

한 감정인식 AI 비서, 자유 대화형 음성비서, 자율

주행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2030년경에는 인간

을 닮은 로봇이 휴머노이드를 통해 뉴로모픽 프로

세서를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한편,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뉴로모픽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 IBM은 

2014년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시스템을 연구한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PRA)의 프

로젝트 결과를 활용해 트루노스(TrueNorth)칩

을 개발했다. 트루노스는 뉴런에 해당하는 100만 

개의 소자와 시냅스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개의 

소자로 이뤄진 신경망 구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

지만 전력 소모가 매우 커 상용화가 쉽지 않다. 

퀄컴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제로스(Zeroth) 프로

젝트를 추진, 일부 뉴로모픽 프로세서 기술을 자

사의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Snapdragon)에 

적용했다. 인텔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과 협력

해 뉴로모픽 프로세서 로이히(Loihi)를 개발하며 

관련 기술 역량 축적에 나서고 있다.   

뇌 신경 구조 모방 뉴로모픽…토대는 ‘NPU’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뇌 신경 구조 자체를 모방

한 ‘뉴로모픽(Neuromorphic)’ 프로세서를 만드

는데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런

과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 촘촘하게 엮이듯, AI 프

로세서도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개개의 개별 소자

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학습 및 의사 결정을 담당

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딥 러닝을 반도

체 집적회로 기술로 구현하는 접근법이다.

뉴로모픽 프로세서는 언제, 어디서든 AI를 활용

하는 시대를 열 수 있는 키포인트지만, 구현과 상

용화까지는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뉴로모픽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경만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

론, 뉴런과 시냅스를 담당하는 개별 소재 개발까

지 고려해야 한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뉴런과 

시냅스가 실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

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

모리(memory)와 저항(resistor)의 합성어인 ‘멤

리스터(memristor)’ 등 차세대 소자에 대한 연구

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뉴로모픽 프로세서의 완성

을 위한 토대인 NPU 개발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NPU는 AI의 핵심인 딥 러닝 알고리즘 

실행에 최적화된 전용 프로세서다. 복잡한 신경

만에 특화된 대규모 동시 병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CES 2019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삼성봇

‘삼성 AI 포럼 2019’(삼성전자 제공)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NPU 탑재 

SoC(System on Chip)시장은 2018년 43억 달

러 규모에서 2023년 343억 달러로 연평균 52% 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및 자동차, 데

이터센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AI 전용 반도체 채

용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2016년 머신 러닝 엔진인 텐서플로우에 특

화된 ‘TPU(Tensor Processing Units)’를 자사 

데이터센터에 적용했다. 2017년 화웨이는 NPU

가 적용된 모바일 전용 AI 칩셋 ‘기린970’을 선보

였으며, 같은 해 애플은 초당 6,000억 번의 연산

이 가능한 뉴럴 엔진이 적용된 ‘A11 바이오닉’을 

아이폰에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NPU에서는 후발주자다. 삼성은 

2012년부터 시스템 LSI사업부와 종합기술원에서 

선행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지속해왔다. 삼성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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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유통업계에 그 어느 해보다 각박했던 한

해였다. 불경기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데도 쇼

핑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으면서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쇼핑몰과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2019년 

2분기 이마트는 분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내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치열한 경쟁 속에 실적이 

부진하기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나마 ‘불황형 소비’의 상징 격인 다이소만 웃을 수 

있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하는 유통 전문지 리

테일매거진이 유통업계 종사자 275명을 대상으

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2020년 소매

시장의 성장률을 2~3%대로 전망했다. 21%는 

0~1% 성장을 내다봤다. 전반적으로 소매 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020년에는 유통 패러다임 변화가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2019년 유통

산업을 결산하고 새해 주목해야 할 5가지 트렌드

를 정리했다.

롯데의 전진, 쿠팡의 후퇴?…온라인 유통업계 

지각변동 예고

2019년 유통업계의 화두는 단연 ‘온라인 장보기

몰’이었다. ‘아마존마저 실패했다’고 알려진 온라

인 장보기몰 시장에서 마켓컬리, 에스에스지닷컴

(SSG닷컴), 쿠팡, 기타 스타트업 등 국내 유통기

업들은 성과를 냈다. 그만큼 국내 온라인 쇼핑 시

장이 고도화한 것이다.

신선식품 시장은 온라인화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

진다. ‘신선함’이 관건인 신선식품은 주기적으로 

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고객 유입 효과가 크다. 유

통업체들이 너무나도 탐내는 시장이지만 신선식

품에 대한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서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야 한다.

많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 알리바바나 미국 

아마존처럼 확실한 승기를 잡은 사업자는 없다.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다. 오늘 지배적으로 보였던 사업자가 내일 사라

쇼핑 행태 전환기의 시장 쟁탈전

온라인 유통시장의 최종 승자는? 
소비자 지갑은 닫히는데 경쟁은 더욱 격화

 글 산업2부 정혜민·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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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검사 행태 문제의 핵심은 정치 권력의 검찰 인사”
    글  사회부 법조팀 김현 기자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특히 소비자와의 
유일한 접점인 배송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을 건설 중이다. 

2019년 롯데슈퍼에서는 300~400평짜리 소규모 

도심 온라인 물류센터를 8곳 지었다. 2020년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벽배송 경쟁도 지속할 전망이다. 새벽배송 시

장을 개척한 마켓컬리는 서울 장지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와 김포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배송 권역

과 물량을 확충하고 있다.

SSG닷컴은 2025년까지 온라인 물류센터를 수도

권 6곳과 지역권 5곳에 짓고 새벽배송 권역을 넓

혀나갈 방침이다. 새벽배송과 더불어 업계에서 유

일하게 야간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롯데도 

지속해서 권역을 넓히고 있다.

쇼핑에는 국경이 없다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

품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나

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기초화장품과 K뷰티는 한

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2019

년에는 세계 각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국 브랜

드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미 해외의 품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직구’는 보편화한 상태다. 

2019년부터 ‘역(逆)직구’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간에 무역

업체를 끼지 않아도 한국 사무실에서 전 세계에 나

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온라

인 쇼핑의 국경은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마존은 한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

니라 세계 시장에 내다 팔 한국의 좋은 제품을 발

굴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 알리바바도 

국내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국내 브랜드를 발

굴하고 있다. 동대문에 가면 한국의 옷을 실시간

으로 판매하는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3분기 해외 직접 판매

액(면세점 제외)은 5,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0% 증가했다. 다만, 국내 사업체만을 조사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몰의 수치를 합친다면 역직구 시장 규모는 엄

지고 없을지도 모른다.

2020년은 온라인 유통시장 격변의 해가 될 전망이

다.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가 이커머스 사업을 본

격적으로 가동한다. 그간 유통 대기업들은 이커머

스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2019년에서야 신세계그

룹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온라인 사업을 물적으로 

나눠 통합한 신설법인 ‘SSG닷컴’을 출범시켰다.

롯데에서는 2020년 상반기 중 백화점, 마트, 슈

퍼, 홈쇼핑, 하이마트, 롭스, 롯데닷컴 등 7개 유통

계열사의 온라인몰을 통합한 애플리케이션 ‘롯데

ON’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롯데ON은 롯데 7개 

유통계열사 온라인몰의 로그인만 통합한 상태다.

국내 이커머스 공룡으로 거듭난 쿠팡은 새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쿠팡에 자금을 지원

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상황이 그다지 좋

지 못해서다. 소프트뱅크는 워워크 투자 실패로 

14년 만에 반기 손실을 기록했다. 쿠팡의 경우 대

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지원이 

끊긴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그간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자금력을 바

탕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

된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제 쿠팡도 수익성을 개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익성 개선은 점유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배송 전쟁은 계속된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특히 소비자와의 유일한 접

점인 배송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빠르고 정

확하고 친절한 배송이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2020년 롯데의 온라인 유통시장 

본격 진출로 배송 전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우선 이베이코리아가 2019년 10월 경기도 동탄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쿠

팡과 비슷한 방식으로 직매입을 통해 배송 품질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 유일하게 전국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이미 확보

한 쿠팡은 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늘

어나는 배송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SSG닷컴은 2019년 12월 경기도 김포에 온라인 전

용 물류센터 ‘네오 003’을 열었다. 롯데는 물류 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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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게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불황에 유통가에 부는 ‘초저가’ 바람 

2020년에는 ‘초저가’ 바람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

다. 경제 불황으로 잔뜩 움츠러든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 

10월 경제동향보고서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부진

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경기 침체

가 지속하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한 푼이라도 아

끼려는 ‘알뜰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알뜰족을 잡기 위한 초저가 경쟁이 일상화되고 있

다. 이마트의 상시적 초저가 행사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수입물량 선 

확보와 대량 매입 등으로 유통 원가를 절감해 가

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대형마트들도 이마트의 뒤를 이어 초

저가 경쟁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2019년 11월 

‘10년 전 가격’을 테마로 삼겹살 등 인기 품목을  파

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

냈다. 홈플러스도 ‘가격 그 이상의 파격’이라는 주

제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

려세웠다.

초저가 제품의 원조 격인 다이소도 눈에 띈다. ‘불

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다이소는 1,000~5,000

원대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좋은 상

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1997

년 5개 매장으로 시작한 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00개까지 매장 수를 늘리며 ‘매출 2조 클럽’ 가

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속하는 불황에 패션가에서도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조 유통을 직접하

고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재고 부담을 던 SPA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국내 패션 업체들의 장기 

침체에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하는 이랜드 스파오

와 신상통상의 탑텐 등 토종 SPA 브랜드는 꾸준

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유통가에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초저가 경

쟁이 지속하는 이유는 매출 상승은 물론 집객 효

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

라인 채널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시장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채널에 빼앗긴 파

이를 되찾기 위한 것으로 2020년에도 이런 트렌

드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도, 식음료도 흥행 보증 수표 ‘뉴트로’를 입다 

심리학에 ‘회고 절정’이라는 용어가 있다. 여기에

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 향수 속에서 현실을 위안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불경기가 한창인 요

즘 복고 트렌드가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도 

“옛것이 좋았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대중

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경기가 지속하자 밀레니얼 세대(1980

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출생) 사이에서 ‘뉴트

로(신복고주의)’ 열풍이 한창이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뉴트로 트렌드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복고 

감성 물씬 풍기는 패션과 식음료가 밀레니얼 세대

를 겨냥한 유통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휠라’다. 휠라는 과거 인기를 끌던 투박한 모양의 

운동화인 ‘어글리 슈즈’를 선보이며 제2의 전성기

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디스럽터2, 휠라레이 등 

휠라의 인기 어글리 슈즈는 전 세계적으로 1,000

만 족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2019년 한

해 패션가를 점령했다.

뉴트로 열풍에 과거 ‘근육맨 패딩’ 또는 ‘신호등 패

딩’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노스페이스의 쇼트

패딩 눕시도 재조명받고 있다. 볼륨감을 살리고, 

퍼플, 페일 핑크, 카키 등의 색상을 입혀 뉴트로 

느낌을 한껏 강조했다. 네파와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아웃도어 업체들도 형형색색의 패딩을 선보이

며 뉴트로 대열에 합류했다.

식음료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하이트진로가 하늘

색 투명한 병에 뉴트로 감성을 입혀 선보인 ‘진로

이즈백’은 애주가들을 사로잡으며 출시 72일 만에 

1,000만 병을 달성했다. 2019년 판매 목표치를 일

찌감치 달성한 셈이다. 일화도 ‘레트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995년 맥콜의 전성기 시절의 캔 디

자인을 구현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트로 감성을 입힌 제

품은 밀레니얼 세대와 중장년층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어 흥행 보증 수표로 꼽힌다”며 “유통가가 과

거 인기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복고 감성을 더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매시장 성장 부진 vs 이커머스 고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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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투기 규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집값 과열 강남 재건축 
‘집중 타격’은 올해도 진행
글   건설부동산부 김희준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의 화두 역시 투기 규제가 될 가능

성이 커졌다.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분양가상한

제 민간택지 확대 등 추가 규제가 본격화하기 때

문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

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

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

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區)와 후분

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또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대상으로 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4년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작

동하게 됐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

은 전국 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 우려 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지정 시에는 최

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

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정평가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

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분양가를 산

정한다.

정부는 2019년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를 통해 강남4구 45개 동 중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 영등포구 1개 동

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발

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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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을 규제의 
집중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정됐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

우 올해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

의 70~80% 선에서 정해진다. 그만큼 집값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시행보다 중요한 점은 정

부의 의도다. 우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문재인 대통령 

을 규제의 집중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

한 동별 단위 지역,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

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것”이

라며 사실상 회피 움직임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했다. 

국내 경기와는 별도로 부동산 투기 규제에는 변함

이 없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같은 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

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

로 활용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

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더욱 강

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덧

붙였다. 

이에 호응하듯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과 일주일 뒤

인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뛰

어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정부는 입찰제안서상의 사업비와 

이주비의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

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 시

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 밖에 대림산업과 GS건

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 역시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

을 해당 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통보했다. 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

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 발표는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재개발사

업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라며 “건설

사 입찰보증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도 

손해가 아니라서 당분간 강남권 정비사업에 강한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카

드도 건재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기다리면 때

가 온다는 부동산투기 수요의 기대감을 꺾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집값 과열엔 강경

한 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규제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우려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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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YG엔터테인먼트 제공)

기 수준으로 12% 감소하게 되면 11조 2,000억 원

의 주택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28조 2,000억 원이 

감소하고 취업자 약 13만 5,000명이 줄어들면서 

2%대의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

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

서 경제 위축 영향이 더 커지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부터 본격화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

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

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

함돼 있어 강남3구의 구 전체 지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 대상에

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 지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불구

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는 신축을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닌 

신축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집값은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봤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매물 부족,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과 거주

요건 등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다주

택자와 갭투자들의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강남규제가 되레 올해 서

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전국적

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은 대부분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 또는 조합설립 인가 이

전 단계로 공급 위축 우려가 낮다”며 “관리처분 인

가 단지는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분양까

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우

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존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

구위원은 앞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

장에 20~30% 기여해왔으나, 2018년부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제가 회

복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투자의 견조

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0년에 주택투자가 올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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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2일 2016 리우올림픽의 

폐막식에서 올림픽기가 차기 개최지 

일본 도쿄의 시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金 7–톱 10’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  
방사능 우려·욱일기 허용 등 논란도 많아

글  스포츠부 정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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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해

다. 1964년 대회에 이어 56년 만에 도쿄에서 다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가 나부낀다. 2013년 9

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확정했다.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8월 9일 폐막까

지 17일간 열전을 벌인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지만, 역대 최대 규모 개최가 예상된다. 한국도 이

웃 나라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해 4년간 

준비하며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기대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일본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

다면,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은 자국의 부

흥기를 만방에 알림과 동시에 2011년 동일본 대지

진의 상처를 씻어내고자 한다.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지였던 후쿠시마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를 개최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녹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

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경기장 반입 허용도 논란거리다. 

33개 종목, 금메달 339개 놓고 경쟁

제32회 대회인 도쿄올림픽에는 33개 종목에 총 

3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4년 전 리우데자네

이루 대회 당시 28개 종목 금메달 306개보다 늘

었다. 야구·소프트볼, 공수도, 서핑, 스포츠클라

이밍, 스케이트보드가 새롭게 정식종목에 포함됐

다. 3대 3 농구도 농구의 세부종목으로 합류했다.

경기장 구역은 크게 2개로 나뉜다. 요요기 경기

장을 비롯한 1964년 도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는 

‘헤리티지 존’과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며 새롭게 

지어진 경기장이 들어서는 ‘도쿄 베이 존’이다.

개·폐회식, 육상경기, 축구 결승전은 도쿄 신주쿠

에 새로 짓고 있는 6만 명 이상 수용 규모의 신국

립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신축 경기장이 많

지 않고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자 올림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2020년 3월 26일 후쿠시마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

된다. 일본이 대회 콘셉트를 ‘동일본 대지진의 부

흥 올림픽’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외야수 이정후

제32회 대회인 도쿄올림픽에는 
33개 종목에 총 3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는 대목이다. 성화는 일본 열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개회식이 열리는 7월 24일 신국립경기장 성

화대에 점화된다.

공식 마스코트는 초등학생들의 투표로 선정된 미

라이토와(Miraitowa)다. ‘미래(미라이)’와 ‘영원

(토와)’을 합친 이름으로 ‘희망찬 미래가 영원히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파란색과 흰색 체크무

늬로 디자인된 초능력 캐릭터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펜싱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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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전사들, 5회 연속 ‘톱 10’ 도전

한국은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는 가운데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

츠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도기에서 

처음 맞이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가 바로 도

쿄올림픽이다.

이미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

임에서 일본에 종합 2위 자리를 내주며 위기의식

을 느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아시아 내에서도 양궁과 태권도 등 효자 종목들의 

평준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세계가 경쟁하는 올림

픽에서는 금메달 획득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대한체육회 내부적으로는 금메달 7개 이상을 획

득해 종합순위 10위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2004

년 아테네 대회부터 ‘5회 연속 톱 10’이 목표인 셈

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 8위를 차지

한 바 있다.

여전히 양궁과 태권도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기

대된다. 새로운 메달밭으로 떠오른 펜싱과 전통적 

강세 종목인 유도에도 금맥이 흐른다. 여기에 구

기 종목인 골프와 야구, 양학선이 출전하는 기계

체조, 언제나 첫 메달을 안겨주는 사격 등에서 선

전한다면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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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진종오, 김서영…도쿄에 뜨는 별

스타들을 지켜보는 것도 올림픽의 재미다. 수많은 

별이 도쿄의 하늘에 떠오를 준비를 마쳤다. 새롭

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부터 스타 반열에 오른 지 

이미 오래된 선수까지 다양한 종목에 별들이 포진

해 있다.

인기 스포츠인 야구에서는 ‘바람의 손자’ 이정후

가 단연 눈에 띈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WBSC) 프리미어12에서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티

켓을 따낸 한국 야구 대표팀이다. 그중에서도 이정

후는 잘생긴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정후에 관한 관심이 높다.

‘사격의 신’ 진종오는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감한다. 세계 사격 최초로 올림픽 3연패

를 이룬 종목인 50m 권총이 폐지된 가운데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통산 금메

달 4개와 은메달 2개로 김수녕(양궁)과 함께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보유 중인 진종오

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추가할 경우 김수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인어공주’ 김서영은 한국 수영의 희망이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개인 혼영 200m 결선

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영 월드컵 7차 

대회 개인 혼영 400m에서는 동메달을, 200m에

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박태환에 이어 

한국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딴다면 그 

선수는 김서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밖에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 랭킹 1위 오상욱,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양학선과 여서정, 남자 태

권도 간판 이대훈, 배드민턴 샛별 안세영도 주목

할만한 선수다. 국가별 최대 4명이 출전할 수 있

는 여자골프에서는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 박인

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올림픽 출전 경쟁을 펼

치고 있다.

남북 공동입장 관심…방사능 우려, 욱일기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

임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IOC는 2019년 3월 집행위원회에서 남

북의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다.

단일팀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남북이 합의했

던 단일팀 종목은 여자하키, 조정, 유도, 여자농구 

등 4개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와는 달리 예선부터 단일팀

을 이뤄 본선 티켓에 도전하려 했다. 하지만 4개 종

목 모두 이미 한국 독자적으로 예선을 소화했다.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역대 12번째 남북 공동입

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

라 도쿄올림픽에서는 남남북녀(南男北女) 조합의 

개회식 기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측 임영희(농구)와 북측 

주경철(축구)이 남녀북남(南女北男) 조합으로 기

수를 맡은 바 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도쿄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 식당에 사

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다

수의 국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야구와 

소프트볼은 원전 사고지에서 70㎞ 정도밖에 떨어

져 있지 않은 후쿠시마 아즈마구장에서 열려 선수

들의 불안이 크다.

IOC가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한 것도 한국

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IOC는 일본의 침략

전쟁 당시 군대의 깃발로 사용됐던 욱일기를 “정

치적 목적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대한체

육회와 외교부가 욱일기 반입 금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지만, IOC의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마라톤과 경보 종목은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개

최된다. 도쿄의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삿

포로로 경기 장소를 옮겼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

지자 도쿄도는 대회를 준비하며 쏟아부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IOC는 

“선수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며 삿포로 이전 개최

를 강행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을 유치한 삿포

로시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IOC는 2019년 3월 
집행위원회에서 남북의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함께 입장하는 남북 대표팀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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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대중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도 K팝

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다. 미국 최고 권위

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 차트 빌보드에는 부

문을 막론하고 한국 가수들이 심심찮게 등장

하며, 유명 시상식 수상자로 K팝 아이돌이 선

정되기도 한다. 인기 TV쇼에 한국 가수들이 

출연하고, 이들의 유튜브 영상은 나날이 조회 

수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바야흐로 미국에서

도 ‘K팝 전성시대’다.

2010년대 미국 현지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K

팝 가수는 싸이(PSY)와 방탄소년단(BTS)이

다. 싸이는 지난 2012년 7월 발표한 ‘강남스

타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2위

에 오르며 미국 시장에 K팝의 존재를 각인시

켰다.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과 ‘칼군무’를 앞세워 

승부수를 띄운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러

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발표한 『작은 것

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도 ‘핫100’ 8위에 

올려놓으며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싸이가 미국 진출 포문을 열고, 방탄소년단이 

길을 닦으며 미국 음악시장 내 K팝의 인지도

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타 그룹들 역시 이 기

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음악시장의 문을 적극

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K팝 센세이션’을 일

으킬 후발 주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는 미

국 진출 후발 주자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다. 2019년 4월 미니앨범 『킬 디스 러브

(Kill This Love)』와 동명의 타이틀곡을 발표

하고 정식으로 미국에 진출한 블랙핑크는 이 

곡으로 빌보드 ‘핫100’ 41위 및 ‘빌보드200’ 24

위를 각각 거머쥐었다. 이는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다. 

블랙핑크는 데뷔 초부터 개성 있는 음악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

직의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계약을 맺고, 현지블랙핑크(YG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계 최대 음악시장 미국 진출

K-POP, 글로벌 주류 될까?
미국 시장이 주목하는 K팝의 성과와 전망

글  연예부 김민지·고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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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지와 검찰개혁(왼쪽),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고 있다.

6인조 보이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는 월

드 투어를 발판으로 미국에 진출, 조금씩 성장했

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몬스타엑스 더 퍼스트 월

드투어 뷰티풀’을 진행하며 미국 내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LA에서도 공

연을 열었고 현지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

후 네이버 브이라이브, SNS 등을 통해 국내는 물

론 해외 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덤을 공

고히 했다. 이는 호성적으로 이어졌다. 몬스타엑

스는 2018년 발매한 미니앨범 『더 커넥트: 데자뷔

(THE CONNECT: DEJAVU)』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으며, 그해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방송국 아이하트라디오가 진행하는 최대 연

말쇼 ‘징글볼’ 투어에 참여하기도 했다.

K팝 가수들의 활약으로 아예 미국 시장을 겨냥

해 결성된 팀도 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그

룹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야심작 슈퍼엠

(SuperM)이 그 주인공이다. 샤이니 태민, 엑소 백

현 카이, NCT 태용 마크 텐 루카스로 이뤄진 이 

그룹은 이미 데뷔한 SM 소속 가수 중 에이스들만 

모은, 이른바 ‘K팝 어벤저스’ 팀이다. 

슈퍼엠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 스티브 바넷

(Steve Barnett) 회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아이

돌 연합팀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시도되는 

형태라 더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진행된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이수만 프로듀

서는 “SM은 캐스팅-트레이닝-데뷔 시스템을 통

해 아티스트를 발굴해왔고, 이 시스템이 바로 문

화기술”이라며 “슈퍼엠은 바로 이러한 SM의 뮤

직 퍼포먼스 철학의 결과인데, 이들을 통해 컬처 

유니버스를 선보이려고 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SM 관계자는 슈퍼엠 론칭에 대해 “K팝의 열풍을 

만들어낸 이수만 프로듀서가 새로 프로듀싱한 슈

퍼엠을 통해 K팝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 한

다”며 “연합팀의 형태로 한 단계 성장한 K팝의 모

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4일 월드

와이드 론칭을 한 슈퍼엠은 동명의 데뷔 앨범 『슈

퍼엠(SuperM)』으로 ‘빌보드200’ 1위를 차지해 압

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으며, 현재 미국과 캐나다 

도시에서 총 10회에 걸쳐 첫 북미 라이브를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K팝 돌풍’은 과거 일

시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것과는 상반된다. 이전에

는 K팝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음악을 알릴 판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온

라인을 통해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K

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적지 않

은 가수들이 인기를 얻으며 K팝의 인지도도 자연

스럽게 높아졌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

장을 겨냥하는 국내 유수 가요 기획사들은 유튜브

와 SN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미디어 트렌드가 온라인으

로 옮겨가면서 유튜브가 음악산업에도 많은 영향

을 끼치고 있다”라며 “K팝 가수들은 긍정적 영향

을 받고 있는데, K팝의 다이내믹한 춤과 트렌디

한 음악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기 적합하기 때

문”이라고 해 미국 시장에서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헬레나 코신스키 닐슨 뮤직 글로벌 부사장은 K팝

이 미국 시장에도 매력적인 이유로 다양한 콘텐츠

가 어우러진 점을 꼽았다. 그는 2019년 9월 진행

된 제20회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시각으로 바라본 

K팝’ 세션에서 K팝이 ‘음악 그 이상’이라며 패션과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고 말했다. 또한, 

K팝 제작사들이 장기 비전을 갖고 투자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보는 향후 K팝 가수들의 미국 

진출 전망은 어떨까?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전반

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라며 “K팝이 미국에서 주

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장 안에서 K팝

이라는 장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

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

는 마니아 집단이 생겼다는 게 고무적인데 방탄소

년단과 블랙핑크 등이 K팝의 미국 진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며 “그 의미는 큰데, 한번 길이 트

이고 나면 이를 따라가는 아이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섣부른 미국 

진출은 경계하며 “충분한 준비는 돼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슈퍼엠(SM엔터테인먼트 제공)

싸이 

몬스타엑스(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온라인을 통해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K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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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현지 시간) 제72회 칸 국제영화

제 폐막식이 열린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영화 『기

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호명된 순간, 한국 

영화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영화의 위상은 120년이 조금 넘는 세계 

영화사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박찬욱· 

봉준호로 대변되는, 90년대 말 데뷔한 일군의 감

독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법과 미장센으로 국

제영화제의 인정을 받았다. 

이들을 둘러싸고 지난 20여 년간 열광적인 K무비 

팬이 양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90년대 말부터 지

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정점

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으로 찍었다. 

K무비의 성장에는 여러 요인 있었다. 그중에서도 

독창적인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를 빼놓

을 수 없다. 포스트 박찬욱·봉준호의 탄생을 바라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이 아닌, 한국 영화 예술의 미

래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뉴욕타임

스 기고문에서 대형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형식으

로 제작되는 마블 영화를 비판하며 “지금은 예술

을 하기에 무척 잔인하고 어려운 시절”이라고 묘

사했던 할리우드의 현실은 한국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찬욱·봉준호 감

독의 작품이 그랬듯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다수 관객의 공감까지 사는 ‘웰-메이드’ 영화가 계

속해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의 뒤를 이을 한국 영화

의 새로운 세대는 등장할까? 

봉준호, 황금종려상…100주년에 맞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절정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거머쥔 황금종려상

은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칸 영화제의 최고상이다. 봉 감독은 페드로 알모

도바르와 다르덴 형제 등 거장들이 연출한 20편

의 쟁쟁한 경쟁작을 제치고 한국 감독 최초로 수

상의 영광을 안았다. 외신도 『기생충』을 두고 “봉

준호 영화의 정점”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다.

한국 영화는 1999년부터 강제규 감독의 흥행작 『쉬

리』를 시작으로 기획 영화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1950년대 이후 두 번째로 양적 성장을 이뤄내는 부

흥기를 맞았다. 박찬욱·홍상수·김기덕·이창동·

김지운 등이 형성한 작가주의 감독 계보의 토대 

위에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뤘다. 이들 감독의 재능

과 미학은 20년 가까이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지

대한 관심을 받아왔고, 그 부흥기의 정점에서 봉

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기생충』은 블랙코미디와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 

등 규정지을 수 없는 장르 안에 세계 보편적 화두

인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라는 주제를 신선하게 

담아내 형식적으로도 재미의 면에서도 새로운 차

원을 보여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공생

에 대한 봉준호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대

중적인 영화 예술로 구현되면서 이는 한국 영화의 

또 하나의 경향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임상수 감

독의 『하녀(2010)』,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2016)』,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 그리고 이번 『기생충』

까지 기존 장르 영화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으면서

도 사회의 이면을 담아낸 작품들은 해외 영화제가 

보는 한국 영화의 경향이자 매력이다. 

정점 찍은 한국 영화, 이면의 위기론 

“손익분기점 도달 실패”

『기생충』으로 축포를 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한

국 영화의 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2013

년부터 극장을 찾는 연간 관객 수는 2억 명을 돌파

했고,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평균 4회일 만큼 유례없는 관객 호황기다. 하지만 

2018년 겨울과 2019년 여름 및 설과 추석 등 성수

기 대목을 겨냥한 고예산 상업 영화들이 잇따라 

부침을 겪으면서 불안한 기운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론은 지난 2018년 추석 성

수기 극장가에서 『물괴』, 『명당』, 『협상』, 『안시성』

등이 관객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전조를 보였다. 

이후 2018년 겨울 성수기 시장에서 『마약왕』, 『스

윙키즈』, 『PMC: 더 벙커』는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

지 못했다. 특히 2019년 한국은 6년 만에 1,000만 

영화가 없는 여름을 지나왔다. 

여름 시장 최대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4편의 대작이 개봉했지만, 손익분기점이 350만 

명인 『나랏말싸미』와 『사자』는 각각 약 95만 명과 

약 161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엑시트』와 『봉

오동 전투』의 최종 스코어는 각각 약 942만 명과 

약 478만 명이었다. 나름대로 물량 공세를 펼쳤으

나 2015~2018년 여름 성수기 시장 대비 콘텐츠의 

중량감도 줄어들어 화제성과 흥행 면에서 모두 아

쉬운 결과였다.

매년 한국 영화는 성수기 대목마다 기본 100억 원

대 이상의 고예산이 투자된 콘텐츠로 온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관객들의 관심은 차츰 외

화로 옮겨가고 있다. 2018년 연말 『보헤미안 랩소

디』가 장기 흥행하고,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

임』과 『알라딘』이 1,000만 영화로 흥행을 거두면

서 외화 대비 한국 영화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

화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권선징악 구도, 정치·사회적 이슈 소비 등 기존 흥

행 공식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

성장 멈춘 한국 영화의 새바람 

포스트 박찬욱·봉준호 나올까? 
한국 영화의 한계 자각과 새로운 희망의 모색

글  연예부 정유진·장아름 기자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정점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으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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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매번 기시감이 드는 배우 캐스팅 등으로 

인해 관객들의 피로도와 식상감이 높아진 것도 지

적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투자와 제작 시스템의 구조적 문

제가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제작자의 전문적 

역량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배

급사의 기획에 따른 콘텐츠가 주를 이루다 보니 창

의적인 시도 없이 안정적인 흥행 공식을 따를 수밖

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한국 영

화 발전의 토대가 됐던 1990년대 초반 신씨네, 시

네마서비스, 우노필름, 명필름 등 능력 있는 프로

듀서 시스템에서 대중적이면서도 신선하고 감각

적인 작품이 제작됐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오늘날 한

국 영화는 창의성은 간과한 채 스테레오타입의 톱

스타 캐스팅과 여성 캐릭터가 배제된 남성 주인

공 위주의 특정 장르 영화에 천착하고 있다”며 “정

형화한 ‘성공의 전형’이 결국 손익분기점 도달 실

패로 나타나고 있는데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다양

한 시도가 가능한 제작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

다”고 분석했다. 

영화 『괴물』의 제작자이자 전 부천판타스틱국제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최용배 청어람 대표도 “지

금의 한국 영화는 극장 비즈니스에 맞춘 투자 방

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대기업 자본이 중심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대로 의사가 결정되

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신인 감독들의 발굴이 요

원한 현실을 알렸다. 

최용배 대표는 “1990년대 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서 문화예산을 늘리고 투자조합들을 결성해 간접 

지원을 많이 했고, 이를 통해 한국 영화가 성장했

다”며 “그런 지원이 2008년 들어오면서 중지되거

나 감소했고, 육성 정책이 사라진 상태로 10여 년

이 지속했다”며 정부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

적하기도 했다. 

『공동경비구역 JSA』와 『건축학개론』 등을 제작한 

명필름 심재명 대표 역시 “90년대 후반은 영화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시대였는데, 지

금은 그때보다 산업의 규모가 커져 영화도 본격적

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자본의 영향력도 

커졌다”며 “그러다 보니 모험과 실험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제작자인 나 자신도 뚝심을 발휘하

기 어렵고, 한 영화가 여러 상영관을 독점하는 스

크린 독과점 문제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차세대 감독들…“머지않은 미래, 

신인 여성 감독들 덕 볼 것” 

박찬욱·봉준호 감독의 공통점은 ‘아트버스터(흥

행에 성공한 예술영화)’ 감독이라는 점이다. 박찬

욱 감독은 『올드보이』가 약 326만 명, 『아가씨』가 

약 428만 명을 동원했다. 봉준호 감독은 『괴물』

(약 1,301만 명)과 『기생충』(약 1,008만 명) 등 무려 

‘1,000만 영화’가 두 편이다. 이들과 함께 해외영

화제에서 작가주의 감독으로 인정받는 이창동 감

독, 김기덕 감독, 홍상수, 임상수 감독 역시 상업 

영화에 비해서는 낮은 관객 수를 기록했지만, 수

십만 명이 영화를 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계에서는 기성 감독 중 이들의 활약을 이어갈 

만하다 여겨지는 감독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한 나홍진·윤종빈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들의 작품은 상업적인 장르

물에 가까워 실제로는 박찬욱·봉준호 등의 영화

와 다르게 분류된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솜씨 좋

박찬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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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르 영화 감독이 상당수 있지만, ‘포스트 박찬

욱·봉준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영화계 중론이

다. 예술적 역량을 갖춘 감독이 90년대보다 부족

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재능 있는 감독들의 

예술성과 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막는 기업형 투자

배급사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감독들의 개성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낸 신인 감독들이 있다. 『벌새』의 김보

라 감독이다. 『벌새』는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국제심사위원 대상과 트라이베카영화

제 최우수 국제장편영화상 등을 포함해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28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아름

다운 예술인상과 영화평론가협회상 등에서 신인

감독상을 연이어 수상했고, 누적 1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벌새』에 열광하는 ‘벌새단’이라

는 팬덤도 생겼다. 영화로서의 평가뿐 아니라 대

중에게도 의미 있는 평가를 얻었다.

김보라 감독처럼 주목할 만한 독립영화 감독들은 

상당수 있다. 이미 독립영화계에서는 스타라 할 

수 있는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감독을 비롯해 『우

리들』과 『우리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가은 감

독, 『환절기』와 『당신의 부탁』의 이동은 감독, 『소

공녀』의 전고운 감독 등이 ‘메이저 영화’에는 진출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필드에서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틀을 벗어나 자신

만의 목소리와 개성을 살리면서도 동시대 관객들

의 공감대를 살만한 주제를 다뤄 공감과 열광을 

끌어낸다는 점이다.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시상식 시상자 대부분이 거의 여

성 감독이었다”며 “여성 감독들이 아마 10년 내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지 않을까 예견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영화가 여성 

감독의 덕을 크게 볼 것”이라며 “김보라 감독은 그

중에서도 단연 선두주자”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박찬욱·봉준호 키우려면…

“전문 제작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강조되는 것은 작품 보는 눈을 갖춘 전문 제작 프

로듀서의 가치다. 제작 프로듀서는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영화인이다. 때로는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

하는 역할까지 한다. 한 명의 예술가를 다수의 관

객과 연결하는 역할인 셈이다. 

전양준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이 제작을 주도하더

라도 창의적인 제작자들을 자신들의 우산 밑에 두

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업 안에서 

다 해낸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업에서 투자·배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전문 제작 프로듀서 중심 시스

템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용배 대표는 정부의 육성·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는 “1990년대처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다면 이는 영화인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는 영화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약 4,000억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 영진

위 한 해 예산은 직원 월급을 포함해 약 400억 원”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프랑스의 1/10 수

준”이라며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도 함께 이

뤄진다면 한국도 얼마든지 프랑스를 앞서는 영화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준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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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수
(UN 기준) 

 196 개국

15세 미만 인구
(2018년 추정)  

25.29 %

1인당 GDP 
(2017년 추정)

1만7,500달러

출산율(여성 1인당) 
(2018년 추정)

2.42명 

연간 출생률
(인구 1,000명당) 

18.2명  

총 인구
(2018년 추정) 

75억 명 

한눈에 보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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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long the equator

GDP
‘GDP’는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며 종종 국가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1인당’은 인구 각 1명을 

나타낸다. 1인당 GDP는 

한 해에 국가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연간 사망률  
(인구 1,000명당) 

7.7명 

출생 성비 
(여아 1명당 남아) 

1.07명 

기대 수명 
(2017년 추정)

남성 68세, 여성 72세
 

문해율
(15세 이상 기준)

남성 90%, 여성83%

실업률 
(2017년 추정)

7.7% 

인터넷 사용 인구
(2018년 추정)

32억 명 

참고자료 : 월드 팩트북 2019(CIA), 유니세프

SOURCE : The World Factbook 2015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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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브렉시트

2019년 12월 20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

트)를 단행하기 위한 EU탈퇴협정법(WAB)이 하원에

서 가결되며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 만이다. 이로

써 앞서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공언한 대로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실행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영국

은 EU와 새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Migrants 이주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을 피해 유럽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수는 2015년에 최고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럽 도처에

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주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득

세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

들을 받아들인 독일조차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Russia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년째 집권 중이

다. 부분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정적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미러 관계 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

은 아직 냉랭하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는 

2020년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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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udan 남수단

2019년 초 정부와 반군 사이의 5년간에 걸친 교전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평화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

구하고 남수단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절박하

다. 폭력으로 인해 약 450만 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고, 집단 총격과 마을 전체에 대한 방

화 등의 잔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단에서 독립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남수단의 1,300만 명의 국민

들 중 거의 절반은 극심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

Zimbabwe 짐바브웨

2019년 9월 짐바브웨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인 로

버트 무가베가 95세로 사망했다. 무가베는 지난 1980

년 독립 이후 2017년까지 이 나라의 유일의 지도자였

다. 하지만 짐바브웨를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이끌고 인

권 유린을 자행한 데 따른 비난을 받아왔다. 2017년 

그는 육군 장교들의 쿠데타로 축출됐지만 완전한 민

주화는 아직 요원하다. 무가베의 사망으로 마침내 이 

나라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Elephant  Poaching 코끼리 밀렵 

15년 전 아프리카에는 약 5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

다. 하지만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따르면 불법 

사냥인 밀렵 때문에 2006~2015년 10만 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죽었고, 이 같은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밀렵꾼들은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무자비

하게 도살한다. 중국에서 상아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다.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안식처로 여겨

졌던 보츠와나에서는 현재 밀렵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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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이란 

2018년 미국이 지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를 탈퇴한 후 이란과 서방국가들 간의 긴장은 고조됐

다. 핵합의는 이란에 대해 핵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

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의도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은 협상 재개를 강요하고자 2019년 5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이에 이란은 세계 최대의 원유 이동로 

중 한 곳인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들을 압류했다.  

Yemen 예멘

유엔 관리들에 따르면,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이 국

가는 지난 5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인해 세

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는 국가가 됐다. 이 치

명적인 충돌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말았다. 유엔은 내전이 진행되

는 동안 1만 7,000명이 넘는 무고한 예멘 민간인이 목

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마저 거의 붕괴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예멘 국민이 기아에 직면했다.

Israel 이스라엘

많은 중동 관측자는 1993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하는 평화 과정이 

거의 실패 단계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트럼

프 행정부는 오래전부터 양측이 평화협정 체결에 동

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내놓은 계획은 수십 년간의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할 정치적 해결책보다는 팔레

스타인의 경제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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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중국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무

역 전쟁에 휘말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불공정 무역행위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

과했다. 중국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 1,100

억 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권력을 강화해왔다.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은 그가 평생 통치할 수 있음을 뜻한다.

North Korea 북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은 합의 없이 결렬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

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모색 중이

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세계

에 놀라움을 안겼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과 약 18년간 대결을 

펼쳐온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완

전히 종식시키고 미군 철수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안

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

프가니스탄 정부는 미약하고 국가 안보도 불안정하

다. 전쟁 초기에 권좌에서 축출된 탈레반은 계속 미

국 및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A
si

a 
&

 O
ce

an
ia

IN THE
NEWS

2020

Oceania

Turning Points 2020

OceaniaOceania

164-169 Almanac_Global Challenge Map-ok.indd   167 19. 12. 23.   �� 10:11



NEWS1 KOREA WITH THE NEW YORK TIMES

168

Border Wall 국경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218km에 이르는 멕

시코와 미국의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

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019년 초 장벽 건설 예

산 지원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했고, 트럼

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국경 장벽 건설 자금 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벽 건설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Cuba 쿠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미국과 

쿠바 간에는 수십 년 전보다 더 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경

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쿠바 경제는 고전하고 있

다. 식량과 여타 생필품의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하

지만 억압적인 쿠바 정부는 다소 변화의 조짐을 보이

고 있다. 2018년 취임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

령은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igrants 이주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는 수많은 사람

들이 폭력사태를 피해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에

서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자 단속으로 인해 수백 명이 감

옥에 갇혔고 수천 명이 멕시코 국경에서 입국을 기다

리는 등 국경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트럼

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려면 무

엇보다도 미국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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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

면해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

재정권은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야

당 출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 

지배권 투쟁 속에서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굶어 죽고 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

라 국민이 현재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

고 여타 국가들에서 난민으로 지내고 있다. 

Colombia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단체(FARC) 사이의 50년간 내전을 

끝냈던 평화협정이 3년 만에 와해되고 있는 듯하

다. 3,000명에 달하는 무장단체 대원들은 전투를 재

개했고, 계속되는 불안정으로 인해 20만 명 이상이 

집을 버리고 떠났다. 이 폭력 사태는 코카인 생산과 

맞서고 있는 콜롬비아 정부의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생산을 장악하고 그 대

부분을 미국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Amazon 아마존

브라질이 최근 불법 벌목, 목축, 채굴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축소하면서 거대한 열대우림 아마존의 파괴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수천 건의 

화재가 촉발됐다.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토지를 개간

한 사람들이 일으킨 방화 때문이다. 열대우림은 이산

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

들에게 아마존의 파괴는 대단히 큰 걱정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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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테이트 브리튼 리네트 이아돔 보아케 개인전

ENGLAND  영국

눈앞의 미래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비유적 화가 리

네트 이아돔 보아케의 작품에 대한 최초의 개인

전이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다. 테이트 전시관은 

2016년 워싱턴 국립여성미술관이 시작한 ‘여성 예

술가 5인 작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5건의 대규모 

개인 작품전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캠페인은 다

음의 간단하면서도 대담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5명의 여성 예술가들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6월 12일 ~ 7월 12일

2020 코파아메리카 2개국 동시 개최

COLOMBIA & ARGENTINA  콜롬비아&아르헨티나

2020 코파아

메리카(남미

축구선수권대

회)가 사상 처

음으로 2개국

에서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개최지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다. 

이 때문에 일부 팀은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6시간 

30분간의 비행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하루의 휴식

이나 훈련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날씨에도 적응해야 한다.

7월 17일 ~ 8월 5일

화성 탐사선 ‘마스 2020호’ 발사

UNITED STATES  미국

화성의 예제로 크레이터(Jezero Crater)로 향하는 

‘마스 2020’이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

지에서 이륙한다. 이 새로운 화성 탐사선은 붉은 

행성의 거주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된

다. 화성의 대기에서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도 

실험한다. 이 임무는 적어도 화성일 기준 1년, 즉 지

구일 기준으로 약 687일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1월 1일

모하메드 총리의 비전 2020

MALAYSIA  말레이시아

1991년,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0년까지 통합되고, 자급자족하며, 산업화를 달

성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비전을 발표했

다.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2018년 총

선에서 놀라운 역전극을 펼치며 재집권에 성공했

다. 현재 94세인 모하메드 총리는 ‘와와산 2020’으

로 알려진 자신의 비전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판단

하는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1월 1일

넷플릭스를 떠나는 인기 시트콤 프렌즈

UNITED STATES  미국

수년간 인기몰이를 했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가 넷

플릭스를 떠난다. 당신과 레이첼과 로스는 잠시 휴

식 기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휴식이 

길지 않아도 된다. 팬들은 먼지투성이의 DVD로 눈

을 돌려도 된다. 또한, 워너미디어의 새로운 스트리

밍 서비스인 HBO 맥스에 이 시트콤이 다시 나타날 

5월까지 가만히 기다려도 된다.

2월 7일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의 자선 경기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평가받는 로저 페더러

와 라파엘 나달이 자선 경기를 위해 케이프타운에

서 맞붙는다. 두 거장은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 40번

이나 전투를 치렀고, 전적은 근소한 차로 나달이 앞

섰다. 모든 수익금은 남아공 아동들을 위한 로저 페

더러 재단의 프로그램에 기부될 것이다.

3월 17일

제1회 파리 와인컵 대회 

FRANCE  프랑스 

제1회 파리 와인컵 대회의 배후에는 전통적인 와인 

생산에 대한 반대가 있다. 소비자 주도형이며 토너

먼트 방식인 이 대회는 품질, 가치, 포장 등 3가지 

요소로 와인의 상품성을 평가한다. 지나치게 비싸

고 일반 시장과 크게 다른 와인 시장에서 이 대회

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성공할 수 있을까?

4월 3~5일

하노이 포뮬러 원 그랑프리 

VIETNAM  베트남

세계 최고의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이 하노이

에서 새로운 그랑프리를 개최하며 전 세계에서 확

장을 계속한다. 3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경주에서는 포뮬러 원 역사

상 가장 긴 직선 경주로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도

로에서는 자동차가 최대 시속 335km의 속도에 도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23~26일

페리아 데 마드리드 세계 애완견 대회

SPAIN  스페인

스페인 왕립애견

협회(RSCE)가 주

최하고 1911년 창

설된 국제애견연

맹(FC) 총회의 승

인을 받은 세계 

애완견대회가 페

리아 데 마드리드

(Feria de Madrid)

에서 개최된다. 

2018년 암스테르담 대회 때는 전 세계에서 약 3만 

마리가 넘는 애완견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자, 가

자, 견공들아!

JANUARY

APRIL

MARCH MAY

JULY

FEBRUAR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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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메이플라워호 항해 출발 400주년

ENGLAND  영국

2020년은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 

항해에 나선 지 4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배는 훗

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가 된 곳으로 향했다. 미

국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번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팀을 이뤄 1620년 필그림 파

더스의 항해가 있고 난 뒤따랐던 가혹한 식민지화

의 유산을 확인해본다.

9월 19일 ~ 10월 4일

천으로 뒤덮인 개선문

FRANCE  프랑스

불가리아의 설치미술

가인 크리스토는 프랑

스 국립기념비센터 및 

퐁피두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파리의 개선문

을 은빛 푸른색 폴리

프로필렌 천 2만 5,000㎡와 붉은색 밧줄 7,000m

로 포장할 계획이다. 크리스토와 2009년 사망한 

그의 아내 잔느 클로드는 앞서 프랑스의 퐁네프, 독

일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마이애미주 근방의 일련

의 섬들을 천으로 포장한 적이 있다. 또한 파리의 

개선문은 1962년부터 포장할 수 있는지에 여부를 

논의해왔다.

10월 20일 ~ 2021년 4월 10일

중동 최초의 세계 엑스포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설립 170년 역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

스포는 19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3

개의 소주제인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을 다룬다. 

이들 소주제는 각각의 전시관도 있다. 마스코트는 

무엇일까? 지혜의 가프 나무 살라마(Salama)가 이

끄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여행을 함께 떠나면 9세 소

년 라시드와 8세 소녀 라피타를 알게 될 것이다!

7월 20일

뉴질랜드 연간 난민 수용 쿼터 증원

NEW ZEALAND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연간 난민 수용 쿼터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뉴

질랜드는 1인당 난민 수용자 수가 여전히 이웃 국가

인 호주의 절반에 불과하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

면, 이번 조정은 전 세계 난민 수가 사상 최고 수준

에 도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7월 24일 ~ 8월 9일

2020 도쿄올림픽

JAPAN  일본

도쿄가 1964년 이후 처음으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다. 올림픽을 두 번째로 치르는 아시아 최초의 도시

다. 대부분의 경기는 1964년 올림픽 때부터 개축된 

건물을 활용한 ‘헤리티지 존’과 혁신적인 도시개발 

모델로 설계된 ‘도쿄만 존’ 등 2곳에서 진행된다.

8월 13 ~ 16일

브뤼셀 꽃의 카펫 축제 

BELGIUM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년마다 여름에 ‘타피 드 플로(꽃의 

카펫)’ 축제를 연다. 방문객들에게는 베고니아, 달리

아, 잔디, 나무껍질 등의 감미로운 향기를 들이마시

면서 도시의 멋진 중앙 광장인 그랑플라스를 거닐 

기회가 제공된다.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조경

사들이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

로 75m 길이의 

거대한 그림을 

제작한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

UNITED STATES  미국

미국 대통령선거일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백

인이 아닌 유권자들이 1/3을 차지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젊고 다양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12월 24일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크리스마스

ICELAND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전통에 따르면, 성탄절 아침 전에 집안

일을 모두 끝낸 모든 소년 소녀들은 보상으로 새 옷

을 받는다. 한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욜라쾨투린

(Jólakötturinn)이라는 거대한 고양이가 매년 이맘

때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있는 집을 들여

다본다. 만약 게을러서 성탄절 밤에 새 옷을 입지 

못한 아이를 발견하면 이 고양이는 아이의 저녁밥

을 먼저 먹고 나서 아이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WEST AFRICA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의 16개 회

원국은 이 지역의 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에

코(Eco)’라고 불리는 단일통화 창출을 시도한다. 하

지만 실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WORLDWIDE  지구촌 전체

스타벅스는 이론상 연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플

라스틱 빨대를 없애기 위해 전 세계 2만 8,000개 이

상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전량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빨대 없는 뚜껑’을 새로 공급한다.

PORTUGAL  포르투갈

디지털 미술관인 ‘뮤즈 제르0’가 알가르베의 교외

에 있는 산타 카타리나 다 폰테 도 비스포(Santa 

Catarina da Fonte do Bispo)에서 개장한다. 이 미

술관의 ‘이미지, 소리, 빛’ 전시회는 장소적 특수성을 

반영해 제작될 것이다.  번역 김정한 기자

AUGUST

SEPT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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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몸값이 가장 비싼 스포츠 팀은?
 주요 스포츠 팀의 주간 평균 급여 

어느 나라의 
가정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

FC바르셀로나  
(스페인)

축구

 26만 4,533 달러

중국어(방언 포함) 

13억 명  

스페인어 

4억 2,600만 명  

영어 

3억 3,900만 명  
벵골어 

1억 8,900만 명  

힌디어 

2억 6,000만 명  
러시아어  

1억 710만 명  

아랍어 

2억 600만 명  
일본어  

1억 2,800만 명 

포르투갈어  

2억 200만 명  
독일어 

9,000만 명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미국)

농구

 19만 8,604 달러

토론토 랩터스   
(캐나다)

농구

 19만 1,738달러

마이애미 히트  
(미국)

농구

 17만 8,094 달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축구

 16만 5,352달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미국)

야구 

 14만 1,940 달러

뉴욕 양키스 
(미국)

야구 

11만 787 달러

주: 반올림 적용으로 인해 

합산이 100%로 나오지는 않음

주: 모국어는 유아 때부터 사용한 언어를 기준으로 함

출처: ETHNOLOGUE, 2019

어느 종교의 신도 수가     
가장 많을까?
   (세계 인구 비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모국어 사용 인구 수)

출처: SPORTING INTELLIGENCE, 2018

출처: 스태티스타, 2018

출처: WORLD RELIGION, 2015

(2019년의 인용 자료는 2018년 인용 자료와 

다르므로 수치가 동일하지 않음)

 1. 미국  24%

 2. 캐나다  21%

 3.  스위스  18%

 4.  영국  15%

 5. 벨기에, 
      프랑스

 14%

 7.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13%

 10.  폴란드  12%

1.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파리 

2. 중국국가박물관
중국 베이징

3.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뉴욕

4. 바티칸박물관
바티칸 시티 

5.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
미국 워싱턴 D.C.

6. 대영박물관
영국 런던

무교

12.7%
불교

7.0%

기독교

32.2%

이슬람교

23.5%

힌두교

13.6%
유대교 0.2%

종족 종교 3.6%

중국 토속 종교 6.1%

시크교 0.3%

LLUIS GENE/AFP/GETTY IMAGES (BARCELONA); HARRY HOW/GETTY IMAGES (THUNDER); STEPHEN GOSLING/NBAE VIA GETTY IMAGES (RAPTORS); 

OSCAR BALDIZON/NBAE VIA GETTY IMAGES (HEAT); ROBBIE JAY BARRATT - AMA/GETTY IMAGES (MANCHESTER); DANIEL SHIREY/GETTY IMAGES (GIANTS); 

MIKE STOBE/GETTY IMAGES (YANKEES); SHUTTERSTOCK.COM (LEFTOVERS, SPEECH BUBBLE); SHUTTERSTOCK.COM (STUDYING ASTRONAUT);  

FRANCKREPORTER/E+/GETTY IMAGES (SELFIE); PICTURE FINDERS LTD/CORBIS VIA GETTY IMAGES (MONA LISA)

= 1,000만 명

172-173 Almanac_Snapshot-ok.indd   172 19. 12. 23.   �� 10:13



 아랍에미리트  29.7
 중국*  27.0
 도미니카공화국  25.0
 러시아  22.6
  브라질  21.8
 이탈리아  21.2
 미국   20.4
 멕시코  20.1
 영국  17.0
  일본  13.6

0 2 4 6 8 10

	 	
 1.          일본 도쿄

 2.          싱가포르

 3.          일본 오사카 

 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          호주 시드니

 6.          캐나다 토론토

 7.          미국 워싱턴 D.C.

 8.          덴마크 코펜하겐

 9.          대한민국 서울

 10.         호주 멜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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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 Points 2020

01.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수는?

02.  힌두교 신자의 비율은?

03.  북미에서 선수들의 몸값이 

 가장 비싼 스포츠 팀은?

04.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는?

05.  2018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은? 

06.  개인의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07. 2018년 루브르박물관의 

 연간 관객 수는?  

08.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는?

09.  1주일에 러시아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보다 

 얼마나 더 오래 숙제를 하나? 

10. 어떤 통계지표가 

 가장 놀라웠으며, 그 이유는?

QUESTIONS 
2020

(정답: 183쪽)

개인의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일일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

방문객 수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는?

숙제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주요 국가의 방과 후 주당 과제물 시간)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은?  (연간 방문객 수 기준)

출처: GLOBAL WEB INDEX, 2019

출처: OECD, 2015

* 도시(베이징, 상하이) 

/ 성(장쑤성, 광둥성) 기준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 

디지털, 보건, 기간시설, 개인 안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출처: THEME INDEX AND MUSEUM UNDEX, 2018

1. 필리핀

2. 나이지리아 

3. 멕시코

4. 터키

5. 러시아 

6. 인도 

7. 중국 

8. 미국 

9. 영국 

10. 스페인 

1.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파리 

2. 중국국가박물관
중국 베이징

3.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뉴욕

4. 바티칸박물관
바티칸 시티 

5.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
미국 워싱턴 D.C.

6. 대영박물관
영국 런던

8 10

0 1 2 3 4

1,020만 명

861만 명

736만 명

675만 6,000명

620만 명

586만 9,000명

3시간 36분 

4시간 1분

3시간 10분 

3시간 5분 

2시간 28분

2시간 25분 

2시간 19분

1시간 57분

1시간 50분 

1시간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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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공동 대통령제다. 세 구성 집단(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 세르비아인)이 번갈아가며 대통령직을 맡는다.     

2 체코공화국의 영문 명칭은 Czechia로 변경됐다.     3 코소보는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2019년 9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코소보 독립을 인정했다.

0.858

$21,800

0.813

$31,700

0.871

$44,500

0.920

$44,100

0.901

$50,100

0.929

$24,700

0.831

$46,600

0.916

$50,000

0.908

$50,800

0.936

$27,800

0.870

$29,600

0.838

$52,200

0.935

$73,200

0.938

$38,200

0.880

$10,900

NA

$27,700

0.847

$139,100

0.916

$18,900

0.808

$35,500

0.888

$32,400

$12,500

0.785

$49,900

0.858

$12,800

0.768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

분권형 대통령제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

의원내각제

보이코 보리소프 총리

의원내각제

위리 라타스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안티 린네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의원내각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

의원내각제

샤를 미셸 총리

의원내각제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의원내각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의원내각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

의원내각제

빅토르 오르반 총리

의원내각제

카트린 야곱스토티르 총리

의원내각제

리오 버라드커 총리

의원내각제

주세페 콘테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과도기)

라무시 하라디나이 총리

의원내각제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

입헌군주제

알로이스 왕자

대통령 독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의원내각제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에디 라마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안토니 마르티 페티트 최고 집행 위원회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순환 대통령직 1명¹

71

-0.4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3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벨라루스

체코공화국2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국가

1991

15

1908

14

1991

16

1917

16

486

18

900s

17

1991

15

1830

17

1156

14

1871

13

1830

14

1000

15

1944

19

1921

21

1861

13

2008

24

1991

16

1719

15

1991

17

1993

16

1912

1278

14

1992

14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

69/80

99/98

71/78

99/99

73/82

99/99

79/84

99/99

80/85

99/99

79/83

99/99

74/80

99/99

79/84

98

79/84

99/99

78/83

99/97

78/84

99/99

72/79

99/99

81/84

99/99

78/83

99/99

81/85

97/88

74/79

99/99

70/79

99/99

81/84

99/99

69/79

99/99

76/82

99/99

98/97

77/80

99/99

NA

99/98

74/79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빌니우스

티라나

소피아

탈린

헬싱키

파리

코펜하겐

자그레브

브뤼셀

빈

베를린

아테네

부다페스트

레이캬비크

더블린

로마

프리슈티나

리가

파두츠

민스크

프라하

수도

안도라라베야

사라예보

리투아니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불가리아어, 터키어, 기타 언어

에스토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지역 방언

덴마크어, 그린란드어, 

페로스어, 독일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기타 언어

플라망어, 프랑스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기타 언어 

아이슬란드어, 기타 언어

영어, 게일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알바니아어, 세르비아어, 

기타 언어

레트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독일어, 알라만 방언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카탈로니아어, 프랑스어, 

표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언어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25,212

2,790,000

67

-0.4

60

0.3

11,082

2,867,000

면적(평방마일)

인구

180

81,000

80,153

9,511,000

32,386

8,847,000

11,787

11,404,000

19,772

3,497,000

17,462

1,321,000

42,858

7,024,000

21,851

4,116,000

30,450

10,631,000

16,640

5,786,000

150,928

5,518,000

210,026

65,127,000

137,879

82,800,000

50,949

10,600,000

35,919

9,758,000

39,777

354,000

27,133

4,857,000

116,346

60,551,000

4,212

1,808,000

24,938

1,922,000

62

38,000

69

-0.1

71

-0.1

80

0.2

88

0.2

57

-0.3

98

0.1

58

0

77

-0.2

79

-0.2

94

0.5

63

0.7

70

-0.3

38

0.8

68

-0.4

14

-0.3

78

-0.2

74

0

도시 인구율(%)

인구 증가율 
(%/년)

88

0.4

48

-0.2

73

-0.7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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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공동 대통령제다. 세 구성 집단(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 세르비아인)이 번갈아가며 대통령직을 맡는다.     

2 체코공화국의 영문 명칭은 Czechia로 변경됐다.     3 코소보는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2019년 9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코소보 독립을 인정했다.

4 (구)마케도니아     5 러시아는 아시아 목록에도 포함된다. 2014년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6 터키는 중동 목록에도 포함된다.     7 2014년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교황령

프란치스코 1세 교황

의원내각제

마르크 뤼터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클라우스 요하니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의원내각제
6개월마다 대회의와 일반참모회의에서 

공동 섭정 지도자 선출

분권형 대통령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의원내각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입헌군주제

알베르 2세 국왕

의원내각제

조셉 무스카트조셉 무스카트조셉 무스카  총리트 총리트

분권형 대통령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

의원내각제

페테르 펠레그리니 총리

의원내각제

마르얀 세렉 총리

의원내각제

페드로 산체스 총리 대행

의원내각제

스테판 뢰브펜 총리

의원내각제; 연방 회의의 7개 구성 단위 

사이에서 대통령직 순환

분권형 대통령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의원내각제

보리스 존슨 총리

의원내각제

마이야 산두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만드레이 두다 대통령

의원내각제

사비에르 베텔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조란 자에브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밀로 듀카노비치 대통령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

1929

NA

1991

17

1878

16

1991

18

301

15

1143

14

1905

18

2006

18

1991

16

1992

14

1993

16

1991

15

1492

15

1523

18

1291

15

1923

24

1991

15

circa 900

18

1419

13

1918

15

1839

16

1964

14

1579

16

국가국가국

바티칸시국

노스 
마케도니아 4

루마니아

러시아 5

산마리노

포르투갈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몰도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6

우크라이나7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몰도바

폴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99/99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NA

NA

99/97

73/78

99/99

72/79

99/99

68/78

97/95

82/87

97/94

78/83

99/99

81/84

99/98

74/79

99/99

68/76

99/98

73/78

74/80

99/99

78/84

99/98

80/86

99/99

81/84

99/99

82/85

99/93

75/81

99/99

67/76

99/99

79/83

99/99

NA

99/99

74/82

99/99

80/84

93/96

81/84

99/99

80/83

$38,400

0.891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

NA

NA

$14,900

0.757

$24,600

0.811

$27,900

0.816

$59,000

NA

$30,500

0.847

$72,100

0.953

$17,800

0.814

$6,700

0.700

$15,100

0.787

$33,100

0.855

$34,500

0.896

$51,200

0.933

$62,100

0.944

$27,000

0.791

$8,800

0.751

$44,300

0.922

$115,700

NA

$29,600

0.865

$105,100

0.904

$41,900

0.878

$53,900

0.931

수도

바티칸시티

암스테르담

부쿠레슈티

모스크바

산마리노

리스본

오슬로

모나코

발레타

베오그라드

브라티슬라바

류블랴나

마드리드

스톡홀름

베른

앙카라

키예프

런던

카시나우

바르샤바

룩셈부르크

스코페

포드고리차

언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프랑스어,

기타 언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독일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미란데스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모나코어

몰타어, 영어

세르비아어, 헝가리어, 

보스니아어, 기타 언어

슬로바키아어, 헝가리어

슬로베니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기타 언어

표준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 기타 언어

터키어, 쿠르드어, 아랍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영어, 웨일스어, 

스코틀랜드어, 게일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가가우즈어

폴란드어

룩셈부르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 

기타 언어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 알바니아어

면적(평방마일)

인구

0.2

1,000

9,928

2,076,000

92,043

19,472,000

6,601,700

147,251,000

24

33,000

35,603

10,282,000

148,718

5,314,000

5,333

622,000

13,067

3,548,000

29,922

7,013,000

18,932

5,447,000

7,827

2,067,000

195,364

46,726,000

172,750

10,183,000

15,940

8,514,000

303,224

81,313,000

233,062

42,288,000

93,628

66,435,000

1

39,000

120,726

38,434,000

999

608,000

122

465,000

16,158

17,235,000

인구 증가율 
(%/년)

도시 인구율(%)

100

0

54

-0.4

74

-0.1

97

-0.2

65

-0.2

81

0.3

67

0.1

43

0

60

-0.5

54

0.1

55

0.0

80

-0.1

87

0.2

85

0.2

75

1.1

70

-0.5

83

0.3

100

0.1

60

0

91

0.3

95

0.3

92

0.1

5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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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62/65

89/67

58/61

86/73

58/61

31/14

52/54

81/69

57/60

43/29

60/61

50/27

59/62

53/33

52/55

78/58

61/64

82/65

71/74

97/93

56/59

82/66

62/68

87/88

54/61

57/41

64/67

85/81

65/68

64/48

60/63

88/89

61/65

51/24

50/54

87/73

77/78

82/61

58/62

88/83

59/62

$1,600

0.503

$800

0.457

$6,800

0.606

$2,300

0.404

$3,700

0.556

$1,900

0.423

$2,300

0.515

$3,900

0.492

$3,600

0.476

$12,700

0.696

$37,400

0.591

$1,600

0.440

$10,100

0.588

$2,200

0.463

$18,100

0.702

$2,600

0.460

$17,000

0.717

$700

0.367

$15,200

0.754

$6,800

0.581

$700

0.417

분권형 대통령제

아잘리 아수마니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조셉 카빌라 대통령

군정

데니스 사수 응궤소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폴 비야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이스마엘 오마르 구엘레 대통령

일당우위 정당 체제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

대통령 독재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대통령

일당독재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

군주제

음스와티 3세 국왕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아비 아흐메드 총리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아다마 바로우 대통령

의원내각제와 전통적 족장제

모크위치 마시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데라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압델카데트 벤살라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주앙 로렌수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

아랍어, 프랑스어, 시코모로어

프랑스어, 링갈라어, 킹와나어, 

키콩고어, 칠루바어

프랑스어, 링갈라어, 

모노쿠투바어, 키콩고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아랍어, 사라어, 

기타 언어

영어, 프랑스어,

 아프리카어

프랑스어, 수단어

프랑스어, 폰어, 요루바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디올라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아랍어, 소말리아어, 

아파르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팡어, 

부비어, 기타 언어

 티그리냐어, 아랍어, 영어, 
티그레어, 쿠나마어, 아파르어, 

기타 언어

영어, 시스와티어

암하라어, 티그리냐어, 아랍어, 

오로밍가어, 영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팡어, 몌네어, 

기타 언어

영어, 만딘카어, 월로프어, 

풀라어, 기타 언어

영어, 세츠와나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생호어, 

기타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 

베르베르 방언

포르투갈어, 반투어, 기타 언어

키룬디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모로니

킨샤사

브라자빌

은자메나

야운데

와가두구

포르토노보

야무수크로

지부티

카이로

말라보

아스마라

음바바네, 

로밤바

아디스아바바

리브르빌

반줄

가버론

방기

알제

루안다

부줌부라

8 이집트는 중동 목록에도 포함된다.

9 전 스와질랜드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차드

카메룬

베냉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8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9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부르키나 파소

보츠와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1975

40

1960

46

1960

42

1960

47

1960

43

1960

47

1960

43

1960

43

1977

32

1922

34

1968

37

1993

41

1968

37

BC 1000 

41

1960

36

1965

46

1966

32

1960

44

1962

29

1975

48

1962

46

719

832,000

905,568

84,344,000

132,047

5,400,000

495,755

15,408,000

183,920

25,641,000

104,543

20,258,000

44,310

11,486,000

124,504

24,906,000

8,960

971,000

384,790

97,007,000

10,831

1,314,000

46,760

5,971,000

6,704

1,391,000

410,678

4,491

107,535,000

2,173,000

103,347

2,054,000

224,607

2,249,000

240,324

4,737,000

919,595

42,657,000

481,354

30,356,000

10,747

11,845,000

29

2.5

45

3.3

67

2.3

23

3.1

56

2.6

29

3.1

45

2.8

51

2.3

78

1.5

43

2.1

71

2.4

40

2.3

24

1.9

20

2.6

89

2.2

61

3.1

70

1.2

41

2.2

73

2.2

63

3.5

13

3.0

92/82

71/75

$7,000

0.654

분권형 대통령제

울리스스 코헤이아 이 실바 총리
포르투갈어, 크레올어프라이아카보베르데

1975

31

1,557

550,000

66

1.4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국가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수도 언어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

도시 인구율(%)

인구 증가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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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28

1960

40

1968

19

1956

24

1960

47

1960

41

1966

36

1973

42

1975

45

1990

37

1960

50

1960

44

1962

40

1975

42

1960

43

1976

22

1961

42

1963

41

1964

44

1957

39

1958

45

1847

42

97/86

69/75

63/42

62/65

95/91

71/78

79/59

75/78

45/22

58/62

67/63

64/68

70/88

52/56

72/48

56/59

73/45

56/60

79/85

62/65

27/11

59/61

69/50

53/54

73/68

65/69

82/68

65/69 

70/47

65/69

91/92

68/78

59/38

51/52

81/75

65/69

70/55

61/66

82/71

62/64

38/23

58/61

62/33

62/64

트리폴리

누악쇼트

포트루이스

라바트

바마코

안타나나리보

마세루

비사우

마푸투

빈트후크

니아메

아부자

키갈리

상투메

다카르

빅토리아

프리타운

나이로비

릴롱궤

아크라

코나크리

몬로비아

아랍어, 이탈리아어, 영어, 

베르베르어

아랍어, 풀라어, 소닌케어, 

월로프어, 프랑스어

크레올어, 보즈푸리어, 

프랑스어, 영어, 기타 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족 방언, 

프랑스어

프랑스어, 밤바라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마다가스카르어

세소토어, 영어, 줄루어, 호사어

포르투갈어, 크레올어, 

기타 언어

포르투갈어, 아프리카 언어

아프리칸스어, 독일어, 영어, 

현지 아프리카 언어

프랑스어, 하우사어, 제르마어

영어, 하우사어, 요루바어, 

이보어, 풀라니어, 기타 언어 

키냐르완다어, 프랑스어, 영어, 

키스와할리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월로프어, 풀라어,

졸라어, 만딘카어

크레올어, 영어, 기타 언어

영어, 멘데어, 템네어,

 크리오어

영어, 스와힐리어, 

기타 언어

영어, 시셰와어, 기타 언어

영어, 아샨티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기타 아프리카어

영어, 종족 언어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대니 포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

$9,600

0.706

$4,500

0.520

$22,300

0.790

$8,600

0.667

$2,200

0.427

$1,600

0.519

$3,300

0.520

$1,900

0.455

$1,300

0.437

$11,200

0.647

$1,200

0.354

$5,900

0.532

$2,100

0.524

$3,200

0.589

$3,500

0.505

$29,300

0.797

$1,600

0.419

$3,500

0.590

$1,200

0.477

$4,700

0.592

$2,200

0.459

$1,300

0.435

정파 간 분쟁에 따른 과도정부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무함마드 오울드 가주아니 대통령

의원내각제

아네루드 쥐그노트 총리

입헌군주제

무함마드 6세 국왕

쿠데타와 내란 뒤 과도기

아브라힘 부카바르 케이타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

의원내각제

톰 타바네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군정)

호세 마리오 바즈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필리프 뉴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하게 게인고브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마하마두 이수푸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폴 카가메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에바리스토 카발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마키 살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피터 무타리카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알파 콩데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조지 웨아 대통령

리비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말리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케냐

말라위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647,184

6,471,000

397,955

4,540,000

788

1,266,000

170,773

35,220,000

482,077

19,431,000

226,756

26,263,000

11,720

2,263,000

13,948

1,907,000

308,642

30,529,000

318,772

2,533,000

489,191

22,230,000

356,669

195,875,000

10,185

12,565,000

386

211,000

75,955

16,294,000

174

97,000

27,699

7,720,000

224,961

50,951,000

45,747

19,081,000

92,098

29,464,000

94,926

11,884,000

37,420

4,854,000

54

2.6

41

0.3

62

1.2

42

3.5

37

2.6

28

1.6

43

2.6

32

2.9

48

2.0

16

3.8

50

2.6

19

2.6

73

2.6

46

2.7

57

1.0

41

2.0

32

2.6

17

2.6

56

2.2

35

2.8

51

2.5

80

1.4

8 이집트는 중동 목록에도 포함된다.

9 전 스와질랜드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
국가국가국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
수도 언어

면적(평방마일)

인구
인구 증가율 

(%/년)

도시 인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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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토지와 기업이 정부 소유

다. 개인적·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

(예: 북한). 중국과 베트남이 사기업을 허용하

기 시작하면서 이 체제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

러워졌다. 

입헌군주제: 왕이나 여왕이 국가원수지만 제

한된 권력을 가진다. 투표로 선출된 의회(입

법부)가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정부를 이

끈다. (부탄)   

일당 우위 정당 체제: 하나의 정당이 주도적인 

권력을 소유하는 체제다. 다른 정당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이 작다. (러시아)

군정: 군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체제다. 

(태국)

군주제: 보통 왕, 여왕 또는 왕자가 세습권을 

갖고 정부를 통치한다. (사우디아리비아)

일당독재: 단일 정당 체제로 지도자가 모든 권

력을 보유한다. (에리트레아)

의원내각제: 유권자가 의회를 선출하고 총리가 

정부를 이끈다. 총리는 대개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맡는다. (캐나다)

대통령 독재: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력을 갖는

다. (시리아)

삼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부를 이끈다.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와 권력을 공유한다. (브라질)

분권형 대통령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다. 총리가 정부를 이끈다. (크로아티

아)

전통적 족장제: 부족 지도자들이 이끄는 조직

이 정부를 통치한다. (마셜 제도)

90/74

75/78

89/85

58/62

85/72 

62/64

83/73 

64/67

40/16

56/58

71/56

59/64

50/26

55/58

95/93

61/67

77/51

59/61

$2,300

0.535

$11,900

0.735

$2,400

0.516

$3,200

0.538

$1,600

0.388

$4,000

0.588

NA

NA

$13,600

0.699

$1,700

0.503

1956

24

1980

39

1962

48

1964

45

2011

42

1964

45

1960

47

1910

30

1960

42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유세프 샤헤드 총리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에머슨 음난가그와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존 마구폴리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과도기)

살바 키르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에드거 룬루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

의원내각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일당 우위 정당 체제

파우레 그나싱베 대통령

아랍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영어, 쇼나어, 은데벨레어, 

기타 언어

영어, 루간다어, 스와힐리어, 

기타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 아랍어, 

기타 언어

아랍어, 딩카어, 누엘어, 영어, 

기타 언어

영어, 벰바어, 통가어, 

기타 언어

소말리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영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호사어, 스와지어, 
소토어, 기타 언어

프랑스어, 에웨어, 미나어, 

다곰바어, 카비예어

튀니스

하라레

캄팔라

다르에스살람, 

도도마

주바

루사카

모가디슈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로메

32

2.4

24

3.2

34

3.3

20

2.6

44

3.1

45

3.2

66

1.2

42

2.5

68

1.4

63,170

11,572,000

150,872

14,030,000

93,263

44,084,000

364,963

59,091,000

248,777

12,965,000

290,585

17,684,000

246,201

15,182,000

471,359

57,726,000

21,853

7,991,000

튀니지

짐바브웨

우간다

탄자니아

남수단

83/69

63/66

$4,300

0.502

1956

41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오마르 하산 알 바시르 대통령

아랍어, 누비아어, 토-베다위어, 

영어, 기타 언어
카르툼

36

2.7

712,280

41,679,000
수단

잠비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정부 수장: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인물이다. 정부 

수장과 국가 수장이 모두 있는 나라도 있다. 예

컨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연방의 수장

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를 운영하는 수장은 보

리스 존슨 총리다.

문해율: 전문가들은 일부 추정치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한다. 문해율을 단일 수치로 표기한 국

가는 성별 분석이 불가능한 곳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단위는 미국 달러화다. 국

가별 생계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

표적인 경제지표다.

NA: 측정 불가

세계의 정치체제
POLITICAL  SYSTEMS  AROUND  THE  WORLD

국가 자료에 대한 주석
NOTES  ON  COUNTRY  DATA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국가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수도 언어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

도시 인구율(%)

인구 증가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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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100

0.9

84

1.4

54

1.6

85

1.8

100

1.3

70

2.7

43

2.1

75

1.1

87

0.8

37

2.5

74

1.4

89

0.9

89

1.1

68

0.5

91

1.6

90

2.1

203,891

28,915,000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

이집트11

터키13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란

레바논

바레인

키프로스10

이스라엘 12

98/93

73/76

97/97

77/80

97/91

73/76

92/81

64/77

97/86

75/79

96/95

74/76

86/74

68/72

82/65

71/74

99/93

75/81

93/96

77/79

85/55

64/66

91/83

75/77

96/92

77/79

97/94

76/78

99/99

80/85

99/97

81/84

$9,200

0.735

$124,100

0.856

$54,500

0.853

$2,900

0.536

$46,000

0.821

$65,800

0.803

$16,700

0.685

$12,700

0.696

$27,000

0.791

$68,600

0.863

$2,500

0.452

$20,100

0.798

$19,600

0.757

$49,000

0.846

$37,200

0.869

$36,400

0.903

암만

도하

리야드

다마스쿠스

무스카트

쿠웨이트

바그다드

카이로

앙카라

아부다비

사나

테헤란

베이루트

마나마

니코시아

예루살렘

아랍어, 영어

아랍어, 영어

아랍어

아랍어, 쿠르드어, 아르메니아어, 

프랑스어, 기타 언어

아랍어, 영어, 발루치어, 

우르두어,  기타 언어

아랍어, 영어

아랍어, 쿠르드, 투르크멘어, 

아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터키어, 쿠르드어, 아랍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 

힌디어, 우르두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쿠르드어, 

루리어, 기타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 

아르메니아어, 영어

아랍어, 영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그리스어, 터키어,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입헌군주제

압둘라 2세 국왕

군주제

에미르 타임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

군주제

살만 빈 알둘라지즈 알사우드살만 빈 알둘라지즈 알사우드살만 빈 알둘라지즈 알사우  국왕드 국왕드

내전 중, 일당 우위 정당 체제(과도기)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군주제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 국왕

군주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

알자베르 알사바 국왕

의회민주주의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동령

전통적 군주국들의 연합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나흐얀 대통령

내전 중 연합정부 

종교적 통제를 받는 대분권형 대통령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미셸 아운 대통령

군주제(과도기)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

분권형 대통령제

니코스 아나스티아데스 대통령

의원내각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중동이란 무엇인가?  WHAT IS MIDDLE EAST?

중동은 대륙이 아니라 지역이다. 주로 아시아에 속

한다. 아프리카 일부(이집트)와 유럽 한쪽 구석(터

키)도 중동에 포함된다. 이집트와 터키는 아프리카

와 유럽을 다룬 지도와 목록에도 각각 실렸다. 석

유가 풍부한 중동은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긴장 

지역이다.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이

다. 미국은 1991년 이래 이라크에서 두 차례의 전

쟁을 치렀다. 또한 중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수십 년간 분쟁을 벌여온 지역이다. 미국은 교

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려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2014년 

여름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이라크와 시

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서부를 장악했다. 이에 미국은 공습을 실시했다. 

시리아의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 시위에서 비롯

됐다. 이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50만 명이 사

망하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34,227

10,183,000

4,481

2,695,000

830,000

33,414,000

71,498

18,284,000

119,500

4,684,000

6,880

4,197,000

167,618

40,194,000

384,790

97,007,000

303,224

81,313,000

32,280

9,542,000

628,872

81,573,000

4,036

6,100,000

297

1,537,000

2,276

1,189,000

8,357

8,492,000

1946

35

1971

14

1932

25

1946

37

1650

22

1961

21

1932

40

1922

34

1923

24

1971

14

1990

40

1502

24

1943

24

1971

20

1960

16

1948

28

10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11 이집트는 아프리카 목록에도 포함된다.     12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13 터키는 유럽 목록에도 포함된다.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
국가국가국

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인간 개발 지수
수도 언어

면적(평방마일)

인구
인구 증가율 

(%/년)

도시 인구율(%)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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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44
아프가니스탄 카불

파슈토어, 아프간 페르시아어, 

터키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과도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25

2.8

252,072 

36,472,000

52/24

62/65

$2,000

0.498

$12,400

0.694

$4,200

0.608

$9,000

0.612

603,908

3,207,000

1948

27
미얀마(버마) 네피도 버마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

윈민 대통령

29

1.0

261,228

53,856,000

80/72

64/69

$6,300

0.578

38,486

51,804,000

47,399

25,611,000

1,222,550

1,371,345,000

1953

31
캄보디아 프놈펜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훈센 총리

23

1.7

69,898

16,005,000

85/71

67/71

$4,000

0.582

56,977

166,368,000

14  (구)아스타나 

15  러시아는 유럽에도 포함된다. 2014년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BC 660

12

1991

20
아르메니아 예레반

아르메니아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

니콜 파시냔 대통령

64

0.4

11,484

2,966,000 72/78

99/99

0.755

$9,500

아제르바이잔 바쿠
아제르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기타 언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53

0.9

33,436 

9,942,000

1991

23

99/99

73/78

$17,500

0.757

1971

29
방글라데시 다카 벵골어, 영어

분권형 대통령제

세이크 하시나 와제드 총리

37

1.4

76/70

70/73

1949

27
부탄 팀부

종카어, 샤르크홉카어, 

기타 언어

입헌군주제

다쇼 체링 왕축 총리

39

1.2

14,824

817,000

73/55

70/70

1984

23
브루나이

반다르스리–

브가완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군주제

무이자미딘 와다울라 국왕

78

1.2

2,226

434,000

98/95

76/79

$78,900

0.853

1912

17
중국 베이징

만다린어, 기타 중국어,

 기타 언어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59

0.4

3,696,100

1,401,850,000

98/95

75/78

$16,700

0.752

1991

20
조지아 트빌리시

조지아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제리어, 

오세트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쉬빌리 대통령 

58

0.2

26,911

3,907,000

99/99

69/78

$10,700

0.780

1947

28
인도 뉴델리

오세트어, 기타 언어

힌두어, 영어, 벵골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

34

1.4

81/61

67/70

$7,200

0.640

1945

28

97/94

67/7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 영어, 

네덜란드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

54

1.2

737,815

265,221,000

1991

18
러시아 15 모스크바 러시아어, 기타 언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74

-0.1

6,601,700

147,251,000

99/99

68/78

$27,900

0.816

일본 도쿄 일본어
의원내각제

아베 신조 총리

92

- 0.3

145,898

126,520,000

99/99

81/87

$42,900

0.909

1991

25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14 카자흐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57

1.5

1,052,089

18,391,000

99/99

68/77

$26,300

0.800

1945

21
북한 평양 한국어

일당제 공산주의국가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

62

0.5

99/99

68/75

$1,700

NA

1945

13
대한민국 서울 한국어, 영어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82

0.1

99/99

79/85

$39,500

0.903

1991

32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

34

2.1

77,199

6,133,000

99/99

67/75

$3,700

0.672

1949

33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어, 프랑스어, 영어, 

기타 언어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분냥 보라치트대통령

35

1.7

91,429

6,961,000

87/73

65/68

$7,400

0.601

1957

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기타 언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

75

1.1

127,526

32,470,000

96/93

73/77

$29,100

0.802

1965

23
몰디브 말레 몰디브 디베히어, 영어

분권형 대통령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

39

1.7

115

428,000

99/99

76/78

$19,200

0.717

1921

30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할하어, 터키어, 러시아어

분권형 대통령제

오흐나 후렐수흐 총리

68

1.8

98/99

66/75

$13,000

0.741

1768

31
네팔 카트만두 네팔어, 기타 언어

의회민주주의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총리

20

1.4

56,827

29,718,000

76/53

70/71

$2,700

0.574

1898

32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어, 영어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47

1.5

115,831

107,004,000

96/97

66/73

$8,400

0.699

1947

33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우르두어, 펀자브어, 신드어, 

시라크어, 영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군정)

임란 칸 총리

37

1.9

340,499

200,604,000

70/46

66/68

$5,400

0.562

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GDP)(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국가국가

건국 연도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문해율(%) (남/녀)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수도 언어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인구

도시 인구율(%)도시 인구율(%)

인구 증가율 
(%/년)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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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아스타나 

15  러시아는 유럽에도 포함된다. 2014년 3월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1965

15

99/98

 81/85

$94,100

0.932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국 만다린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 기타 언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리셴룽 총리

100

0.4

277

5,781,000

1948

25

94/92

72/79

$12,900

0.770
스리랑카 콜롬보 타밀어, 신할라어, 영어

분권형 대통령제

마리므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19

0.9

25,332

21,688,000

1949

13

99/97

77/84

$50,500

NA
대만 타이베이

중국 만다린어, 타이완어, 

기타 언어

분권형 대통령제

차이잉원 총통

78

0.2

13,973

23,583,000

1991

35

99/99

68/74

$3,200

0.650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크어, 러시아어

일당 우위 정당 체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27

2.7

55,251

9,063,000

1238

17

95/91

72/79

$17,900

0.755
태국 방콕 태국어, 영어, 지역 방언

쿠데타 이후 군정

프라윳 찬-오차  총리

50

0.2

198,117

66,234,000

2002

39

72/63

67/71

$6,000

0.625

티모르 레스테
(동티모르)

딜리
테툰어, 포루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분권형 대통령제

타르마탄 루악 총리

31

2.3

5,773

1,236,000

1991

31

99/99

64/71

$18,200

0.706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

투르크멘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기타 언어

대통령 독재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52

1.9

189,657

5,883,000

1991

28

99/99

71/76

$6,900

0.71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타지크어, 기타 언어

대통령 독재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51

1.7

172,742

32,924,000

1945

24

96/93

71/76

$6,900

0.694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크메르어, 기타 언어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응우엔 쑤언 푹 총리

35

0.9

127,882

94,698,000

25 1980

36
바누아투 포트빌라

영어, 프랑스어, 비슬라마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샬럿 살와이 총리2.2

4,707

303,000

87/84

70/74

$2,700

0.603

1970

29
피지 수바 영어, 피지어, 힌두스탄어

의원내각제

보레케 “프랭크” 베이니 마라마 

56

1.1

7,055

889,000

96/92

67/73

$9,800

0.741

1979

35
키리바시 타라와 영어, 길버트제도어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타네티 마마우 대통령

54

2.2

313

115,000

NA

63/70

$2,000

0.612

1986

41
마셜제도 마주로 마셜어, 영어

의원내각제, 전통적 족장제

힐다 C. 아이데 대통령

77

2.3

70

55,000

98/98

71/73

$3,600

0.708

1986

34
미크로네시아 팔리키르

영어, 추케세어, 포나페어, 

야페세어, 코스레안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피터 M. 크리스티앙 대통령

23

1.6

271

106,000

91/88

68/70

$3,400

0.627

1968

37
나우루 야렌 나우루 지역어, 영어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리오넬 아이기미 대통령

100

2.3

8

11,000

NA

58/65

$12,300

NA

1907

19
뉴질랜드 웰링턴 영어, 마오리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재신더 아던 총리

86

0.5

104,515

4,895,000

99/99

80/83

$39,000

0.917

1994

21
팔라우 응게룰무드 

팔라우어, 손소랄어, 영어, 

기타 언어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전통적 

족장제, 토미 레멩게사우 대통령

80

0.2

188

18,000

97/86

70/77

$14,700

0.798

1975

36
파푸아 뉴기니 포트 모르즈비

톡 피진어, 영어, 히리모투어, 

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제임스 마라페 총리

13

2.2

178,704

8,485,000

66/63

63/68

$3,700

0.544

1962

38
사모아 아피아 사모아어, 영어

의원내각제, 전통적 족장제

투일라에파 사일렐레 말리엘레가오이 총리

19

2.0

1,075

199,000

99/99

74/76

$5,700

0.713

1978

39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멜라네시아 피진어, 영어, 

기타 언어

의회 민주주의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

24

2.4

10,954

684,000

89/79

70/73

$2,200

0.546

1978

33
투발루 푸나푸티 투발루어, 영어

의원내각제

에넬레 소포앙아 총리

62

1.5

10

10,000

NA

67/72

$3,800

NA

1970

36

99/99

70/76

$5,900

0.726
통가 누쿠알로파 통가어, 영어

입헌군주제(과도기)

투포우 6세 국왕

23

1.8

289

100,000

1901

19
호주 캔버라 영어, 호주 원주민어,기타 언어

의원내각제

스콧 모리슨 총리

86

0.6

2,969,976

24,125,000

99/99

80/85

$50,400

0.939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건국 연도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국가국가국

문해율(%) (남/녀)문해율(%) (남/녀)

기대 수명(세)
 (남/녀)

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GDP)(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수도 언어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인구
인구 증가율 

(%/년)

도시 인구율(%)도시 인구율(%)

Turning Poi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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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GDP)(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국가국가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기대 수명(세)

 (남/녀)

수도 언어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인구
인구 증가율 

(%/년)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

의원내각제

키스 미첼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알레한드로 하아마테이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조베넬 모이스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의원내각제

루스벨트 스케릿 총리

의원내각제

쥐스탱 트뤼도 총리

의원내각제

미아 모틀리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군부 장악)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의원내각제

앤드류 호니스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

의원내각제

테모시 해리스 총리스 총리스

의원내각제

앨런 캐스타네트 총리

의원내각제

랄프 곤살베스 총리

의원내각제

키스 롤리 총리

의원내각제

딘 배로우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의원내각제

가스톤 브라운 총리

의원내각제

휴버트 미니스 총리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

$59,800

0.924

$19,900

0.774

$5,900

0.658

1821

30

1981

24

1973

20

1966

19

1981

36

1867

16

1821

22

1974

26

1902

17

1978

22

1844

30

1821

28

1821

40

1804

33

1821

34

1962

23

1810

27

1903

27

1983

21

1979

20

1979

24

1962

19

1776

19

99/99

76/81

96

74/79

87/76

69/76

64/57

62/67

90/86

69/78

94/94

73/78

99/99

80/84

99/99

73/78

89/89

71/76

84/93

74/78

96/94

75/80

82/83

72/78

96/94

75/81

98

73/78

90/91

75/83

96/96

70/75

99/99

70/76

82/83

71/77

91/92

71/77

99/99

76/81

98/99

74/79

95/97

73/79

98/98

78/83

$12,300

0.777

$15,100

0.772

$8,200

0.650

$1,800

0.498

$8,000

0.674

$11,000

0.715

$48,400

0.926

$18,600

0.800

$5,600

0.617

$9,200

0.732

$25,400

0.789

$28,200

0.778

$14,400

0.747

$11,500

0.723

$31,300

0.784

$8,300

0.708

$17,000

0.736

$26,400

0.780

$32,400

0.807

$16,900

0.794

쿠바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엘 살바도르

도미니카

캐나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코스타리카

아바나

세인트조지스

과테말라시티

포르토프랭스

산 살바도르

로조

오타와

브리지타운

테구시갈파

킹스톤

멕시코시티

마나과

파나마시티

바스테르

캐스트리스

킹스타운

포트오브스페인

벨모판

산토도밍고

워싱턴 D.C.

세인트 존스

나소

산호세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

스페인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프랑스어, 크레올어

스페인어, 나우아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

영어, 프랑스어

영어, 바베이도스어

스페인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영어, 영어 방언

스페인어, 마야어, 

기타 토착 언어

스페인어, 미스키토어

스페인어, 영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방언

영어, 프랑스어 방언

영어, 힌디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마야어, 

가리푸나어

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 기타 언어

영어, 현지 방언

영어, 크레올어

스페인어, 영어

42,426

11,116,000

133

114,000

42,042

17,245,000

10,695

10,788,000

8,124

6,472,000

290

73,000

3,855,103

37,195,000

166

285,000

43,433

9,017,000

4,244

2,899,000

758,450

130,759,000

50,337

6,252,000

28,640

4,159,000

104

53,000

238

173,000

150

111,000

1,980

1,362,000

8,867

398,000

18,653

10,834,000

3,678,190

327,963,000

171

103,000

5,382

397,000

19,730

5,003,000

36

0.7

51

1.9

55

1.7

70

1.3

71

0.4

81

0.3

31

0.1

54

1.7

56

1.0

73

1.3

59

1.5

69

1.4

31

0.5

19

0.7

52

0.7

53

0.5

45

1.8

80

1.4

82

0.3

25

0.9

83

0.7

73

0.9

77

0.2

건국 연도건국 연도 문해율(%) (남/녀)문해율(%) (남/녀)도시 인구율(%)도시 인구율(%)

Turning Points 2020

* 2019년 8월 당선 후 2020년 1월 14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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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MERICA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15세 미만 인구율(%)15세 미만 인구율(%)
국가국가국

기대 수명(세)
 (남/녀)

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GDP)(GDP)

인간 개발 지수인간 개발 지수
수도 언어

면적(평방마일)면적(평방마일)

인구인구
인구 증가율 

(%/년)

지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면적, 인구, 도시 인구, 연간 인구 증가율, 

15세 이하 인구 비율, 기대수명: 

도시코 가네타, 샬롯테 그린바움, 케이틀린 페

티어노, 2018 세계인구자료(미국 인구조회국)

정치 체제: 

프리덤 하우스(비영리 인권기구)와 그 연간 발

간물의 정보; 프리덤 인 더 월드(2018); 브리태

니커 백과사전;  뉴스 기사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제통화기금(IMF); 월드 팩트북(C.I.A.)

정부 수장: 

지오시티스(GeoCities) ‘통치자’ 웹사이트

(rulers.org)의 정보; 미국 국무부와 웹사이트‘ 

월드 팩트북(C.I.A.); 뉴스 기사

언어: 

월드 팩트북(C.I.A.); 월드북 백과사전 

수도, 건국 연도, 문맹률, 1인당 GDP:

월드 팩트북(C.I.A.) 

HDI: 

인간 개발 보고서 2018(유엔개발프로그램) 

모든 수치는 각 국가마다 출처에 있는 최신 정보

를 사용했다. 2019년 9월 현재 정보다.

SOURCES (출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브라질

1,073,520

44,495,000

424,164

11,307,000

291,930

18,552,000

440,831

49,834,000

98,985

17,023,000

83,012

782,000

157,048

6,897,000

496,225

32,167,000

63,251

568,000

68,679

3,506,000

353,841

31,828,000

3,287,956

209,380,000

1816

25

1825

32

1810

21

1810

26

1822

29

1966

29

1811

30

1821

27

1975

27

1825

21

1811

26

1822

22

98/98

74/80

97/89

67/72

98/97

77/82

94/94

73/79

95/93

74/79

87/90

64/69

96/94

71/75

97/94

72/78

96/95

68/75

98/99

74/81

97/97

73/79

92/93

72/79

$20,900

0.825

$7,600

0.693

$24,600

0.843

$14,400

0.747

$11,500

0.752

$8,100

0.654

$12,800

0.702

$13,500

0.750

$14,900

0.720

$22,400

0.804

$12,500

0.761

$15,600

0.759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파스, 수크레

산티아고

보고타

키토

조지타운

아순시온

리마

파라마리보

몬테비데오

카라카스

브라질리아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영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크레올어, 힌디어, 우르두어

스페인어, 과라니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네덜란드어, 영어, 통고어, 

힌두스타니어, 자바어

스페인어, 포르투뇰

브라질 방언

스페인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포르투갈어,

 아메리카 원주민 방언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세바 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레닌 모레노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데이비드 그레인저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

의원내각제

데시 보우테르세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타바라 바스케스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자이르 보르소나우 대통령

92

1.0

69

1.6

87

0.8

77

0.9

64

1.5

27

1.2

61

1.5

78

1.4

66

1.1

95

0.5

88

1.4

86

0.8

건국 연도건국 연도 문해율(%) (남/녀)문해율(%) (남/녀)도시 인구율(%)도시 인구율(%)

Turning Points 2020

SNAPSHOTS 2020
QUIZ 정답

01 13억 명

02 13.6%

03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04 미국

05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

06 필리핀

07 1,020만 명 

08 일본 도쿄

09 7시간

10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에서 9번째로 여행하기에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 2019년 8월 당선 후 2020년 1월 14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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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는 매년 전 세계 196개국의 새 지도 및 언어, 정치체제, 청년 인구 비율 등을 담은 

작은 백과사전인 얼머낵(연감)을 발간한다. <터닝 포인트 글로벌 어젠다 2020>은

맨 뒷부분에 뉴욕타임스 연감 요약본을 수록했다. 

‘세계 여행자들을 위한 캘린더’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축제와 주요 행사, 기념일들을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챌린지 2020’에서는 내년 한 해 전 세계가 마주한 도전에 관한 사진과 요약 설명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연중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020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연감’에서는 전 세계 196개국의 언어, 인간 개발 지수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뉴욕타임스가 한국어와 영어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편집자가 뉴욕타임스 편집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여기에는 공용어가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제시했고 한국에서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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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율

연간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

(이민 인구 제외).

주요 언어

전 세계적으로 

약 7,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율(%)

한국의 전체 인구 중 

13%는 15세 미만이다. 

일본의 경우 12%에 

불과하다.

기대 수명

새로 태어난 영아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 

첫 번째는 남성, 두 번째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다.

인간개발지수(HDI)

경제적·사회복지적 

행복도를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

(1점 만점). 기대 수명, 

교육 수준, 평균 소득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문해율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인구 비율. 첫 번째는 

남성, 두 번째는 여성의 

문해율이다.

건국 연도

각 나라가 건국 또는 

독립된 해, 또는 

근대화를 개시한 시점.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각 나라에서 한 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한 국내총생산을 

인구 수로 나눈 값. 

한 나라의 부(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여기서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이다.

면적 & 인구

평방 마일로 표시한 각 

나라의 면적과 

인구 수. 인구밀집도와 

지역별 인구분포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시 인구 

각 국가에서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다.

정치 체제 & 정부 수장

통치 체제의 종류와 

현 정치 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공식 

취임했다.

도시 인구율(%)

인구 증가율 
%/년

건국 연도

15세 미만 인구율(%)

문해율(%)

기대 수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인간개발지수

국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언어

한국어, 영어

정치 체제&정부 수장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82

면적(평방 마일)

인구

38,486

51,804,000 0.1

1945

13

99/99

79/85

$39,50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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